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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compare objective speech recognition and subjective hearing handicap outcomes as a function of a degree of hearing loss. Methods: 120 elderly listeners participated,
ranging in age from 60-83 years. Listeners’ degrees of hearing loss were derived correspon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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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ers who had poorer sentence-in-noise scores actually showed greater hearing handicaps. The
sentence-in-noise scores plus WRS explained the subjective hearing handicap by about 40%. Conclusion: The elderly with normal hearing or mild hearing loss can have reduced communication abilities in background noise, resulting in a negative effect on their social and psychological aspects. It is
recommended to conduct the sentence-in-noise intelligibility test and the subjective hearing handicap
survey as a standard audiometric measures to confirm the functional communication problems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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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2013). Table 1을 살펴보면, 기존의 청각장애 등급 시스템과 달
리 최근 WHO가 제안한 청각장애 등급 시스템에서는 20~25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청각장

dB HL의 평균순음청력역치를 건청이 아닌 경도 난청(mild

애 등급 시스템(hearing impairment grading system, HI grad-

impairment)으로 분류하는 등 경도와 중도 난청에 해당하는

ing system)을 통해 표준화된 방식으로 청각장애를 등급화하

청력역치의 범위가 변경되었고, 기존 등급 시스템에는 없었던

고 각 난청 등급에 따라 예상되는 의사소통능력을 제시하였다.

중고도 난청(moderately severe impairment)을 새롭게 포함하

WHO는 1986년에 청각장애 등급을 분류한 이후 여러 번 이를

였다. 더불어 기존 WHO 청각장애 시스템에서는 각 등급에 따

수정하여 1991년에 Table 1에 제시한 청각장애 등급 시스템을

라 작게, 보통, 혹은 크게 발성된 목소리 청취능력을 주로 제시하

오랫동안 사용하여 오다가 최근 다양한 증거 기반 분석을 통

였다면, 최근 청각장애 등급 시스템에서는 기존 등급 시스템에

해 새로운 청각장애 등급 시스템을 제안하였다(Stevens et al.,

는 없었던 조용한 상황과 소음 상황에서의 어음인지능력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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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제시하였다(Humes, 2019).
최근 WHO가 제안한 청각장애 등급을 검증하기 위해 Humes
(2019)는 Blue Mountains Dataset, Beaver Dam Population
Copyright © 2020 Korean Academy of Aud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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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National Heatl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를 정량화하는 도구로 보청기 착용자뿐 아니라 보청기 미착용

Data, Veterans Affairs Clinical Data 등과 같은 빅데이터를

자에게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KESHH는 4개의 척

통하여 건청, 경도(mild/slight), 중도(moderate) 난청 등급에

도(사회적인 영향, 심리정서적 영향, 대인관계의 영향, 보청기에

따라 자가보고한 청각장애 정도, 조용한 상황뿐 아니라 소음

대한 견해)에 따라 청각장애평가지수의 정도를 정량화하며, 보

상황에서의 어음인지도를 비교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최

청기 착용이나 청능재활 전후 청각장애평가지수의 변화를 파

근 WHO가 제안한 등급 시스템에 따라 대상자가 자가보고한

악할 수 있게 기준 점수를 제시하였다(Ku & Kim, 2010b).

청각장애의 정도가 달랐으며, 특히 20 dB HL 미만의 역치를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제안된 5단계 WHO 청각장애 등급 시

보이는 건청 대상자보다 20~25 dB HL의 평균순음역치를 보이

스템을 기준으로 난청 정도를 분류하여 객관적 어음인지도와

는 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크거나 소음하

주관적 설문평가(KESHH)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특히 청

어음인지 시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즉, 경미한 난청을 가진 경우

력 역치상 건청(PTA ＜ 20 dB HL), 경도 난청(PTA: 20~34 dB

조용한 상황에서 보통 크기의 대화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HL) 비교를 통해 조용한 상황 속 어음인지도와는 다르게 소음

없으나 소음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Table 1)

하 문장인지도 혹은 청각장애로부터 겪는 어려움에 차이가 있

임상에서 소음하 어음인지능력을 측정하거나 설문 평가를 통

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두 결과 간 관련

해 대상자가 느끼는 주관적 어려움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성이 있는지, 설명력이 높은 변수가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국내의 경우 난청으로 인한 장애지수를 평가하기 위해 Korean evaluation scale for hearing handicap (KESHH), 한국

MATERIALS AND METHODS

어판 고령자 청력장애검사(Korean version of hearing handicap inventory for adults)를 사용할 수 있다(Han et al., 2015).

연구 대상

이 중 KESHH라고 불리는 청각장애평가지수 설문지(Ku &

본 연구의 노인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1) 만 60세 이상의 노

Kim, 2010a)는 노년기의 청력 손실로 느끼게 되는 장애의 정도

인, 2) 난청 외에 어지러움, 이명, 신경학적 병력을 가지고 있지

Table 1. Original and newly proposed WHO HI grading systems

Original WHO HI grading system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1)

Newly proposed WHO HI grading system
(Humes, 2019)

Original grade and
corresponding audiometric
ISO value

Presumed performance

New grade and
Presumed performance in quiet
corresponding audiometric
and noise
ISO value

0 = no impairment, ≤ 25 dB HL

No or very slight hearing
problems. Able to hear whispers

0 = no impairment,
< 20 dB HL

No or very slight hearing
problems

1 = slight/mild impairment,
26-40 dB HL

No problems in quiet with normal
voice at 1 m. Hearing aids may
be needed

1 = mild impairment,
20–34 dB HL

No problems in quiet but may
have real difficulty following
conversation in noise

2 = moderate impairment,
41-60 dB HL

Able to hear and repeat words
using raised voice at 1 m.
Hearing aids recommended

2 = moderate impairment,
35-49 dB HL

May have difficulty in quiet
hearing a normal voice and has
difficulty with conversation in
noise

3 = moderately severe
impairment, 50-64 dB HL

Needs loud speech to hear in
quiet and has great difficulty in
noise

3 = severe impairment,
61-80 dB HL

Able to hear some words when
shouted into better ear. Hearing
aids needed

4 = severe impairment,
65-79 dB HL

In quiet, can hear loud speech
directly in one’s ear, and, in
noise, has very great difficulty

4 = profound impairment,
> 80 dB HL

Unable to hear and understand
even a shouted voice. Hearing
aids may help, but additional
rehabilitation needed

5 = profound impairment,
80-94 dB HL

Unable to hear and understand
even a shouted voice whether
in quiet or noise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HI: hearing impairment,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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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formation of participants with no, mild, moderate, and moderately severe HI

Newly proposed WHO HI
grading system

n of
participants

Mean pure tone threshold average
across 0.5, 1, 2, 4 kHz (4fPTA)

Forward digit
span

Backward digit
span

Grade 0 = no impairment, < 20 dB HL

42

13.54 dB HL ± 3.59
(range : 5.00-18.75 dB HL)

5.74 ± 1.25

3.95 ± 1.03

Grade 1 = mild impairment, 20–34 dB HL

49

27.60 dB HL ± 4.72
(range : 20.00-33.50 dB HL)

5.37 ± 1.29

3.67 ± 1.03

Grade 2 = moderate impairment,
35–49 dB HL

14

44.38 dB HL ± 3.28
(range : 40.00-48.75 dB HL)

5.35 ± 0.93

3.55 ± 0.82

Grade 3 = moderately severe impairment,
50–64 dB HL

15

54.58 dB HL ± 4.88
(range : 50.00-64.00 dB HL)

5.30 ± 0.97

3.50 ± 0.82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HI: hearing impairment, 4fPTA: four-frequency pure-tone threshold average

않으며, 이경을 통한 육안 관찰 시 외이 및 고막에 이상이 없는

방음실에서 실시하였다. 순음청력검사, 어음청각검사 및 소음

노인, 3) 최소 6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인, 4) Korean version of

하 어음청각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청력검사기(GSI 61, Graso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in the CERAD-K의 정상 규

Stadler, Eden Prairie, MN, USA), 헤드폰(TDH 39, Tele-

준(Lee et al., 2002)에 의거해 정상 범주에 속하는 노인을 대상

phonics, Farmingdale, NY, USA), 음장 검사용 라우드스피

으로 하였다. 위의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노인 120명(남 35, 여

커(SC-M53, DENON, Tokyo, Japan), 컴퓨터(Sens-9, Samsung

85명)이 본 연구의 대상자로 참여하였다. 대상자 모두 보청기를

electronics, Suwon, Korea)를 사용하였다. 녹음된 한국표준어

착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9.51세[연령 범

음청각검사(Lee et al., 2010) 음원을 이용하여 각 대상자가 편안

위: 60~83세, standard deviation (SD): 5.56]였다.

하다고 한 쾌적레벨(most comfortable loudness level, MCL)

본 연구에서는 최근 새롭게 제안된 WHO 청각장애 등급 시

을 찾아 조용한 상황에서의 단어인지도(word recognition score,

스템(Humes, 2019)에 따라 4개 주파수(0.5, 1, 2, 4 Hz)의 평균순

WRS)와 문장인지도(sentence recognition score, SRS)를 구하

음역치(four-frequency pure-tone threshold average, 4fPTA)를

였다. WRS 측정 시 목록 내 25개의 단어를 불러주고 정반응

구하여 5개 등급으로 난청의 정도를 구분하였다(Table 1). 분류

한 단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점수를 계산하였으며, SRS

결과 120명의 노인 중 42명은 건청, 49명은 경도(mild) 난청, 14

측정 시 각 문장 목록 내 40개의 중심 단어 중 정반응한 단어

명은 중도(moderate) 난청, 15명은 중고도(moderately severe)

수를 기준으로 백분율로 점수화(keyword scoring)하였다.

난청으로 분류되었다. 각 등급별 대상자의 평균 4fPTA와 범위

소음하 문장인지도(이하 SRS in noise)를 측정하기 위해 한

는 Table 2에 제시하였으며, 옥타브 단위 주파수별 순음청력역

국표준문장표(Jang et al., 2008)와 다화자 소음(Shin & Lee,

치는 Figure 1에 제시하였다.

2010)을 사용하였고 대상자의 MCL에서 목표 문장을 제시하였

어음인지능력을 측정할 때 작업기억능력의 영향으로 저하된

다. Adobe Audition CC 2015(Adobe Systems Inc., San Jose,

인지도를 보일 수 있으므로 유사한 범위의 작업기억능력을 보이

CA, USA)를 통해 문장과 소음의 실효값(root mean squre)이

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상자의 순방향 숫자기억

동일하도록 조절한 후 0 dB 신호대잡음비(signal-to-noise ra-

능력(forward digit span), 역방향 숫자기억능력(backward digit

tio, SNR)에서 소음하 문장인지평가가 가능하도록 음원을 제

span)을 측정하였다. Table 1에 제시한 것처럼 건청, 경도, 중도,

작하였다. 검사의 훈련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습 과정을

중고도 난청 대상자의 순방향 숫자기억능력과 역방향 숫자기억

가진 후 실제 실험을 시작하였다.

능력은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p ＞ 0.05). 연구에 참여하기 전
대상자 모두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진행 절차에 대한 설명
을 제공하였으며 참여자들의 동의 후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관적 청각장애평가지수
노인이 느끼는 주관적 청각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KESHH (Ku & Kim, 2010b) 설문 도구를 사용하였다. KESHH

연구 절차

는 4개의 척도(A: 사회적 영향, B: 심리정서적 영향, C: 대인관
계의 영향, D: 보청기에 대한 견해)별로 총 24개 문항(척도별 6

객관적 청력검사

문항)을 통해 청각장애의 정도를 평가한다. 각 문항에 대상자는

모든 실험은 국제표준(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응답 가능하므로(‘전혀 그렇지

dardization, 2010)에서 권고하는 소음 허용 수준을 만족하는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 총 24개 문항에 대한 총점으로 최
www.e-as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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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Hearing threshold (in dB HL)

0
20

객관적 어음인지도 비교
Table 3은 건청, 경도, 중도, 중고도 대상군의 평균 WRS,

40

SRS, SRS in noise를 보여준다. 조용한 상황에서 측정한 WRS의
경우 건청, 경도, 중도, 중고도 대상군의 순서대로 평균 94.71%

60

(SD: 4.35, 범위: 84.00~100, 95% 신뢰구간: 93.36~96.09),
Normal
Mild
Moderate
Moderately severe

80
100

250

500

1,000

91.96%(SD: 7.05, 범위: 62.00~100, 95% 신뢰구간: 89.93~93.99),
75.43%(SD: 13.44, 범위: 48.00~94.00, 95% 신뢰구간: 67.67~
2,000

4,000

8,000

Frequency (in Hz)

83.19), 66.93%(SD: 12.07, 범위: 50.00~84.00, 95% 신뢰구간:
60.25~73.72)였다. 조용한 상황에서의 SRS의 경우 건청, 경도,
중도, 중고도 대상군의 순서대로 평균 99.38%(SD: 1.59, 범위:

Figure 1. Mean hearing thresholds of better ear from 250 to 8,000
Hz in listeners with normal hearing or with mild, moderate, and moderately severe hearing impairment.

92.50~100, 95% 신뢰구간: 98.88~99.87), 99.21%(SD: 1.52, 범

소 24점에서 최대 120점이 가능하다. 총점이 높을수록 청각장

8.83, 범위: 72.50~100, 95% 신뢰구간: 87.53~97.31)였다. 0 dB

애로 인한 느끼는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Ku & Kim(2010b)

SNR에서 제시한 SRS in noise는 건청, 경도, 중도, 중고도 대

은 표준화 작업을 통한 KESHH 원 점수를 통해 5개의 범주로

상군의 순서대로 평균 87.56%(SD: 8.20, 범위: 65.00~98.75,

점수를 구분화하여 대상자가 청각장애를 느끼는 정도가 어느

95% 신뢰구간: 85.00~90.12), 77.60%(SD: 13.21, 범위: 40.00~

위: 93.75~100, 95% 신뢰구간: 98.77~99.64), 96.79%(SD: 5.27,
범위: 80.00~100, 95% 신뢰구간: 93.74~99.83), 92.42%(SD:

단계인지 기준 점수를 설정하였다. 총점을 기준으로 24~54점의

97.50, 95% 신뢰구간: 73.81~81.40), 47.11%(SD: 21.95, 범위:

경우 1 범주(가장 청각장애평가지수가 낮은 범주), 55~66점은 2

20.00~90.00, 95% 신뢰구간: 34.43~59.78), 30.75%(SD: 14.42,

범주, 67~76점은 3 범주, 77~85점은 4 범주, 86~120점은 5 범주

범위: 15.00~75.00, 95% 신뢰구간: 22.76~38.74)였다. 전반적으

(청각장애평가지수가 가장 높은 범주)로 분류하였다. Ku &

로 난청의 정도가 커질수록 저하된 인지도를 보였고 그룹 내 대

Kim(2010b)의 KESHH 개발 및 표준화 작업 시 보청기 착용자

상자 간 차이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동일 그룹 내

(KESHH Type-1)와 미착용자(KESHH Type-2)의 설문 문항을

에서도 SRS in noise 결과에 대상자 간 차이가 가장 컸다.

별도로 개발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청기 미착용자를 위
한 설문 문항인 KESHH Type-2를 사용하였다.

Kruskal-Wallis 검정 결과 WRS, SRS, SRS in noise 모두
그룹 간 유의한(p ＜ 0.05) 차이가 있었다[WRS: χ2(3) = 57.55;
SRS: χ2(3) = 29.51; SRS in noise: χ2(3) = 63.34]. Mann-Whit-

통계 분석

ney U 검정을 통해 다중 비교를 시행한 결과(Table 3), 소음 없

수집된 결과는 Statistical Product and Service Solution

이 측정한 WRS와 SRS의 경우 건청과 경도 난청군, 중도와 중

25.0(SPSS 25.0 version, IBM Corp., Armonk, NY, USA)을

고도 난청군 간 인지도가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으나 나머지 그룹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WHO 청각장애 등급에 따른 난청 정도

간 인지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SRS in noise의

에 따라 객관적 어음청각검사 및 설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경우 건청군이 경도 이상의 난청보다 소음하 문장인지도가 유의

Shapiro-Wilk 정규성 검정을 시행한 결과 일부의 측정 결과에

하게 높았으며, 경도 난청은 중도 이상의 난청보다, 중도 난청은

서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객관적 인

중고도 난청군보다 소음하 문장인지능력이 유의하게 좋았다.

지도 및 주관적 설문 평가 분석 시 Kruskal-Wallis 검정을 통해
그룹 간 비교를 시행하였고, 주 효과가 유의한 경우 Mann-Whit-

주관적 청각장애평가지수 비교

ney U 검정을 통해 다중 비교를 실시하였다. 객관적 청력검사

Table 4는 건청, 경도, 중도, 중고도 대상군의 KESHH의 척

및 설문 결과 간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Spearman 비모수 상

도별 점수(A: 사회적 영향, B: 심리정서적 영향, C: 대인관계의

관분석을 시행하여 검사 결과 간 상관성을 분석하였고, 단계적

영향, D: 보청기에 대한 견해)와 총점을 보여준다. 앞에서 설명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WRS, SRS, SRS in noise와 같은

하였듯이 각 문항에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객관적 어음인지도로 노인 대상자가 일상에서 느끼는 청각장

‘매우 그렇다, 5점’)로 응답하였으므로 각 척도별(6문항)로는 최

애로부터의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소 6점에서 최대 30점, 총 24개 문항에 대해서는 총점이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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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bjective speech recognition outcomes as a function of World Health Organization-proposed hearing impairment grading system

Objective
measures

Normal
(no impairment)

Mild
impairment

Moderate
impairment

Moderately
Multiple group comparisons
p-value
severe impairment
with adjusted p-value (p < 0.01)

Mean
WRS ± SD
(range)

94.71% ± 4.35
(range:
84.00-100)

91.96% ± 7.05
(range:
62.00-100)

75.43% ± 13.44
(range:
48.00-94.00)

66.93% ± 12.07
(range:
50.00-84.00)

< 0.05 Normal = mild
Normal > moderate,
moderately severe
Mild > moderate,
moderately severe
Moderate = moderately severe

Mean
SRS ± SD
(range)

99.38% ± 1.59
(range:
92.50-100)

99.21% ± 1.52
(range:
93.75-100)

96.79% ± 5.27
(range:
80.00-100)

92.42% ± 8.83
(range:
72.50-100)

< 0.05 Normal = mild
Normal > moderate,
moderately severe
Mild > moderate,
moderately severe
Moderate = moderately severe

Mean SRS
in noise ±
SD (range)

87.56% ± 8.20
(range:
65.00-98.75)

77.60% ± 13.21
(range:
40.00-97.50)

47.11% ± 21.95
(range:
20.00-90.00)

30.75% ± 14.42
(range:
15.00-75.00)

< 0.05 Normal > mild, moderate,
moderately severe
Mild > moderate,
moderately severe
Moderate > moderately severe

WRS: word recognition score, SRS: sentence recognition score, SD: standard deviation

24점에서 최대 120점이 가능하다.

는 정도가 어느 단계인지 확인할 수 있다(Ku & Kim, 2010b).

Table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영향에 대한 척도(A 척

건청군과 경도 난청군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두

도)의 경우 건청, 경도, 중도, 중고도 대상군의 순서대로 평균

대상군 모두 1 범주에 속하였으나, 두 그룹의 최소~최대 점수

점수가 9.10점(SD: 3.79, 범위: 6~18), 10.96점(SD: 4.67, 범위:

를 모두 고려하면 1~4 범주 혹은 1~5 범주의 범위로 상당히 넓

6~24), 18.14점(SD: 6.29, 범위: 6~28), 19.87점(SD: 4.72, 범위:

은 범위의 범주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Table 4). 중도 난청군과

10~29)이었다. 심리정서적 영향에 대한 척도(B 척도)의 경우 위

중고도 난청군 모두 평균 점수로는 3 범주에 속하였고, 두 그룹

의 난청 정도별 순서대로 평균 점수가 8.50점(SD: 3.02, 범위:

의 최소~최대 점수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1 범주부

6~17), 9.35점(SD: 3.81, 범위: 6~19), 15.86점(SD: 4.37, 범위:

터 5 범주까지의 다양한 범주의 청각장애평가지수를 보임을 알

8~22), 14.93점(SD: 6.02, 범위: 6~24)이었다. 대인관계의 영향에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유사한 난청 정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한 척도(C 척도)의 경우 건청, 경도, 중도, 중고도 대상군의

개인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크게 다를 수 있음

순서대로 평균 점수가 10.05점(SD: 3.67, 범위: 6~19), 12.22점

을 의미한다.

(SD: 4.59, 범위: 6~22), 19.43점(SD: 5.10, 범위: 8~26), 20.33점

Kruskal-Wallis 비모수 검정 결과 대상군에 따라 KESHH

(SD: 5.55, 범위: 8~29)이었다. 마지막으로 보청기에 대한 견해

의 각 척도별 점수와 총점이 유의하게(p ＜ 0.05) 달랐다[A 척

척도(D 척도)의 경우 난청 정도별 순서대로 평균 점수가 9.90점

도: χ2(3) = 43.61; B 척도: χ2(3) = 32.48; C 척도: χ2(3) = 43.71;

(SD: 5.21, 범위: 6~25), 12.06점(SD: 6.43, 범위: 6~26), 16.64점

D 척도: χ2(3) = 23.01; KESHH 총점: χ2(3) = 42.68]. Mann-

(SD: 5.81, 범위: 7~25), 17.13점(SD: 5.15, 범위: 8~24)이었다.

Whitney U 검정을 통해 다중 비교를 시행한 결과(Table 4), 대

KESHH 총점을 비교한 결과 건청, 경도, 중도, 중고도 대상

인관계의 영향에 대한 척도(C 척도)에서 건청군보다 경도 난청

군의 순서대로 평균 37.54점(SD: 13.97, 범위: 24~78), 44.59점

군이 청각장애로부터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고(p ＜

(SD: 16.73, 범위: 24~86), 70.07점(SD: 19.02, 범위: 32~94),

0.01), 다른 척도들(A, B, D 척도)에서는 건청군과 경도 난청군

72.27점(SD: 18.09, 범위: 38~99)이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간 점수가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건청보다는 경

KESHH 총점을 기준으로 24~54점의 경우 1 범주(가장 청각장

도 이상의 난청군이, 경도 난청군보다 중도 이상의 난청군이 높

애평가지수가 낮은 범주), 55~66점은 2 범주, 67~76점은 3 범

은 청각장애지수를 보고하였으며, 중도와 중고도 난청군 간 점

주, 77~85점은 4 범주, 86~120점은 5 범주(청각장애평가지수가

수가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중도와 중고도 난청

가장 높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어 대상자가 청각장애를 느끼

군의 대상자가 1 범주(청각장애평가지수가 가장 낮은 단계)부터
www.e-as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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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sures of the KESHH as a function of World Health Organization-proposed hearing impairment grading system

Score in each
Moderately
Normal (no
Mild
Moderate
Multiple group comparisons with
subscale
severe
p-value
impairment) impairment
impairment
adjusted p-value (p < 0.01)
and sum
impairment
KESHH score A-subscale 9.10 ± 3.79
10.96 ± 4.67 18.14 ± 6.29 19.87 ± 4.72 < 0.05 Normal = mild
(mean ± SD,
(range: 6-18) (range: 6-24) (range: 6-28) (range: 10-29)
Normal < moderate,
range)
moderately severe
Mild < moderate, moderately severe
Moderate = moderately severe
Subjective
measures

B-subscale

8.50 ± 3.02
9.35 ± 3.81
15.86 ± 4.37 14.93 ± 6.02
(range: 6-17) (range: 6-19) (range: 8-22) (range: 6-24)

< 0.05 Normal = mild
Normal < moderate,
moderately severe
Mild < moderate, moderately severe
Moderate = moderately severe

C-subscale

10.05 ± 3.67 12.22 ± 4.59 19.43 ± 5.10 20.33 ± 5.55
(range: 6-19) (range: 6-22) (range: 8-26) (range: 8-29)

< 0.05 Normal < mild, moderate,
moderately severe
Mild < moderate, moderately severe
Moderate = moderately severe

D-subscale

9.90 ± 5.21
12.06 ± 6.43 16.64 ± 5.81 17.13 ± 5.15
(range: 6-25) (range: 6-26) (range: 7-25) (range: 8-24)

< 0.05 Normal = mild
Normal < moderate,
moderately severe
Mild < moderate, moderately severe
Moderate = moderately severe

Total score 37.54 ± 13.97 44.59 ± 16.73 70.07 ± 19.02 72.27 ± 18.09 < 0.05 Normal = mild
(range: 24-78, (range: 24-86, (range: 32-94, (range: 38-99,
Normal < moderate,
KESHH
KESHH
KESHH
KESHH
moderately severe
category 1-4) category 1-5) category 1-5) category 1-5)
Mild < moderate, moderately severe
Moderate = moderately severe
KESHH: Korean evaluation scale for hearing handicap, SD: standard deviation

5 범주(청각장애평가지수가 가장 높은 단계)까지 다양하게 분

지 시 어려움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어려움은 주관적 설문 중

포되어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도출하지 못하였을 것을 유추해

사회적, 심리정서적,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주관적 불편함과 관

볼 수 있다.

련성을 보였다. 경도 난청군의 경우에도 조용한 상황의 어음인
지도와 KESHH 설문 결과 간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으

난청 정도별 객관적 어음인지도와 주관적 청각장애평가지수 간
상관성

며, 경도 난청군의 SRS in noise는 D 척도를 제외한 모든
KESHH 척도별 점수 및 총점과 유의한(p ＜ 0.05) 상관성을

각 난청군의 객관적 어음인지도와 주관적 설문 평가 결과와

보였다(A척도: rho = -0.37; B 척도: rho = -0.31; C 척도: rho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난청군별로

= -0.38; 총점: rho = -0.35). 중도와 중고도 난청군의 경우 객

Spearman 비모수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건청군의 경우

관적 인지도와 주관적 설문 결과 간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조용한 상황에서 측정한 SRS 결과와 KESHH 설문 결과는 유

않았다.

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고, WRS와 KESHH 척도 중 사회적
영향에 대한 척도(A 척도) 결과 간 유의한 상관성(rho = -0.35,

주관적 청각장애평가지수 예측 변인 분석

p ＜ 0.05)을 확인하였다. 흥미로웠던 것은 건청군의 SRS in

현재 임상 현장에서는 객관적 어음인지도만 주로 평가하고

noise는 보청기에 대한 견해(D 척도)를 제외한 모든 KESHH

주관적 설문 평가를 반드시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실제로 난청

척도 결과 및 총점과 약하지만 유의한(p ＜ 0.05) 상관성을 보

인을 대상으로 보청기 착용 전 MCL에서 측정한 단어인지도는

였다(A척도: rho = -0.31; B 척도: rho = -0.34; C 척도: rho =

난청인의 일상생활 속 의사소통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없

-0.31; 총점: rho = -0.32). 즉, 청력역치상 난청이 없다고 분류

다고 보고된 바 있다(McRackan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

되는 노인 대상자일지라도 조용한 상황보다는 소음하 어음인

에서는 단계적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MCL에서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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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S, SRS, SRS in noise와 같은 객관적 어음인지도로 노인

도 난청군이 4개의 척도 중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C

대상자가 일상에서 느끼는 청각장애로부터의 어려움을 유의하

척도에서 높은 청각장애평가지수를 나타냈다. 상관분석 결과

게 예측 및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세 가지 객

에서도 건청, 경도 난청군 중 소음하 어음인지능력이 낮은 노인

관적 인지도 결과 중 WRS와 SRS in noise가 함께 KESHH 총

일수록 실제로 KESHH 점수가 높았다. 이는 난청의 정도가 심

점을 약 40%가량 설명할 수 있었으며, SRS는 KESHH 점수를

하지 않은 경도 난청 노인일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대일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었다. Table 3을 통해 알

혹은 다화자 대화 시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회

수 있듯이 건청부터 중고도 난청군까지 대부분의 대상자는 조

귀분석 결과 WRS와 SRS in noise가 KESHH 총점을 약 40%

용한 상황에서 평균 92~100%의 SRS를 보였으므로 SRS 평가

가량 설명할 수 있었으므로 노인 대상자의 일상생활 속 어려움

만으로는 노인 대상자가 일상생활 속 의사소통 시 가지는 불편

을 알기 위해서는 건청 혹은 경도 난청일지라도 KESHH와 같

함 등을 민감하게 예측하기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은 표준화된 도구를 통해 청각장애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로 설문 평가를 시행하지 못하였다면 조용

DISCUSSIONS

한 상황에서 시행한 문장인지도보다는 소음하 문장인지도로
이를 예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청능사(audiologist)는 순음청력검사, 어음청각검사, 음장 어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소음하 문장인

음청각검사 등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난청인의 청력 상태를 확

지도와 주관적 청각장애평가지수 간 유의한 상관성을 보고한

인하고 일상생활 속 의사소통능력 및 보청기 혜택 등을 예측한

바 있다. Tyler & Smith(1983)는 건청인과 난청인의 순음청력역

다. 그러나 객관적 평가만으로는 난청으로 인해 겪는 다양한

치, 소음하 문장인지도, 주관적 청각장애평가지수를 측정한 결

사회생활의 어려움 혹은 정서적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과 소음하 문장인지도와 주관적 청각장애평가지수 간 유의미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표준화된 설문 평가를 이용하여 보

상관성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Saunders and colleague(2004;

다 다각적인 정보를 얻어 난청인의 재활 및 상담에 활용하는

2006)는 난청인을 대상으로 보청기 착용 전후 Performance-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청력 손실로 인해 노인이

Perceptual Test (PPT), 주관적 청각장애평가지수, 주관적 보청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정량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 만족도 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PPT, 소음하 어음인지

설문 도구가 제한적이다. 특히 건청 혹은 경도 난청군의 경우 난

역치 등의 객관적 평가 결과가 주관적 청각장애평가지수와 유

청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임상 현장에서 일상생활 속 어려

의한 상관성이 있었으므로 보청기 착용 유무에 상관없이 소음

움을 굳이 설문 평가하지 않고 기초 청각검사만 시행하는 경우

하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일수록 청각장애평가지수가 클

가 많다. Humes(2019)는 최근 WHO가 제안한 청각장애 등급에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위 연구들 모두 본 연구와 유사하게 조

따라 대상자의 객관적, 주관적 평가를 분석한 결과 건청에 비해

용한 상황에서 측정한 인지도보다는 소음하 어음인지도가 주관

경도 난청군이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

적 청각장애지수를 예측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밝혔다.

인하였다. 특히 주관적 설문 평가에서 20~25 dB HL의 건청에

본 연구에서는 건청, 경도 난청군보다 중도나 중고도 난청군

가까운 경도 난청군이 20 dB 미만의 건청군보다 유의하게 큰

이 모든 객관적 인지 평가 혹은 주관적 평가에서 저하된 결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를 보였다. 보통 대화음 레벨(normal conversational level)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청, 경도, 중도, 중고도 노인을 대상

65 dB SPL임을 고려할 때(Han & Lee, 2020; Lawson & Pe-

으로 객관적 어음인지도 측정과 주관적 설문 평가를 시행하여

terson, 2011) 평균순음청력역치가 35~49 dB HL에 해당하는

WHO가 제안한 청각장애 등급에 따라 객관적, 주관적 평가 결

중도(moderate)나 50~64 dB HL인 중고도 난청인은 조용한 상

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조용한 상황에서 측정한 어음인지

황 혹은 소음 상황에서 대화를 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게 되므

도의 경우 건청과 경도 난청 간, 중도와 중고도 난청 간 유의한

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청각장애 정도가 클 수밖에 없다. 대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소음하 문장인지 결과에서는 건

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중도(moderate)~중고도(moderately se-

청보다 경도 난청이, 경도 난청보다는 중도 난청군이, 중도보다

vere) 난청 노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여 청각장애 정도와 듣기

는 중고도 난청군이 저하된 소음하 인지도를 보여 WHO에 따

어려운 조건에서 인지도를 측정하여 결과 간 관련성을 확인하

른 각 청각장애 등급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확인한 건청, 경도, 중도, 중고도 난청 정

WHO가 등급별로 제안한 소음 상황에서 예측되는 의사소통

도별 노인 대상자의 결과를 건청 및 경도 난청 노인의 상담 시

능력과 유사하였다(Table 1).

활용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KESHH 설문 결과에서 건청군보다 경

본 연구에서 참여한 대상자 중 건청, 경도 난청으로 분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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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대부분이 노인성 난청으로 인해 8,000 Hz에서는 청력

중심 단어0:0청각장애평가지수·소음하 문장인지·

이 떨어져 있었다(Figure 1). 본 연구에서는 WHO의 제안대로
어음의 주파수 대역에 해당하는 500, 1,000, 2,000, 4,000 Hz
의 순음청력역치를 평균하여 난청의 정도를 분류하였으므로
8,000 Hz에서의 난청으로 인해 저강도, 고주파수 특성을 가지
는 자음의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소음 상황에서 어려
움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Gelfand et al.(1986)은 건청 성
인 및 건청 노인의 자음인지능력을 비교한 결과 두 그룹 간 자
음인지 오류 패턴은 유사하나 인지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며, 청력역치가 정상 범위인 노인일지라도 8,000 Hz와 같은
고주파수 가청 정도가 자음인지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
였다. Woods et al.(2012)은 건청 성인 및 건청 노인의 소음하
자음인지능력을 비교한 결과 몇 가지 특정 자음 인지 시 저하
된 인지능력을 보이며, 노화로 인해 고주파수 청력이 저하된 노

WHO 청각장애 등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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