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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iscern the effects of age-related hearing loss using 
the Hearing Handicap Inventory for Elderly (HHIE) via a smartphone platform with elderly 
individuals who are urban residents. Methods: Ninety-two elderly 65 years of age or older 
participated in this study, divided into groups by age. Group 1 subjects were 65 to 69 years, 
group 2 subjects were 70 to 79 years, and group 3 were 80 years or older. The questionnaire 
surveyed 82 participants excluding 10 amplifier users; 79 participants completed the ques-
tionnaire. The internal consistency marker was Cronbach’s alpha coefficient (α= .918), and 
the criterion for suspected hearing loss criteria was 18 points or more. The status of presby-
cusis was analyzed in 89 subjects who were amplified users and completed questionnaires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The rate of suspected hearing loss 
confirmed by HHIE was 16.7% in group 1, 25.5% in group 2, and 45% in group 3, respec-
tively. The rate increased with age significantly (r= .392, p= .01). The status of presbycusis 
including amplifier users was 22.2%, 37.3%, and 60 % in the same order. The status of pres-
bycusis also increased with age significantly (r= .319, p= .01). Conclusion: Presbycusis in-
creases rapidly with age, and HHIE can be a useful tool for hearing screening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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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손실은 청각기관 손상으로 인한 듣기 능력 손실을 의미하

며, 말초 및 중추 청각기관의 퇴행, 음성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지

장, 사회적 관계 형성 등 개인의 전반적 영역에서 문제를 동반한다.

노인성 난청(presbycusis, age-related hearing loss)은 신체 기능

의 노화에 의해 생기며, 30대 이후부터 시작하여 청력손실을 자각

하는 시기는 개인마다 다르다. 노인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청력손실

이 양측 대칭성으로 고주파수 대역 가청역치부터 나빠져서 어음주

파수 영역으로 침범한다. 또한 노화가 원인인 청력손실은 청각처리

와 관련하여 어음이해도도 낮아지고(음소회귀) (Martin & Clark, 

2015), 베타아밀로이드(beta amyloid)가 베르니케 영역에 축적되어 

회복 불가능한 인지장애 및 치매로 발전할 수 있어서 심각하다(Lin 

et al., 2011). 실제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치매 유병률도 높아지며

(Woo et al., 1997), 이외에도 이명이 동반되기도 하며, 정서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노인성 난청의 원인에는 감각성, 신경성, 대사성(혈관조), 와우 운

동성(와우 전음성) 등이 있다(Schmiedt, 2010; Schuknecht, 1993). 

감각성은 유모세포와 지지세포의 손상이, 신경성은 구심성 청신경 

섬유의 손상이 원인이다. 대사성은 와우 외벽과 혈관조 위축에 의

한 내림프 성상 변화가, 와우 운동성은 기저막의 유리질화와 코르

티 기관의 강직(긴장)이 원인이다. 이들 손상은 대체로 기저회전에

서 심하여 고음역 손실이 크고 진행하면서 어음역으로 파급된다. 

이외에도 유전과 고혈압 및 혈관 질환, 소음, 약물, 흡연, 음주 등에 

의한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

우리나라의 난청 진료 인원은 2013년 기준 28만 1천 명으로 2008

년 22만 2천 명에 비해 26.7% 증가하였고, 이들의 44.5%가 60대 이

상이다(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난청자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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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장애 등록은 순음청력손실 평균(pure tone average, PTAs)이 양

측 60 dB HL 이상 대칭성이거나 두 귀 각각이 40과 80 dB HL 이상 

또는 심한 이명이 있는 40과 80 dB HL 이상 비대칭성일 때이며, 이

상의 기준에 포함되어 청각장애를 등록한 전체 인원은 25,000명 정

도이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6). 장애등급은 

500, 1,000, 2,000, 4,000 Hz 기도 가청역치를 이용하고, 1,000과 2,000 

Hz를 가중하는 6 PTAs로 결정한다. 그러나 노인성 난청은 고음역

의 손실이 커서 청력손실을 자각하고 실지로 불편을 느끼는 경우

가 등록한 인원보다 현저하게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우리나라는 

저소득 신생아에게만 국가적 차원의 청각선별을 시행하고 있다

(Heo, 2015, 2016; Oh & Heo, 2016).

노인성 난청은 적절한 청각언어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면 개인적 

성취와 사회 참여 및 통합을 기대(Kim & Yeo, 2015)할 수 있으나 진

행이 매우 느려서 자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각선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청각선별, 난청 진단 및 재활서비스는 유기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난청자 개인의 건강과 사회 참여의 제한으로 삶의 

질이 낮아지고, 가정 경제를 어렵게 만들며(Kang & Yoon, 2013), 인

지 기능 손실(Lin et al., 2011)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91%에 이르며(Park, 2016), 50대 이

상의 이용률은 다른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

다(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5). 애플리케이션은 스마

트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 청각선별은 순음청

각선별이 있으나 아직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Project Team for 

Audiology Study Group, 2014, 2015), 설문을 이용하는 청각선별검

사(Hearing Handicap Inventory for Elderly, HHIE)도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나(Ku & Kim, 2000) 마찬가지로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도구들은 사용이 간단하면서도 효용성이 높아 스

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Heo, Park, & 

Song, 2017). 따라서 인프라가 충분한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청각선별은 친숙한 사용자 환경에서 개인이 적극적으로 청

각선별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체계적인 청각선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노인을 대

상으로 애플리케이션 기반 HHIE을 시행하여 노인성 난청 실태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결과 활용에 

동의하였다.

참여자들은 경산, 목포, 통영시 행정구역 내 도농 및 주거, 상업지

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75.03±6.205) 성인 92명(남 17, 여 75)이

었다. 참여자들은 주간 활동으로 종교단체, 노인정,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고 있었고, 설문 조사연구는 이들 기관에서 시행하였다.

증폭기 사용자는 인공와우 이식자가 1명(bimodal), 보청기 사용

자가 9명으로 모두 10명이었다.

HHIE는 증폭기 사용자 10명을 제외한 82명이 응답하였고, 응답 

점수는 하나 또는 두 개의 문항에서 응답이 없었던 3명을 제외하였다.

분석 대상은 난청 실태 추정을 위하여 HHIE 유효 응답자 79명

과 난청을 확진 받고 증폭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10명 등을 포함한 

89명으로 하였다. 이들은 연령에 따라 65-69세를 1군으로, 70-79세

를 2군으로, 80세 이상(91세 1명 포함)을 3군으로 각각 나누었다. 이

들은 모두 89명으로 1군의 경우 HHIE 응답자가 17명, 증폭기 사용

자가 1명으로 모두 18명이었고, 같은 순서로 2군의 경우 45명, 6명으

로 모두 51명, 3군의 경우 17명, 3명으로 모두 20명이었다.

연구 방법

HHIE 문항은 25개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은 Appendix 1과 같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그렇지 않다(0점)’, ‘때때로 그렇다(2점)’, ‘항

상 그렇다(4점)’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응답의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alpha coefficient로 검증하였으며, 검증 결과 Cronbach’s 

α는 .918로 관찰되었다.

설문은 참여자가 개인용 스마트폰으로 설문조사 사이트에 접근

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연구자가 참여자

의 사이트 접근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였고, 스마트폰이 없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경우 연구자가 면접으로 진행하면서 스마트

폰에 결과를 입력하였다.

면접 과정에서 청력손실을 확진 받고 인공와우나 보청기 등 증폭

기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설문조사 대신 증폭기 사용에 대한 재

활 상담을 시행하였다. 재활 상담 후, 결과 활용에 동의한 경우 연구 

대상의 난청자로 추가하였다.

설문조사는 응답 점수가 100점 중 18점 이상이면 경도 이상의 난

청으로 의심한다(Ventry & Weinstein, 1982). 이를 고려하여 이보

다 미만이면 정상 청력자, 이상이면 난청 유소견자로 각각 결정한 

후, 난청 유소견자 비율을 백분율로 구하였다.

난청 실태는 증폭기 사용자와 HHIE 난청 유소견자를 합하여 백

분율로 구하였다. 집단별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

OVA)으로 검증하였다(SPSS Statistics ver.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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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HHIE 점수 평균은 1군이 4.588±8.85점, 2군이 8.578±11.21점, 

3군이 17.529±17.4점으로 각각 관찰되었고, 1군과 3군(p= .01), 2군

과 3군(p= .04)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1).

HHIE 18점 미만인 정상 평균은 1군 .76±1.921점, 2군 2.38±

4.294점, 3군 6.25±6.798점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

다(F=4.038, p= .006). HHIE 18점 이상인 난청 유소견자 평균은 1

군 22.67±3.055점, 2군 24.17±7.883점, 3군 27.56±18.022점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고(F=2.693, p= .003) 나이가 들

수록 유의하게 높아졌다(r= .392, p= .01) (Table 1).

HHIE에 의한 난청 유소견자 비율은 1군 16.7%, 2군 25.5%, 3군 

45%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3). 증폭기 사용자를 

포함한 난청 실태는 1군 22.2%, 2군 37.3%, 3군 60%로 집단 간 유의

한 차이가 관찰되었고(p= .004) 나이가 들수록 유의하게 높아졌다

(r= .319, p= .01) (Table 2).

논의 및 결론

청력손실은 특히 고령 인구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

나 청력손실이 고도 이상일지라도 인공와우를 이식하고 청각언어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면 노인의 언어 인지 및 삶의 질에 긍정적 영

향이 있다(Lee, 2011). 청각언어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난청

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며,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청력검사

가 필요하다. 하지만 고령자들은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가 방문하거나 가족 구성원의 도움을 받는다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스마트폰 기반의 설문도 사용자 중심으로 청각선별

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들 도구는 무엇보다 

타당도와 신뢰도 등에서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멕시코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와 스페인어 

단축형 HHIE 점수가 6.2±8.7와 6.2±9.3로 높은 상관관계(r= .89)

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고(Lichtenstein & Hazuda, 1998), 이집트

인에서 단축형 HHIE 점수가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높은 타당도

(Cronbach’s alpha= .902)로 유의한 관계(r= .688, p= .000)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Weinstein, Rasheedy, Taha, & Fatouh, 2015). 

스웨덴에서도 HHIE와 단축형 HHIE 점수가 보청기 사용시 22.0

±8.1점과 14±4.2점, 그렇지 않았을 때 20.4±7.3점과 13.1±3.6점

으로, 청각언어재활서비스 제공 전 21.5±8.4점과 13.4±4.2점, 제

공 후 9.9±7.9점과 6.4±5.0점으로 각각 보고하면서 보청기 재활 

평가 과정에서도 유용한 것으로 보고하였다(Öberg, 2016). HHIE

는 이외에도 나이지리아어(Sogebi & Mabifah, 2015), 브라질어(Ai-

ello, de Lima, & Ferrari, 2011), 이집트어(Weinstein et al., 2015), 이

탈리아어(Monzani et al., 2007), 인도어(Deepthi & Kasthuri, 2012), 

일본어(Tomioka et al., 2013), 중국어(Liu, Han, & Yang, 2016), 포르

투칼어(de Paiva et al., 2016) 등 다양한 문화권 국가에서 언어가 달

라지더라도 타당도가 높고 신뢰도가 있는 도구로 확인되었다. 우리

말 설문형 자가 응답 청각선별 도구도 단축형 HHIE는 9.29±13.32

점(Ku & Kim, 2000)으로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연구에서도 Cronbach’s alpha가 .918로 관찰되어 여러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HHIE는 어음역 및 고음역 

PTA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Hong & Lee, 2002)으로 보고되었다.

설문을 이용한 청각선별은 충분한 유병률로 선별할 수 있어야 한

다. 2016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1,687천명이며, 이 중 65세 

인구가 6,987명으로 전체 인구의 13.49%에 이르며, 나이가 들어가

면서 고령층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Korea Ministry of the Interior, 

2016). 그렇지만 기대 수명은 의학 발전 등의 영향으로 더욱 연장되

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6).

언어를 습득한 성인의 청력손실은 경도 이상이면 자각할 수 있고, 

서비스 영역(serviceable range)을 초과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

낄 수 있다. 2010-2012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PTA가 40 dB HL 이

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난청 인구는 60대가 11.88%, 

70대가 26.26%, 80대 이상이 52.83%로 관찰되었다(Lee, 2016). 노

인성 난청 인구는 인구 구성 및 기대 수명 연장에 따른 생존 노인 인

Table 1. Mean score and standard deviations of HHIE in each group

WNL (HHIE < 18) 
(N= 54)

HL suspicious  
(HHIE ≥ 18) (N= 25)

Total  
(N= 79)

Group 1 (N= 17) .76± 1.921 22.67± 3.055 4.588± 8.85
Group 2 (N= 45) 2.38± 4.294 24.17± 7.883 8.578± 11.21
Group 3 (N= 17) 6.25± 6.798 27.56± 18.022 17.529± 17.40
Total (N= 79)      -      - 9.769± 13.0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HHIE= Hearing Handicap Inventory for Elderly; WNL= within normal limits; HL= hear-
ing loss.

Table 2. Status of presbycusis using HHIE

HL suspicious Amplifier user HL status

Group 1 (N= 18)   3 (16.7)   1 (5.6)    4 (22.2)
Group 2 (N= 51)   13 (25.5)   6 (11.8)    19 (37.3)
Group 3 (N= 20)   9 (45.0)   3 (15.0)    12 (60.0)
Total (N= 89)   25 (28.1)   10 (11.2)    35 (39.3)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HHIE= Hearing Handicap Inventory for Elderly; HL= hearing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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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율을 고려하면 증가가 당연하고, 고령일수록 더욱 높아진다. 

이 연구의 HHIE는 65-69세 범위, 70대, 80세 이상에서 각각 4.59점, 

8.58점, 17.53점이었고, 이 점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달리 PTA상 

경도 이상(26 dB HL) 난청을 의미한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한 난

청 실태는 각각 16.7%, 25.5%, 45%로 국민건강영양조사보다 보수

적이기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빠르게 높아지는 점에서 비슷

한 경향을 보였다. 65세 이상 인구의 난청자는 36.8%로 보고된 바 

있으며(Ahn, Song, Park, Lee, & Chae, 2010), 증폭기 사용자를 포

함한 이 연구의 유소견자 비율은 39.3%로 확인되었다. 또 80세 이

상 유소견자 비율은 45%로 같은 해 시행된 선행연구의 42.9% (Liu 

et al., 2016)와 비슷한 수준이다.

노인성 난청이 의사소통 문제와 청각박탈에 의한 청신경 퇴행, 

인지 및 정서적 문제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다. 청력손실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 청각선별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

다. 체계적인 청각선별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적 노력이 필요하다. HHIE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으로 활

용할 수 있어서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경쟁 잡음 환

경에서 이해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중추 기능 이상을 선

별하는데도 유용하다(Pratt, 2016).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확인한 65세 이상 도농지역 고령 인구

의 난청 실태는 60대, 70대, 80세 이상 세대에서 각각 22.2%, 37.2%, 

60%로 관찰되었고, 난청 유소견자 비율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급

격하게 높아졌다. 이 결과는 이미 확인된 난청 실태와 비슷한 양상

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 HHIE는 높은 노인성 난

청을 선별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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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Hearing Handicap Inventory for Elderly (HHIE) 설문 문항

01. 듣기 힘들어서 전화 통화를 피한다.

02. 듣기 힘들어서 사람 만나면 부끄럽다.

03. 듣기 힘들어서 모임을 피한다.

04. 듣기 힘들어서 짜증이 난다.

05. 듣기 힘들어서 가족과의 대화에도 어려움을 느낀다.

06. 듣기 힘들어서 모임에서 곤란을 느낀 경험이 있다.

07. 듣기 힘들어 하는 내가 ‘바보’같이 느껴진다.

08. 상대가 작은 말소리를 하면 듣기 어렵다.

09. 듣기 곤란한 정도가 장애라고 생각한다.

10. 이웃이나 친지 방문 시 듣기 문제로 곤란을 느꼈다.

11. 실수할까봐 모임 참석을 피한다.

12. 듣기 위해 긴장한다.

13. 실수할까봐 이웃 친지 방문을 피한다.

14. 듣는 문제로 가족이나 타인과 말다툼을 한다.

15. TV 시청, 라디오 청취에 어려움이 있다.

16. 듣기 힘들어서 장보기를 줄인다.

17.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화가 난다.

18. 들으려고 긴장하기 싫어서 혼자 있고 싶다.

19. 가족들과 대화를 피하기도 한다.

20. 듣는 문제로 성격도 변하고, 사회생활도 달라졌다.

21. 가족 회식에서 잘 듣지 못해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22. 잘 들리지 않아 우울하다.

23. TV나 라디오는 이제 멀리한다.

24. 친구와 만남을 피하지 않으나 불편함을 느낀다.

25. 친구들과 대화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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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Hearing Handicap Inventory for Elderly (HHIE)로 확인한 노인성 난청 실태

허승덕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수정한 우리말 Hearing Handicap Inventory for Elderly (HHIE)를 스마트폰 기반으로 조사하여 도시 및 도농 

지역 노인성 난청 실태를 확인하고자 한다. 방법: 연구 대상은 도시 지역 거주 65세 이상 92명으로 하였다. 이들은 나이에 따라 65-69세

를 1군, 70-79세를 2군, 80세 이상을 3군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설문은 증폭기 사용자 10명을 제외한 82명을 조사하였고, 응답은 79명이 

완성하였다. 내적타당도는 Cronbach’s alpha coefficient로(α= .918), 난청 의심 기준은 18점 이상으로 하였다. 난청 실태는 증폭기 사용

자와 모든 설문을 응답한 8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one-way ANOVA, Pearson 상관분석). 결과: HHIE로 확인한 유소견자 비율은 

1군부터 16.7%, 25.5%, 45%로 집단 간 차이가 있었고(p= .003), 나이가 들수록 유의하게 높아졌다(r= .392, p= .01). 증폭기 사용자를 포

함한 난청 실태는 같은 순서로, 22.2%, 37.3%, 60%로 집단 간 차이가 있었고(p= .004), 나이가 들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다(r= .319, p= .01). 

논의 및 결론: 노인성 난청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HHIE는 청력검사와 마찬가지로 유용한 청각선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핵심어: 노인성 난청, 노화, 청력, HHI, Hearing Handicap Inventory, HH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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