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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각저하 여부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제 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KNHANES 2016-2018)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청각저하 여부에 따라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4,75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행태, 신체적 건강과 심리사회적 건강 특성(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우울, 걷기운동, 근력운동, 활동제한, 의료 미충족 요구)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2.0를 이용하여 복합
표본 분석하였다. 청각저하 여부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행태, 신체적 건강과 심리사회적 
건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청력저하가 없는 노인의 경우 결혼상태, 활동제한과 걷기운동
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청력저하가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걷기운동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었다. 청력저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신체, 심리적 건강관리 및 운동이 포함된 다학제적 협력과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주제어 : 삶의 질, 청력장애, 노인, 국민건강영양조사, 간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hearing impairment on HRQOL in 
Korean elders. We carry out a cross-sectional analysis using nationally representative data from the 
KNHANES, 2016-2018. The survey was conducted on 4,754 elders who responded to questions about 
hearing impairment. Quality of life was compared between hearing impaired elders and elders with no 
hearing impairment using the t‐test and chi‐square test, and factors related to quality of life were 
analyzed by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using SPSS version 22.0.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quality of life between hearing impaired elders and elders with no hearing impairment. Walking 
exercise were identified as factors related to quality of life in elders with hearing impairment, while 
marriage status, walking exercise and limited movement were found to be related to quality of life 
among elders with no hearing impairment. In order to improve the HRQOL of elders with hearing 
impairment, multidisciplinary efforts and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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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청력 소실은 노쇠와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로 노인 인
구의 증가에 따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1,2]. 미국
의 경우 청력 손실은 12세 이상 미국인의 23%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 중 75%가 60세 
이상의 노인이며 80세 이상의 노인들은 가벼운 손실보다 
중간 정도의 손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미국 75세 이상 노인의 40%이상이 청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2], 미국 노인에게서 고혈
압과 관절염에 이어 세 번째로 발생률이 높아[4], 노인들
의 청력저하에 대한 보건당국의 정책마련의 필요성을 피
력하고 있었다. 급격한 노인 인구의 증가를 겪고 있는 한
국의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19년에는 
14.9%였으나 2067년에는 46.5%가 되어 세계 1위인 일
본의 38.1%를 넘어설 전망이다[5]. 2017년 노인실태조
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9.8%가 청력저
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6],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에서 청력저하 비율은 증가할 것이며, 
청력 손실이 노인의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노인에게서 청력저하 발생은 연령이 증가되면서 소리
가 달팽이관을 통해 신경으로 전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증가하며, 감소된 소리 신호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 
자원이 손상되어 나타난다. 결국 청력저하는 노인의 인지
와 주의력 측면에서 장애를 일으킨다[4]. 연령 증가에 따
른 청력저하는 신체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7] 청력저
하가 없는 노인보다 ADL(Activity of Daily Living)은 
1.4배, IADL(Instrument Activity of Daily Living)은 
1.6배, 그리고 여가와 사회활동은 1.5배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러한 청력기능의 저하는 발생과정
이 서서히 진행되므로 초기에는 청력저하를 본인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4]. 노인의 청력저하가 예
전에는 타인과의 대화가 힘든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었으
나, 청력저하가 의사소통 실패의 경험과 차별의 감정을 
유도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자주 방해하고[1], 의사소통 
곤란이 보정되지 않은 상태로 오랜 기간이 경과될 때는 
사회적 단절을 가져오게 되며[9],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상실의 문제로 확대된다[2]. 결국 가족과 사회로
부터 관계적 고립과 소외감이 초래된 청력저하 노인에게 
정신적 우울을 초래하게 되는데[10, 11], 실제로 청력저
하가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의 위험이 

2.07배나 더 높았다[12]. 청력저하는 노인의 주관적 기억
장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9] 청력저하가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기능 장애가 2.1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 또한,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을 시사하였다[11]. 

이와 같이 청력저하는 노인의 신체의 기능, 인지 기능
과 사회심리적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노인의 삶의 
질을 낮 출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노인의 청력저하와 
삶의 질에 관한 체계적 문헌분석 연구에서 청력저하는 삶
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었으며[1] 청력저하가 있
는 노인의 경우 정상 노인에 비해 삶의 질이 낮으며[7, 
13], 특히 삶의 질의 신체적 영역[7, 14], 사회적 영역[1, 
14-16], 의사소통 영역[15]과 정신과 정서적 영역[7, 15]
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1]. 

국외에서는 청력저하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었다. 청력저하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해서 호
주, 북남미를 비롯한 유럽과 일본 지역에서 연구가 진행
되고 있었으며, 청력저하 정도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정
도와 영향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연구들이었다. 노인
의 청력과 삶의 질에 관한 종설연구[13], 영국 지역사회 
거주노인들의 시력과 청력손실과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특성[14], 일본 요양원 노인의 청력손실과 삶의 질[15], 
노화로 인한 청력손상 극복 연구[16], 보청기 사용에 따
른 삶의 질[17], 청력손상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18], 청력 문제가 있는 폴란드 노인의 삶의 
질과 극복[19]과 감각성 난청과 심리사회적 건강 관련성 
4년 추적연구[20]가 있었다. 이와는 달리 청력저하 노인
의 삶의 질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영향 미
치는 요인 탐색[21], 우울[9, 11, 12, 22], 인지기능 및 
주관적 기억장애[9, 12]와 자기효능감[11]과의 관계를 확
인하고 있었다. 일부 Joo, Han과 Park[23]의 연구에서 
청력소실과 이명여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확인하고 
있었다. 또한 4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청력저하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24]가 진행되고 
있어서 노인들 대상의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리고 외국
에 비해 노인의 청력저하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확인
하는 연구는 미진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국 표본 집단에 대해 실시
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2016–2018년)를 활용하여 
청력저하 여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비교하고, 노인
의 청력장애 여부에 따른 삶의 질 관련 요인을 살펴보고
자 하였다.



청력저하 여부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관련 요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2016-2018년) 분석 267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가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일반국민을 

층화표본추출하여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에
서 청력저하 여부에 따라 노인 삶의 질에 차이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며, 청력저하 여부에 따른 삶의 질 관련 요인
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력저하 여부에 따른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
성, 건강 행태, 신체적 건강과 심리사회적 건강 특성의 차
이를 파악한다.

둘째, 청력저하 여부에 따른 노인 삶의 질의 차이를 파
악 한다.

셋째, 청력저하 여부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에 관련된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노
인의 청력저하 여부에 따른 삶의 질 관련 요인을 비교하
고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제7기 2016년∼2018년까지의 국민건

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이차 분석하였다. 총 응
답자 24,269명중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65세 이상자는 13,259명이었으며, 65세 이상이면서 ‘보
청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청력은 어떠하십
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8,505명을 제외하여 
최종 노인 4,7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청력저하 
본 연구에서 청력저하는 청력으로 인한 일상생활 활동

의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다’ 
1점에서 ‘전혀 들리지 않다’ 4점까지 4점 척도로 자가 보
고방식으로 측정하였는데, ‘불편하지 않다’ 1점을 제외하고 
2-4점으로 응답한 자를 청력저하 노인으로 분류하였다.

2.3.2 건강 행태, 신체적 건강 및 심리사회적 건강
건강 행태는 음주 여부, 근력운동 여부와 걷기운동 여

부로 파악 하였다. 음주 자는 최근 1년간 월 1잔 이상 음
주를 하는 경우로 하였으며, 근력운동과 걷기운동 자는 1
주일간 근력운동과 걷기운동의 일수에서 ‘전혀 하지 않는
다’를 제외한 문항에 응답한 자로 구분하였다. 

신체적 건강은 주관적 건강 상태와 활동제한 유무를 
파악하였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소 건강에 대한 생각으
로 ‘좋음’, ‘보통’, ‘나쁨’으로 분류하였다. 활동제한은 현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응
답으로 ‘제한이 있다’와 ‘제한이 없다’로 분류하였다.

심리사회적 건강은 스트레스 정도, 우울 증상과 필요 
의료서비스 미충족 요구를 파악하였다. 스트레스 정도는 
일상생활 중에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경우’와 ‘적
게 느끼는 경우’로 분류하였고, 우울 증상은 최근 1년 동
안 2주 이상 연속 ‘우울감이 있는 경우’와 ‘우울감이 없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필요 의료서비스 미충족 요구 여부
는 최근 1년 동안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미충족한 경험이 있는 경
우’와 ‘충족한 경우’로 분류하였다.

2.3.3 삶의 질
삶의 질은 전반적인 건강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EuroQol-5 Dimension (EQ-5D)로 측정하였다. 
EQ-5D는 ‘운동능력(Mobility)’, ‘자기관리(Self-Care)’, ‘일
상활동(Daily Activity)’, ‘통증/불편(Pain/Discomfort)’, 
‘불안/우울(Anxiety/Depression)’의 5개 항목에 대해 ‘지
장이 없다’는 1, ‘다소 지장이 있다’는 2, ‘매우 지장이 있다’
는 3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항목에서 지장
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25].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한국인
의 EQ-5D값을 산정하기 위하여 가중치 공식을 적용하
여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좋은 것을 의미하
도록 공식화 하였다. 그러나 삶의 질의 점수보다는 순위
변수로 구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선행연구[26]를 근
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EQ-5D점수를 5수준으로 구분
하였으며 5분위수를 삶의 질 저하의 절단 점으로 임의 
설정하여 파악하였다.   

2.3.4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결혼 상태, 직업, 소득 수준, 교육 정도 등 사회

경제적 특성 5문항을 파악하였다. 결혼 상태는 ‘결혼’, ‘사
별’, ‘이혼’으로 분류하였으며, 직업은 ‘있다’, ‘없다’로, 가
구 소득은 가구 소득금액의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상’, 
‘중상’, ‘중하’, ‘하’로, 교육 정도는 ‘대학교 졸업 이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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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이하’으로 분
류하였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질병관리본

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에 따라 가중
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행태 특성, 신체건강과 심리사회적 건강 특성, 삶의 
질의 차이는 실수, 백분율, 평균으로 파악하였다. 청력저
하 여부에 따른 노인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 건강 행태 
특성,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특성, 삶의 질의 차이는 
t-test와 Rao-Scott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으며  
청력저하 여부에 따른 노인 각각의 삶의 질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낮은 삶의 질 지수(lowest 5th 
quintile of EQ-5D index score)’ 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청력저하 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

대상자 중 75세 이상의 연령에서 청력저하가 있는 노
인은 54.0%, 청력저하가 없는 노인은 37.0%로 나타났다
(p<.001). 결혼 상태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청력저하
가 없는 노인은 67.5%, 청력저하가 있는 노인은 60.4%
로 나타났으며, 사별한 경우는 청력저하가 있는 없는 노
인은 28.2%, 청력저하가 있는 노인은 36.3%로 나타났다
(p<.001). 직업이 없는 경우는 청력저하가 없는 노인의 
경우는 65.6%, 청력저하가 있는 노인은 73.0%로 차이가 
유의하였다(p<.001). 가구경제수준이 ‘하’인 경우는 청력
저하가 없는 노인은 44.9%, 청력저하가 있는 노인은 
54.3%로 나타났다(p<.001). 교육수준에서 초등학교 이
하의 학력은 청력저하가 없는 노인은 55.5%, 청력저하가 
있는 노인은 63.9%로 차이가 있었다(p<.001). 

즉, 청력저하 노인은 청력저하가 없는 노인보다 75세 
이상자가 더 많으며, 배우자와 살고 있는 경우가 더 적으
며, 가구수입이 ‘하’인 경우라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고, 
교육수준이 ‘초등학교’인 경우가 더 많았으며, 직업이 없
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청력저하 여부에 따른 건강 행태, 신체적 건강과 
    심리사회적 건강의 차이

Characteristic‡ n (%)†
Normal hearing (n= 3,167)

Hearing loss (n= 1,587) Rao x2 (ṕ)
n (%)† n (%)†

Age (year)
 65-74 2,789(57.4) 2,038(63.0) 751(46.0) 92.02 (<.001) ≥75 1,965(42.6) 1,129(37.0) 836(54.0)

Gender
Female 2,789(57.4) 2,038(63.0) 751(46.0) 0.00 (.984)Male 1,965(42.6) 1,129(37.0) 836(54.0)

Marriage status
Having a spouse 3,159(65.2) 2,171(67.5) 988(60.4)

12.70 (<.001)Bereavement 1,371(30.8) 839(28.2) 532(36.3)
Divorce 189(4.0) 133(4.3) 56(3.3)

Household income
Low 2,288(48.0) 1,443(44.9) 845(54.3)

10.53 (<.001)
Middle-low 1,276(26.8) 878(27.8) 398(24.6)
Middle-high 686(14.8) 478(15.7) 208(13.0)

High 471(10.4) 347(11.5) 124(8.1)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2,638(58.2) 1,707(55.5) 931(63.9)

10.41 (<.001)
Middle school 660(14.9) 446(14.8) 214(14.9)
High school 745(16.7) 541(18.0) 204(14.0)

University or higher 438(10.3) 340(11.7) 986(7.2)
Occupation

No 2,998(67.9) 1,977(65.6) 1,021(73.0) 21.49 (<.001)Yes 1,486(32.1) 1,059(34.4) 427(27.0)
 † Weighting adjustment. ‡ Excluding non-response.

Table 1. Differences in Hearing Impairment according 
to Subjects’ Characteristics     (N=4,754)

건강 행태에 따른 차이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는 청력
저하가 없는 노인은 36.2%, 청력저하가 있는 노인은 
32.0%로 차이가 있었다(p=.014). 근력운동을 하는 경우
는 청력저하가 없는 노인은 19.7%, 청력저하가 있는 노
인은 14.9%로 나타나 유이한 차이가 있었다(p=.001). 걷
기운동을 하는 경우는 청력저하가 없는 노인은 60.4%, 
청력저하가 있는 노인은 54.2%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p=.005). 신체적 건강에 따른 차이에서 활동제한이 있
는 경우는 청력저하가 없는 노인은 15.8% 청력저하가 있
는 노인은 24.6%로 차이가 있었고(p<.001), 주관적 건강
상태는 ‘나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청력저하가 없는 노
인의 경우는 28.0%였으나 청력저하가 있는 노인은 
41.7%로 나타났다(p<.001). 심리사회적 건강의 차이에
서 우울에서는 청력저하 여부에 따라 노인 간에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경우는 청
력저하가 없는 노인의 경우는 18.2%였으나 청력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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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노인은 21.7%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p=.018). 필
요 의료서비스 미충족이 있는 경우는 청력저하가 없는 
노인은 9.3%, 청력저하가 있는 노인은 13.5%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p<.001)(Table 2). 

즉, 청력저하 노인은 청력저하가 없는 노인보다 음주
를 덜하며, 근력운동과 걷기운동에 덜 참여하고 있으며, 
주관적 건강인식을 ‘나쁘다’라고 인식하는 분포가 더 많
았으며, 활동제한이 있다는 응답자, 스트레스를 많이 인
지한다는 응답자와 필요 의료서비스 미충족 경험이 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았다. 

Characteristic‡ n (%)†
Normal 
hearing 

(n= 3,167)
Hearing loss 
(n= 1,587)  Rao x2 

(ṕ)
n (%)† n (%)†

Health related behaviors

Drinking No 3,067(65.2) 2,019(63.8) 1,048(68.0) 6.02
(.014)Yes 1,609(34.8) 1,111(36.2) 498(32.0)

Muscle 
exercise

No 3,699(81.8) 2,475(80.3) 1,224(85.1) 11.80
(.001)Yes 791(18.2) 564(19.7) 227(14.9)

Walking 
exercise

No 1,262(41.7) 790(39.6) 472(45.8) 7.91
(.005)Yes 1,747(58.3) 1,194(60.4) 553(54.2)

Physical health

Subjective 
health

Bad 1,496(32.4) 873(28.0) 623(41.7)
31.65

(<.001)Moderate 2,131(46.7) 1,500(49.0) 631(41.7)
Good 919(20.9) 693(23.0) 226(16.6)

Limited 
activity

No 3,646(81.4) 2,551(84.2) 1,092(75.4) 40.17
(<.001)Yes 880(18.6) 506(15.8) 374(24.6)

Psychosocial health

Depression No 1,308(83.1) 883(82.9) 425(83.6) 0.08
(.775)Yes 2,645(16.9) 172(17.1) 92(16.4)

Stress No 3,750(80.7) 2,562(81.8) 1,188(78.3) 5.63
(.018)Yes 910(19.3) 565(18.2) 345(21.7)

Medical 
unmet 
needs 

No 3,996(89.4) 2,745(90.7) 1,251(86.5) 12.34
(<.001)Yes 482(10.6) 279(9.3) 203(13.5)

† Analyzed excluding non-response: weighting adjustment, 
‡ Excluding non-response.

Table 2. Health-related Behaviors, Physical Health, and 
Psychological Health according to Hearing 
Impairment    (N=4,754)

3.3 청력저하 여부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점수의 차이
청력저하 노인의 삶의 질 점수와 삶의 질 지수에서 모

두 청력저하가 없는 노인과 청력저하가 있는 노인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하부 영역인 운동 
능력, 자기 관리, 일상생활, 통증/불편, 불안/우울에서도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Variable Mean±SE†
Normal hearing 

(n= 3,167)
Hearing loss 
(n= 1,587)  t(ṕ)

Mean±SE† Mean±SE†
Mobility 1.80±0.03 1.65±0.03 2.12±0.06 -6.61

(<.001)
Self-care 1.54±0.03 1.41±0.03 1.81±0.06 -5.64

(<.001)
Usual activities 1.63±0.03 1.49±0.03 1.92±0.06 -5.97

(<.001)
Pain

/discomfort 1.85±0.03 1.69±0.04 2.19±0.06 -6.94
(<.001)

Anxiety
/depression 1.59±0.03 1.46±0.03 1.86±0.06 -5.45

(<.001)
Quality of 
life(score) 1.68±0.03 1.53±0.03 1.98±0.06 -6.24

(<.001)
Quality of 
life(index) 0.88±0.00 0.90±0.00 0.84±0.00 9.01

(<.001)
† Analyzed excluding non-response: weighting adjustment.

Table 3.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hearing impairment 
in elder   (N=4,754)

3.4 청력저하 여부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관련 요인
청력저하가 없는 노인 삶의 질 저하에 영향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유의하였으며
(Wald F=3.65, p<.001), Cox & Snell R2 =.16, 
Nagelkerke R2 =.39, Mcfadden R2 =.33이었다. 영향 요
인으로는 결혼상태, 활동제한, 걷기운동 등 3개 요인이 확인
되었다. 

청력저하가 있는 노인의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유의하였으며
(Wald F=4.338, p<.001), Cox & Snell R2 =.21, 
Nagelkerke R2 =.37, Mcfadden R2 =.28이었다. 영향 요
인으로는 걷기 운동 등 1개 요인이 확인되었다. 

즉, 청력저하가 없는 노인에서는 결혼상태가 사별과 이
혼인 경우가 유배우자인 경우에 비해 각각 1.24배, 10.55배 
삶의 질 저하가 될 위험이 더 높았다. 활동제한이 있는 경우
는 활동제한이 없는 경우에 비해 7.75배 더 삶의 질이 저하
될 위험이 높았다. 또한 걷기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걷기 
운동을 하는 경우보다 삶의 질이 저하될 위험이 4.59배로 
높았다, 청력저하가 있는 노인에서는 걷기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걷기운동을 하는 경우보다 삶의 질이 저하될 위험이 
2.64배 더 높았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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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정

상 노인과 청력저하가 있는 노인의 삶의 질의 차이를 확
인하고 삶의 질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력저하가 있다고 인식하는 노인의 비율
은 33.3%로 국내 선행연구[12]의 14% 보다 더 높은 수
준이었다. 외국의 경우는 영국 63세 이상 노인 3,981명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7%가 청력저하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14]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캐나
다 53세-97세의 성인 2,68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참여자의 51%가 청력소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었고[7], 순음청력검사로 65세 이상 노인 50명의 청력
검사를 시행한 연구[27]에서는 80%가 중도 이상의 청력
저하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Domagała-Zyśk [19]의 
연구에서는 자신이 청력저하가 있다고 연구에 참여한 노
인의 45%정도만 의료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청력저
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주관적으로 
청력저하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마다 노인의 청력저하 보유율
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고 대상자의 수와 측정도구에서의 
차이가 있어 노인들의 청력저하 비율을 일반화할 수 없
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노인의 청력이 보통이상으로 심
하게 저하된 경우는 건강한 노인보다 무려 8배나 더 의
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도 함께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7], 청력장애를 노화의 과정으
로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건강문제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청력저하가 없는 노인과 비교했을 때 청
력저하가 있는 노인은 연령이 높으며, 가구소득이 ‘하’인 
경우와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청력소실이 있는 집단은 정상 집

Variable/
Categories

 Normal hearing Hearing loss
OR (95%CI) ṕ OR (95%CI) ṕ

General character
Age (year)
 65-74  1 1
 ≥75 1.27(0.57-2.84) .544 0.52(0.22-1.24) .140
Marriage status
Having a spouse 1  1
Bereavement 1.24(0.51-2.98)  .001 1.50(0.67-3.37) .568
Divorce 10.55(3.27-34.02) <.001 0.79(0.09-6.67) .829
Household income
High 1  1
Middle-low 0.81(0.18-3.65) .393 0.18(0.30-1.18) .169
Middle-high 0.49(0.10-2.20) .351 0.37(0.86-1.64) .496
Low 0.55(0.14-2.15) .789 0.29(0.62-11.82) .391
Education level
≥University 1  1
Middle school 1.18(0.30-4.66) .469 0.61(0.15-2.53) .407
High school 0.43(0.07-2.67) .282 0.08(0.01-0.54) .659
E l e m e n t a r y 
school 0.43(0.09-1.90) .908 0.29(0.02-3.09) .381
Occupation
Yes 1 1
No 1.42(0.55-3.68) .459 1.38(0.64-2.96) .398

Health related behaviors
Drinking
No 1 1
Yes 0.57(0.24-1.35) .201 1.52(0.71-3.25) .277
Muscle exercise
Yes 1 1
No 0.87(0.25-2.79) .771 1.36(0.31-6.03) .678
Walking exercise
Yes 1 1
No 4.59(2.24-9.39) <.001 2.64(1.18-5.96) .019

Physical health
Subjective health
Good 1  1
Moderate 0.77(0.11-5.40) .796 7.76(0.87-68.67) .423
Bad 2.76(0.36-20.76) .319 2.06(0.27-21.68) .065
Limited activity
No 1 1
Yes 7.75(3.25-18.50) <.001 1.38(0.40-4.67) .602

Psychosocial health
Depression
No 1 1
Yes 0.86(0.32-2.30) .776 2.19(0.51-9.31) .285

Table 4. Factors related to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hearing impairment 
premature menopausal women and normal 
menopausal women      (N=4,754)

Stress
No 1 1
Yes 1.46(0.57-3.76) .423 2.07(0.68-6.30) .196
Medical unmet needs 
No 1 1
Yes 1.50(0.63–3.60) .353 2.46(0.96–6.29) .059
Wald F(p) 4.20(<.001) 4.33(<.001)
Nagelkerke R2 .39 .37
McFadden R2 .33 .28
CI: confidence interval; OR: odd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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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보다 남성이면서 노령으로 교육수준이 낮으며 경제적 
지위도 낮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9, 12, 
28]. 외국의 경우에도 Carniel 등[17]의 연구에서 청력
저하가 있는 노인들의 교육수준이 정상 노인보다 더 낮
은 것으로 나타났고, Dalton 등[7]의 연구에서는 청력소
실의 정도는 연령, 낮은 교육수준, 건강문제, 수면문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제
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청력저하가 있는 노인은 근
력과 걷기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활동의 
제한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인식에서도 ‘나쁘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Ciorba [2]의 연구에서 청력저하
가 있는 노인은 자신의 신체적 건강을 아주 좋다고 인식
하는 경우가 39%로 나타나 청력저하가 없는 노인의 
68%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아주 좋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여 청력저하 노인은 자신의 
주관적 건강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또한 
Liljas 등[14]과 Yu & Liljas [20]는 정상 노인에 비해 
청력저하가 있는 노인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
식이 2.41배와 2.89배 정도 더 좋지 않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즉 청력저하 노인들은 자신들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건강한 노인에 비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청력저하 노인과 청력저하가 없는 노인의 
삶의 질은 차이가 있었으며, 청력저하가 있는 노인의 삶
의 질이 더 낮았다. 선행연구에서도 청력저하 노인의 삶
의 질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력소실의 정도가 심
해질수록 삶의 질의 정도가 낮아져 본 연구결과를 지지
하였다[1, 7, 13, 17, 27]. 그러나 청력저하가 심한 정도
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여 집단 간의 삶의 질의 차이
를 확인한 Domagała-Zyśk [19]은 보통 정도의 청력저
하 집단이 심각한 집단보다 삶의 질 점수가 높기는 했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대부분의 선
행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상자 수가 
60명으로 적었고 모두 청력저하를 지닌 노인으로 정상 
노인과 비교한 결과가 아니어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청력저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질을 하위 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본 연구
에서는 EQ-5D의 5개 하위 영역 모두에서 청력저하 노
인의 삶의 질이 더 낮았으며, 그 중에서 통증/불편과 운
동능력 영역에서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청력저하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EQ-5D 도구로 확인한 선행연구[14, 24]
의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청력이 저하될수록 상대적으
로 불편감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증/불편외에도 운동
능력이 다른 영역에 비해 삶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Liljas 등[14]의 연구에서도 청력저하로 듣지 못
하는 노인들이 정상 노인에 비해 움직임의 문제가 2.65
배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본 연구와 같은 맥락을 제시하
였다. 이렇듯 청력저하에 따라 삶의 질이 낮아지므로 청
력저하 집단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고 운동능력을 높이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청력장애 
노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와는 다르게 WHOQOL-BREF로 삶의 질을 
측정한 Moser, Luxenberger, Freidl [18]의 연구와 
Domagała-Zyśk [19]의 연구에서는 청력저하 노인은 
일반적인 건강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일반적 건강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매일의 삶이 안전하다고 느끼
고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건강서비스에 접근
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 정도인 환경적 삶의 질 평균점수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121명의 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신체적, 사회적과 의사소통과 
정서적 영역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삶의 질을 확
인한 Tsuruoka 등[15]의 연구에서 청력저하는 사회적 
영역 외에도 의사소통과 정서적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하위영역에 대한 청력저하의 부
정적인 영향에 대해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청력저하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 미치는 요인에서는 
인구사회적 요인과 신체적, 심리사회적 건강 요인에서는 
영향 미치는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걷기운동에 참여
하지 않을 경우 삶의 질이 2.64배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걷기운동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은 청력이 정
상인 노인의 경우에도 4.59배 삶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 63세-85세 사이의 영국 노인 
3,981명을 대상으로 한 Liljas 등[14]은 청력저하로 듣지 
못하는 노인의 경우 정상 노인에 비해 비만이 2.12배, 신
체활동량도 1.83배 더 낮았고, 숨쉬기 힘들거나 가슴 통
증의 만성적 문제가 2배 이상 많았고 신체기능에서 걷기 
2.08배, IADL(Instrument Activity of Daily Living)어
려움 4.66배 더 있었다고 하였고, 한국 노인에게서도 청
력저하 노인이 비만, 어지러움과 이명이 0.7-1.9배 더 높
게 나타났다[28]. 본 연구 대상자들도 이런 악화된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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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만성적 건강상태의 문제로 인해 걷기운동에 참여
하기 어려웠던 것일 수도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대상
자들의 신체적 기능과 만성질환의 유형을 구분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청력저하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 미치는 요인
은 아니었지만, 정상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해 활동제한이 
있을 경우 7.75배 삶의 질을 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중
요한 영향 요인이었다. 청력저하 노인은 이미 청력저하로 
인한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어서 활동제한 여부가 영향
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청력저하 노인들
이 결혼한 경우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삶의 질이 
더 높았고[21, 24], 본 연구에서 청력저하 노인의 결혼상
태는 삶의 질을 낮추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
만 정상 노인에게서는 유배우자에 비해 이혼을 한 경우
는 10.55배 더 삶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상
태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청력 손실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그러나 청력저하 노인들이 보청기를 사용하면 
그들의 삶의 질에 좋은 결과를 나타내며, 그들의 생활과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다[13, 14, 17].  
Hyams, Hay, Scogin [13]과 Liljas 등[14]의 연구에서
는 보청기를 사용하는 청력저하 노인은 정상 노인과 삶
의 질에 차이가 없었는데, 보청기가 삶의 질을 비슷하게 
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한편 Carniel 등[17]의 연구에서
는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청력저하 노인과 정상 노인
의 삶의 질에는 차이가 있었고 오히려 정상 노인보다 심
리적 영역과 환경적 영역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여 보청
기 사용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주었다. 청력
저하로 인한 불편감과 손실이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다시 
들을 수 있게 되면 삶의 질이 회복되고 삶과 다른 건강 
문제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17] 청력저하 노인의 보청기 사용이 활성화 되
는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폴란드 
노인의 청력저하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연구한 
Domagała-Zyśk [19]은 청력저하를 인지하고 있는 노
인의 보청기 사용은 50% 정도이며, 폴란드 노인은 청력
이 저하되는 것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기고 
있고, 노인들은 비용적인 부담과 보청기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사용률이 저조하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국내의 경우
도 상황이 비슷하여 청력저하 노인의 15.9%가 보청기를 
사용하는데 노인들은 청력저하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문
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28]. 본 연구 대상자의 경
우 청력저하가 있는 노인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정상 노인보다 더 낮았는데, 이것은 경제적 능력과 보청
기사용과 관련된 정보획득 능력을 짐작할 수 있는 요인
으로 볼 수 있어 청력저하가 있더라도 보청기 사용과 관
련하여 필요성 인식이 낮아지고, 구매와 보수비용 충당의 
어려움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청력이 불
편해도 경제적 상태가 좋다면 삶의 질의 악화를 완화시
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체계적으로 표집 된 대규모 자료를 이용하
여 청력저하가 있는 노인과 청력저하가 없는 노인을 비
교하여 삶의 질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점
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횡단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청력저하와 삶의 질 사이에 인과성을 
확정하기에는 취약점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력저하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

다는 인식하에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정상 
노인과 청력저하가 있는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행태 특성, 신체건강과 심리사회적 건강 특성에 따른 삶
의 질의 차이를 분석하고 삶의 질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연구에서 청력저하 노인과 청력저하가 없는 
노인의 삶의 질은 차이가 있었으며, 청력저하가 있는 노
인의 삶의 질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력저하 노인
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걷기운동 참여
유무가 확인되었으며, 걷기운동을 하지 않는 청력저하 노
인은 삶의 질이 낮아질 위험이 걷기운동을 하는 청력저
하 노인보다 2.64배 더 높았다. 따라서 청력저하 노인의 
삶의 질 각 하위영역별 증진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청
력저하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한 청력저하 노인이 걷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추
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시각과 청각장애를 포함한 
감각장애를 가진 노인의 삶의 질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와 보청기 사용이 청력저하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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