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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와 반대측귀 보청기의 두 형태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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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modal Fitting with a Cochlear Implant and a Hearing Aid in the Opposite 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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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articles have reported that speech perception was improved when cochlear implants and hearing aids were used bilaterally. 
There are many reasons why individuals with cochlear implants might benefit from continued hearing aid use in their nonimplanted 
ea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review the current information of bimodal fitting of a cochlear implant and a hearing aid in the 
opposite ear. The rationale, effects in auditory perception, candidacy criteria and fitting methods of bimodal fitting are summa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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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양쪽 시력이 저하되면 당연히 양쪽의 안경을 사용하거나 

수술을 해야 하듯이 양쪽의 청력이 저하되면 일단 양쪽의 

증폭이나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까지 여러가

지 이유로 대부분 한쪽 귀만 인공와우이식을 해오고 있다. 

한 귀의 인공와우시술자는 가장 성공적인 경우라고 해도 

편측성 난청자과 유사한 청취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편측성 난청자의 문제점능 방향분별의 불가능과 소음

에서의 어음인지도 저하이다. 이로 인해 아동의 경우 성적

의 저하와 학교생활의 문제성이 보고되고 있다.2) 또한 인

공와우 착용후의 청력은“정상”은 아니다. 청력의 극적인 향

상에도 불구하고 편측 인공와우 착용자는 편측성 난청자의 

일반적인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성을 보유한 채로 교육에 

임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양측성 고심도난청인의 경우 현

재 상황에서는 양이 인공와우이식또는 인공와우와 보청기

의 동시착용이 청각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양이 청취의 많은 장점 때문에, 최근에 세계적으로 양이 인

공와우 시술이 점진적으로 도입되는 추세이다.13)15)20)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제적 또는 의학적인 이유로 한 귀만 수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현재 조류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

고 있는 청각세포의 재생에 대한 연구결과로 미래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쪽 귀를 남겨놓아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 

지난 10년간 이 분야는 타 유전자 연구와 함께 눈부신 업적

을 쌓고 있으나, 인간에게 성공적으로 적용하기까지는 

15~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소리자극 

없이 15~20년을 지내온 반대측 귀의 청각경로는 새로운 자

극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인공와우 이식을 하지 않은 쪽 귀에 보청기를 사

용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인공와우를 

착용하지 않은 반대측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두 형태 적

합(bimodal fitting)의 이론적 배경, 착용 효과, 후보자 선정, 

적합 방법 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METHODS AND RESULTS 
 

이론적 배경 

양측성 청각손실이 있는 경우, 한쪽 혹은 양쪽 귀에 증폭

기를 사용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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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양쪽 귀에 모두 증

폭기를 착용하는 것이 난청자에게는 더 유리하며, 특히 어린

이의 경우는 대부분 양쪽 귀에 증폭기를 사용하도록 부모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이착용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두영효과(head shadow effect)를 제거하거나 감

소시킨다. 두영효과는 한 쪽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 반대쪽은 

머리에 의해 소리 전달이 방해를 받아 잘 들리지 않는 현상

으로, 저주파수대역보다 고주파수대역(1500 Hz 이상)에서 

5~15 dB 정도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17) 어음청취역치의 

경우 평균 6 dB 정도 감소하며, 어음재인능력은 25% 정도 

줄어들 수 있다.19)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 쪽 귀에만 보청

기를 착용한 사람은 양쪽 귀에 착용한 사람보다 소리가 나

는 방향에 더 집중해야 되고, 소음상황에서는 더욱 말소리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두영효과는 신호음과 잡음이 

동시에 들릴 경우 양이 인공와우 착용에서 약 4~7 dB의 어

음역치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20) 또한 최근 보고18)

에서는 편측성난청에서 골도이식보청기를 사용할 때 뒤쪽 

혹은 난청쪽에서 오는 신호음에 대한 지각 능력이 중고주파

수 대역에서 5~10 dB 향상된다고 하였다. 

둘째는 양이합산(binaural summation) 때문에 한 쪽 귀

로 소리를 인지할 때보다 양쪽 귀로 소리를 인지할 때 더 크

게 들린다는 것이다. 역치부근에서는 두 귀로 들을 때가 한 

귀로 들을 때보다 3 dB 정도 크게 들리며,5)16) 쾌적수준4)9)

이나 불쾌수준6)11)14) 부근의 소리는 두 귀로 들을 때가 한귀

로 들을 때 보다 6~10 dB 정도 더 크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최근의 한 연구15)에서도 양이에 인공와우를 착용했을 때가 

한 귀만 착용했을 때 보다 어음청취역치가 2~3 dB 향상되

었다고 하였다.  

세째는 양이소음감쇄(binaural squelch)현상이다. 양이소

음감쇄는 입력된 음압이 한 쪽 귀보다는 양쪽 귀에 도달했

을 때, 소음과 반향음을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청각시스

템으로, 소음상황에서 양이착용자의 말소리인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Scheich et al.(2004)15)은 어음청취역

치검사를 비교한 결과 양이 인공와우착용으로 인한 소음감

쇄효과가 1~2 dB 정도라고 보고 하였다.  

넷째는 방향분별력(localization)의 향상, 즉 주변에 소음

이 많거나, 반향(reverberation)이 생기기 쉬운 곳에서 양귀

로 소리를 들을 경우, 한쪽 귀로 들을 때 보다 소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이 향상된다.13) 방향분별력은 수평면에서 양

귀의 신호의 크기차이(interaural level difference, ILD)와 

시간차(interaural time difference, ITD)를 근거로 정상 귀

에서는 약 1~2도의 소리 방향의 차이도 분별해 낼 수 있다. 

정상귀의 ITD 역치는 10 us이고 보통 10 ms의 차이를 분

별해내며 편측 인공와우 착용자의 ITD는 50~1000 ms 정

도로 범위가 넓다. 또한 ITD는 인공와우의 신호전달 속도

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방향분별력에서 ITD는 효율적

이지 못하다. 즉 50 pulses per second(pps)에서는 ITD의 

분별능력이 있으나 100 pps 이상 특히 800 pps 이상에서

는 전혀 ITD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

귀의 ILD는 0.5~1.0 dB 정도이나 편측 인공와우 착용자의 

ILD는 0.2 dB로 오히려 정상보다 더 적어 ILD를 이용한 방

향분별 능력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편측 인공와우착용자 

중에도 높은 방향분별 능력이 있는 경우를 실제로 볼 수 있

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한 실험에서 양이 착용자는 약 10도

의 소리 각도를 분별해 낼 수 있었던 반면 편측착용자는 20~ 

60도의 소리 각도를 분별해 낼 수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20) 

결국, 상기의 장점으로 인해 양이에 증폭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난청자는 청력의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도난청자의 경우, 대화음 영역에서 3~5 dB의 상승

효과는 어음을 청취하고 대화를 판별하는데 큰 혜택이 되

며, 중도난청자에게도 양측에 모두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 

한 쪽에 보청기만을 착용하는 경우보다, 낮은 음량조절기의 

위치에서도 같은 강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보청기에 의한 

음향되울림 발생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외에도 양이 착

용의 장점으로는 소음 속에서 어음명료도의 증가, 소리의 질

적 향상, 신호대잡음비의 향상, 공간 내에서 평형감각의 증

진, 이명의 억제 등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합적으로는 삶의 

질적 향상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형태 적합의 효과 

Armstrong 등1)의 보고에 의하면 인공와우만 착용한 난

청인보다 인공와우와 더불어 반대측 귀에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인이 어음지각(speech perception) 평가에서 더 높은 

수행능력을 보였다고 한다. 최근에는 고심도 난청인의 한 

쪽 귀에 고주파수대역에는 전기자극을 저주파수대역에는 

음향자극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어음지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은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다. Hamzavi 

등8)은 인공와우와 보청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난청인이 어

음지각 및 재인평가에서 인공와우만 사용하는 난청인보다 

전반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한귀 착용시보

다 양이 청취 시 소리가 좀 더 자연스럽고 분명하며, 일상생

활에서 대화할 때도 조용한 환경과 소음이 있는 모든 환경

에서 양이 착용이 더 효과적이었다 보고했다.3) 양이 청지각

에 의한 인지능력의 향상은 청성유발전위(auditory evoked 

potentials, AEP)를 이용한 객관적 검사로도 증명하였는데,11) 

이 연구에서 편측 인공와우 시술자와 양이 인공와우 시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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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300 잠복기를 비교한 결과 양이 인공와우 시술자의 

잠복기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짧게 나타났다.  

 

두 형태 적합의 후보자 선정 

인공와우와 보청기의 두 형태 적합에 적절한 후보자를 선

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인에는 청각장애의 형태와 정

도, 난청기간, 보청기 사용유무 및 보청기 사용기간 등이 포

함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 결과, 한림대 성심병원 

난청클리닉의 자료 및 저자의 경험에 근거해서 후보자 선정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칭형 청력손실자로서 와우 이식전에 양측 귀에 6

개월 이상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난청인은 일단 좋은 후보

자로 본다. 이 경우는 와우를 어느쪽에 시술하더라도 반대측 

귀에 보청기 착용으로 인한 양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좋을 것

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두 형태의 적응기간도 짧을 것이다.  

둘째, 대칭형 난청인으로서 보청기를 한쪽만 착용해 온 경

우라면,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쪽 귀에 인공와우를 이식

할 경우는 두 형태의 상호작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나, 

보청기를 착용해 왔던 귀에 와우 이식할 경우는 반대측 귀의 

보청기 효과가 작거나 두 형태를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비대칭형 청력손실로서 양측에 보청기를 착용한 경

우에 인공와우를 청력이 더 나쁜쪽에 이식했다면 반대측 보

청기 효과는 좋을 것이다. 하지만, 와우를 청력이 좋은 쪽 귀

에 이식했다면 반대측 귀의 보청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  

넷째, 비대칭형 난청으로서 보청기를 좋은 귀에만 사용해 

왔는데, 그 귀에 와우 이식을 했다면, 반대 귀는 청력이 더 

나쁜데다 보청기 사용 경험도 없기 때문에 양이 청취의 혜택

이 거의 없을 것이다. 특히 보청기 착용귀의 평균 청력역치

가 100 dBHL 이상이라면 오히려 인공와우 측의 어음인지

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최근의 한 연구7)는 고심도의 비대칭형 청력손실을 갖고 

있으며, 고도 혹은 심도 한쪽만 인공와우 이식을 한 후천성 

성인 난청인을 대상으로 2년 동안의 다양한 어음인지검사

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고심도

의 비대칭형 난청에서는 더 나쁜 귀에 이식하고 반대측 귀는 

보청기를 착용하면서 미래의 기술을 대비해 보존해 둘 것을 

제안하였다.  

 

두 형태의 효과적인 적합 방법  

두 형태 증폭기의 효과적인 적합 방법에 대해서 보고된 

바가 드물기 때문에 먼저 최근에 보고된 양이 인공와우의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12)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 연구

자들은 독일의 재활센터에서 39명의 양이 인공와우 이식 

아동의 청각재활과정을 분석 보고하였으며, 양이 인공와우 

착용자들을 위한 강력하고도 특별한 청각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청각재활 프로그램의 요

소로써 첫째, 특히 10대 이후의 아동들에게는 시술 전 현실

적인 기대치의 조정이 필요하고, 둘째로, 두 번째 인공와우

의 첫 맵밍 시 기존의 인공와우를 사용할 것, 셋째로 두 번

째 시술한 인공와우만을 위한 독자적이고도 강력한 재활프

로그램의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Kuhn-Inacker 등12)은 연구에서 두번째 인공와우 이식

후 첫 맵핑에서 두번째 인공와우에 대한 의견은 10대 이상

의 아동들은 불편해하고 실망스러워하며 기존의 인공와우

를 통해 들었던 익숙한 소리를 하나도 들을 수 없다고 불평

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감을 호소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10대 이하의 어린이에서는 그러한 불평이나 불만감

은 없었으나 기존의 인공와우를 빨리 다시 착용하기를 원하

여 기존 인공와우에 대한 의존성을 표현하였다. 이를 통하

여 저자들은 두 번째 인공와우의 첫 프로그래밍에서는 반드

시 기존의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시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두 번째 인공와우를 받아들이기까지 약 6개월이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동들은 두 번째 인공와우에 대

하여 머리가 아프고, 소음처럼 들리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

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기존 인공와우 이

식 후 두 번째 인공와우 시술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이거나 

나이가 어릴수록 적게 나타났다고 한다.  

그 연구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선 두 번째 인공와우의 

첫 프로그래밍이 끝나면 정기적으로 두 번째 인공와우만 하

루에 약 두 시간씩 집에서 혹은 조용한 환경에서 착용하도

록 훈련하는 것이 좋다. 이때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TV를 

보는 등 긴장이 적은 청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첫 재활세션이 끝난 이후 두 번째 인공와우 적응을 위한 

독자적인 재활세션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인공와우를 위한 

독자적인 재활의 구성은 맵핑과 청능훈련으로 이루어 진다. 

맵핑은 두 번째 인공와우의 맵핑을 할 때 첫 번째 인공와우

를 착용한 경우와 착용하지 않고 맵핑한 경우를 모두 어음

처리기에 입력한다. 첫 번째 인공와우의 맵핑도 두 번째 인

공와우를 착용한 경우와 착용하지 않고 맵핑한 경우를 모두 

어음처리기에 입력하여야 한다. 맵핑시 유의해야할 점은 양 

인공와우의 C-level을 각각 조절하고 동시에 착용하면 양

이 합산 능력때문에 양 인공와우의 C-level을 벗어나게 되

고 너무 크게 들려서 더 낮은 C-level을 원하게 된다. 그 외 

양이 인공와우의 소리의 높낮이 조절도 앞으로 더욱 연구

하여야 할 분야인데 모델이 다르거나 와우내 전극의 삽입정

도와 활성화할 수 있는 전극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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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는 같은 종류의 인공와우와 같은 방식의 맵핑이 양

귀의 청각인지를 비슷하게 하여 양귀의 자극에 대한 이질감

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 외 청능재활은 두 번째 인공와우만을 위한 독자적인 

소리의 감지, 분별, 확인의 단계적 재활, 입술을 보지 않고 

어음인지를 하는 훈련, 다양한 배경 소음에서의 어음인지 및 

소리 확인 재활, 방향성 분별, 그리고 언어의 듣기 말하기 

훈련 등을 마치 첫 인공와우 착용 시와 마찬가지로 강도 높

게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공와우와 보청기의 효과적인 적합과정은 상기한 양이 

인공와우의 적합과정과는 약간 다르겠지만, 양이 청취과정

에 순응한다는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을 것

이다. 한림대 성심병원의 난청클리닉에서 진행하고 있는 

적합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대칭형 청력손실자로서 와우 이식전에 양측 귀에 

6개월 이상 보청기를 착용한 경우 또는 보청기를 한쪽만 착

용해 왔으며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쪽 귀에 인공와우를 이

식할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두 형태의 적합 효과는 클 것으

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보청기의 의존도와 선

호도가 높을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새로운 전기자극을 초기

에는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난청인 개개인의 특성

을 고려하여 두 형태의 자극과 적응과정 전반에 대해서 충

분한 상담을 한 후에 첫 맵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첫 맵핑 

이후에 전기자극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면, 두 형태의 동시 

적합을 바로 시작하면서 인공와우와 보청기의 최적역동범

위(optimal dynamic range)를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인공와우의 전기자극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고 판단

되면, 일단 일주일 정도는 최대쾌적레벨(C-level)을 낮추

고 보청기 착용도 중단시킨 상태에서 적응하는것이 필요하

다. 일주일 이후에는 전기자극의 적응정도에 따라서 보청기 

사용 중단기간을 추가로 2~3주 정도 연장할 수도 있을 것

이다. 하지만 보청기 사용을 장시간 중단하면 나중에는 보

청기의 음향자극에 재 적응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청각전문가는 청각장애인이 가능한 빠른 기간 동안에 두 형

태의 자극에 적응해서 양이 청취를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대칭형 청력손실자로서 보청기를 한 귀에만 착용해 

왔으며 그 귀에 와우를 이식할 경우는 반대측 귀의 청력상태

가 보청기 효과와 두 형태 적합의 순응기간에 상당한 영향

을 줄 수 있다. 즉, 반대 귀의 청력역치가 90 dBHL 미만이

라면 어려움이 적겠지만 90 dBHL 이상이라면 그만큼 어려

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력이 100 dBHL 이상

일 때는 일단 인공와우에 적응을 한 다음, 즉 2~3개월 이후

에 보청기 사용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비록 청력이 100 

dBHL이 넘는다 해도, 보청기 착용을 선호하거나 거부하지 

않으면, 두 형태의 적합을 신중하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청기 사용을 싫어하면 일단 포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비대칭형 청력손실로서 양측에 보청기를 착용한 

경우에 인공와우를 청력이 더 나쁜쪽에 이식했다면 반대측 

보청기 효과는 좋을 것으로 예산되지만, 인공와우의 적응과

정이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상기하였듯이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서 보청기의 착용을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 정도까

지 중단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와우를 청력이 

좋은 쪽 귀에 이식했다면 반대측 귀의 보청기 효과는 크지 

않겠지만, 인공와우의 첫 맵핑 이후 두 형태의 적응이 비교

적 쉬울 것으로 예상한다.  

넷째, 비대칭형 난청으로서 보청기를 좋은 귀에만 사용해 

왔는데, 그 귀에 와우 이식을 했다면, 반대 귀의 보청기 사

용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반대 귀의 청력이 100 dB HL 이

상일 때는 상기하였듯이 인공와우에 적응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보청기 사용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다. 만약 보청기의 

음향자극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바로 중단해야 할 것이다. 

 

CONCLUSION 
 

자연스런 양이의 활용은 삶의 질적 향상을 가져다줄 것이

다. 양측 모두 고심도의 청력손실을 지닌 난청인에게 청력

을 개선하고 양이 청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이 

인공와우 이식이 최선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로 와우 이식을 한쪽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인공와우

와 보청기의 두 형태 적합은 양이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어

음인지에 많은 잇점이 있다. 따라서 개개인의 난청 특성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인공와우를 이식할 귀와 보청기를 착

용할 귀를 신중하게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각전문가는 

인공와우 이식후에도 청각장애의 특성에 따라서 전문적인 

상담과 두 형태의 적합과정을 차별화해서 난청인의 의사소

통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심 단어：Bimodal fitting·인공와우·보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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