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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ocument word discrimination abilities in children who use a cochlear implant in one 
ear and a hearing aid in the other ear. Method：Twenty-one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l children used a cochlear implant 
and a hearing aid which was fitted using the NAL-NL1 prescription. Performance in word discrimination was assessed under four 
noise conditions (N/O, N/F, N/CI, N/HA) and three aided conditions (CI, HA, CI/HA). Results：Binaural performance by CI/HA 
was better than monaural performance by CI or HA in four noise conditions. This is indicated by the significantly higher CI/HA 
word discrimination scores compared with CI scores and HA scores. A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CI scores and 
CI/HA scores in word discrimination. Conclusion：We have shown that the use of a hearing aid and a cochlear implant in opposite 
ears results in binaural advantages in word discrimination.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bimodal stimulation be the standard 
practice for clinical management of children and adults who wear unilateral cochlear im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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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인공와우(Cochlear implant)는 내이의 손상으로 인해 고

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또는 농이 된 환자에게 이식하는 장

치로 음향학적 소리를 전기적인 자극으로 전환시켜 전극을 

통해 청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도구이다. 1957년 Djourno 

& Eyries는 농환자의 와우에 전극을 삽입하여 청신경을 직

접 자극한 결과 환자는 소리를 감지했고 이것이 인공와우 

이식의 첫 시작이었다.1) 

현재까지 인공와우는 기술적인 발전에 따라 많은 면이 향

상되었고, 외과적 수술 기술의 발전은 좀더 안전하고 효과

적으로 인공와우를 이식하여 많은 청각장애인에게 소리의 

세상을 열어주었다. 최근에는 양이에 인공와우를 착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효과도 보고 되고 있다. 

Tyler 등2)은 한귀에만 인공와우를 착용한 경우와 양이에 

인공와우를 착용한 경우에 어음인지와 방향성에 대해 비교

하여 인공와우의 양이 착용은 소음상황에서의 어음 청취력

과 방향성을 개선시켜 준다는 결론을 얻었다. 구체적으로는 

양이 청취(binaural hearing)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점을 모두 나타내어 양이 청취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효과

를 입증하였다. 

양이 청취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공와우 착용

은 여러 가지 사정상 편측 귀에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대

편 귀의 증폭장치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잔존청

력이 많은 난청인이 인공와우 이식대상자로 포함되면서 반

대귀의 잔존청력 역시 그 활용 가치가 재조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인공와우와 함께 반대편 귀에 보청기 등 타 증

폭기를 착용시켜 양이 청취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이득도 고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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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들이 인공와우 착용과 함께 보청기의 착용도 양

이 청취에 대한 이점을 보여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Shallop 

등3)은 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인공와우만 착용했을 

경우와 인공와우와 보청기를 함께 착용 했을 경우를 비교했

다. 연구결과 양이 착용 시 문장이해와 자음과 모음 변별에

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Dooley 등4)의 연구에서도 보

청기와 인공와우를 함께 착용했을 때 자음 변별력이 개선되

었다. Armstrong 등5)은 4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양이 착용 시 조용한 곳과 소음이 있는 곳 모두 단어와 

문장의 변별력이 향상되었다. Ching 등6)은 21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용한 환경과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의 어음변별

력을 평가했고 이때 양이 착용은 두 환경에서 모두 좋은 변

별력을 나타냈다. 또한 방향변별력과 설문조사에서도 양이 

청취는 인공와우만 착용했을 때보다 좋은 수행력을 보였다. 

최근에는 Hamzavi 등7)의 연구에서 7명의 성인을 대상으

로 조용한 환경에서 어음 변별력과 문장검사를 했고 그 결

과 어음 변별력과 문장검사 모두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함

께 착용했을 때가 더 좋은 수행력을 나타내었다. 아동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양이 착용의 이점

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했다. Ching 등8)은 16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 인공와우와 보청기를 사

용한 양이 청취시 조용한 곳과 소음이 있는 곳 모두에서 어

음이해도가 개선되었다. 또한 방향변별력도 향상되었고, 부

모관찰을 통한 설문조사에서도 실제생활에서 양이 착용으

로 인한 이점이 있다고 보고했다. 최근에는 Dettman 등9)

의 연구에서 1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평가했을 때 인공와

우 이식 반대 귀의 보청기 착용은 단어와 문장 이해에 분명

한 이점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이식 전 양이 보청기를 

통한 효과보다 인공와우 이식 후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함

께 착용했을 때의 더 좋은 수행력을 나타냈다. 

언어발달 시기에 적절한 청각적 자극의 중요성은 양이

의 청각적 자극 또한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 양이 착용의 효과를 평가하기가 어렵고 아동 스스로가 

양이의 이점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이 착용

의 중요성과 효과를 간과하기 쉽다. 그러므로 인공와우와 

함께 반대 귀의 보청기 착용을 통한 양이 청취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조기이식을 받는 아동이나, 인공

와우와 함께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 보청기의 추가 착용으로 인한 양이 청취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 경우, 그리고 앞으로의 양이 인공와우 

착용 예후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와우 또는 보청기만 착용했을 때

와 인공와우와 함께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의 어음 변별력

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용한 곳과 소음이 있

는 곳의 어음 변별력을 분석하여 비교했다. 또 이식 연령

에 따른 어음 변별력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삼성학교와 소리샘 복지관 소속의 아동 

21명으로 한 귀에만 인공와우를 착용 중이고 착용 기간이 

평균 1.3년 이었다. 대상자 모두 인공와우 착용 전에는 양

이에 보청기를 착용했으나 인공와우 착용 후에는 인공와우

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21명 중 남자아동은 10명이고 여자

아동은 11명으로 연령은 만 4.5세부터 만 11.5세까지이고, 

평균연령은 만 7.9세였다. 착용 귀는 오른 귀가 10명이었

고 2명은 왼 귀에 인공와우를 착용 중이었고, 21명 중 9

명은 MED-EL사 제품을, 8명은 Clarion사 제품을 그리고 

나머지 4명이 Nucleus사 제품을 착용하고 있었다. 

12명의 0.5, 1, 2 kHz의 평균 청력역치(Puretone Thre-
shold Average, PTA)는 102.9 dBHL 이었고, 인공와우

와 보청기 착용 역치는 각각 30.9 dBHL와 47.8 dBHL로 

인공와우 착용 역치가 약 17 dB 더 낮았다. 각 주파수별로 

보면 1 kHz까지의 저주파수는 HA 착용 역치가 CI 착용 

역치보다 약 10 dB 높았고 2 kHz 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30 dB 이상으로 높았다(Fig. 1). 

 

검사도구 

서울삼성학교의 청력검사실에서 순음청력 검사와 어음검

사 그리고 방향성 검사를 실시했다. 방음실은 ECKEL사의 

single room single wall로 방음실의 소음은 Bruel & Kjar 

Model 2260으로 측정했을 때 25~30 dBA SPL이었다. 청

력 검사 장비는 GSI 61을 사용했다. 보청기 착용 검사 시

에는 Siemens사의 귀걸이형 디지털 보청기 Triano SP를 

착용시켰다. 이때의 fitting은 Siemens fitting 프로그램에 

CI aided 
HA a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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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ns of CI and HA aided threshold at 0.25, 0.5, 1, 2 and 
4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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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NAL-NL1(National Acoustic Laboratories Non-

Linear Version 1) 처방법으로 fitting하였다. 어음 검사시 

사용한 검사도구는 아동을 위한 그림카드로 각각 10개의 

1음절 낱말로 구성된 4개의 목록인‘한림대학교 그림 낱

말 분별력 검사도구(HU-WDP)’로 했다.10) 

 

연구절차 

평가 전 설문지를 통해 아동의 배경정보를 조사했다. 이

때 설문지는 부모나 서울삼성학교 또는 소리샘 복지관의 교

사가 작성하도록 하였고 평가 전 이경을 통해 외이도의 상

태를 파악하여 평가와 관련한 반대적 요소의 유무를 확인

하였다. 

인공와우 착용 귀는 청력 역치 측정의 의미가 없으므로 보

청기 착용 귀의 청력 역치만 측정했고 이때 삽입형 이어폰

(insertphone)을 사용하여 0.25, 0.5, 1, 2, 4 kHz에서 평

가했다. 인공와우 상태를 확인 한 후 본인 착용 상태 그대

로에서 인공와우 착용 역치를 평가했고 반대 귀는 본인의 

청력 역치에 맞춰 NAL-NL1으로 처방된 귀걸이형의 디

지털 보청기를 착용하고 역치를 평가했다. 착용 역치는 좌

우 45°방향의 1 m 거리에 있는 스피커를 사용하여 와블

톤(warble tone)으로 평가했다. 

어음 변별력 평가 시 어음은 항상 정면의 스피커에서 65 

dBA로 들리도록 했고 이때 네 가지 소음 환경과 세 가지 증

폭기 착용 상태에서 평가했다. 네 가지 소음환경은 소음이 

없는 환경(N/O), 정면의 스피커에서 55 dBA의 소음(sp-
eech noise)이 어음과 함께 들리는 환경(N/F), 인공와우를 

착용한 방향에서 소음이 들리는 환경(N/CI), 그리고 보청

기를 착용한 방향에서 소음이 들리는 환경(N/HA)으로 평

가 순서는 아동에 따라 무작위로 했다. 이와 같은 어음 검

사는 인공와우만 착용한 상태(CI), 보청기만 착용한 상태

(HA), 그리고 인공와우와 보청기를 함께 착용한 상태(CI/ 

HA)에서 평가하여 총 12회의 어음 검사를 무작위 순서로 

실시로 했다(Fig. 2). 

각각의 소음 환경과 착용 상태에서 아동을 위한 그림카드

를 사용하여 어음 변별력을 평가했다. 검사에 사용한 HU-

WDP는 10개의 낱말이 1개의 리스트로 구성되어 총 60개

의 낱말이 포함되어 있다. 검사 전 아동이 낱말을 다 아는

지 확인하기 위해 그림카드로 된 어음검사 낱말 총 60개를 

하나씩 가리키며 낱말을 물어보고 따라 읽도록 하였다. 검

사는 방음실에서 실시했고 정면의 1 m 거리에 있는 스피커

와 아동을 마주 앉힌 후 소음 환경에 따라 좌우 90°1 m 

거리를 두고 스피커를 설치했다. 어음 검사는 65 dBA로 남

자 목소리로 했으며 각 낱말은 아동의 반응에 따라 2회 반

복적으로 불러줬고 아동은 들리는 낱말을 손으로 가리키도

록 했다. 10개의 낱말 중 맞은 낱말의 수를 퍼센트로 환산

하여 모두 맞춘 경우를 100%로 했다. 

 

분석방법 

결과분석방법은 SPSS 11.0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한귀 착용과 양이 착용 시의 어음 점수와 상호관계는 

one-way ANOVA와 repeated design을 사용하여 분석

했다. 양이 착용 시와 한 귀 착용 시 비교는 Pearson 상관

계수를 이용하였고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할 때는 t-test

를 사용하여 분석했다. 

 

RESULTS 
 

각 소음 환경에서 증폭기 착용 상태에 따른 어음 변별력 

세 가지 착용 상태 중 양이를 함께 착용한 경우가 한귀

만 착용했을 때보다 모든 소음 환경에서 높은 어음 변별력

을 나타냈다(Fig. 3). 한귀 착용 시에는 HA 착용 상태보다

는 CI 착용 상태일 때 모든 소음 환경에서 높은 점수를 나

타냈다. CI와 CI/HA 착용 상태는 각 소음 환경에서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를 보였고 HA는 전체적으로 낮은 변별력을 

나타냈다. 

네 가지 소음 환경 중 N/O 환경은 세 가지 착용 상태 모

두에서 가장 높은 변별력을 나타냈다. CI와 CI/HA 착용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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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는 N/CI 환경에서 가장 낮은 수행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CI가 HA보다 어음 변별력에 있어서 좀 더 비중 있

는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통계적 분석에 따르면 네 가지 소음 환경 모두 착용 상태 

따른 어음변별력은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p<.05). Sch-
effe의 사후분석에 따르면 N/O, N/F 그리고 N/CI 환경에

서는 HA 착용 상태와 CI 착용 상태 간에도 의미 있는 차

이가 나타났고, HA와 CI/HA 그리고 CI와 CI/HA 간에도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HA 보다는 CI 착용 상태에

서 더 좋은 어음 변별력을 나타냈고, HA 또는 CI를 착용한 

한귀 착용 시 보다는 CI/HA 착용 시 어음 변별력이 의미 있

게 향상 되었다. N/HA 환경에서는 HA와 CI/HA간에만 의

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HA 보다는 CI/HA 착용 상

태의 어음 변별력은 의미 있게 높았으나, CI와 CI/HA의 어

음 변별력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상호작용 분석 결과 피검자 내의 어음 변별력은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 대상자 각 개인의 어음 변별력에 차이가 있

음을 나타냈고, 소음 환경과 착용 상태에서도 의미 있는 차

이가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 소음 환경과 착용 

상태의 상호작용이 어음 변별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p<.05). 

증폭기 착용 상태에 따른 어음 변별력의 이득 차 

각각의 소음 환경에서 증폭기 착용 상태 간의 어음 점수 

차이를 비교하여 각 소음 환경과 증폭기 착용 상태에 따른 

어음 변별력의 이득 차이를 분석하였다(Fig. 4).‘CI/HA-

CI’는 CI/HA의 어음 점수에서 CI의 어음 점수를 뺀 것으

로 HA의 추가 착용으로 인한 이득을 보여주고,‘CI/HA-

HA’는 HA의 어음 점수를 뺀 것으로 CI/HA 착용 상태 시 

CI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을 보여준다. N/O 환경에서는 CI

로 인한 이득이 HA로 인한 이득보다 약 13% 높았고, N/F 

환경에서는 8%, N/CI 환경에서는 0.5% 그리고 N/HA 환

경에는 7% 높았다. 통계적 분석 결과 N/CI 환경은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나머지 소음 환경에서는 의

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p<.05). 
 

증폭기 착용 상태에 따른 어음 변별력의 상관관계 

증폭기 착용 상태에 따른 어음 변별력의 상관관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CI와 HA 착용 시의 어음 변별력이 높을수록 

CI/HA 착용 시의 변별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5). 

CI 착용 시와 CI/HA 착용 시의 상관관계에서는 N/O 환경

에서 가장 높은 0.87의 관계를 보였고 N/CI 환경에서 0.52

의 가장 낮은 관계를 보였다. HA와 CI/HA의 상관관계에서

는 N/HA에서 0.6의 가장 높은 관계를 보여 보청기 방향에

서 소음이 발생 시에는 보청기의 변별력이 높을수록 양이 

착용 시에서의 변별력도 높음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HA

와 CI/HA의 상관관계보다는 CI와 CI/HA의 상관관계가 높

게 나타나, CI 착용 상태에서의 어음 변별력이 높을수록 CI/ 

HA 착용 상태의 어음 변별력도 좋아짐을 나타냈고, 통계

적 분석 시에는 HA-CI/HA에서 N/F와 N/CI의 낮은 상관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미 있는 관계를 나타냈다(p<.05). 
 

인공와우 이식 연령에 따른 어음 변별력 비교 

21명의 대상자를 인공와우 이식 연령 6세 이하와 6세 이

상으로 나누었을 때 두 그릅의 평균 연령은 5.24세와 10.27

Fig. 3. Means of words discrimination scores of three aided con-
ditions (CI, HA, CI/HA) and four noise conditions (N/O, N/F, N/CI,
N/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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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였고, 인공와우 착용 기간은 6세 이상이 1.4년으로 6세 

이하의 1.2년보다 조금 길었으나 t-test 분석 시 의미 있

는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에 따른 어음 변별력을 비교하면 세 가지 착용 상태 

중 CI 착용 시에는 모든 소음 환경에서 6세 이상의 변별

력이 더 높았다. N/O 환경과 N/F 그리고 N/CI 환경에서는 

작은 차이였고 N/HA 환경에서는 약 10% 정도 6세 이상

이 6세 이하보다 더 높은 변별력을 나타냈다. HA 착용 시

에는 N/O와 N/F 그리고 N/CI 환경에서는 6세 이하에서 5~ 

7% 정도 더 높았고, N/HA 환경에서는 6세 이상에서 3% 

정도 더 높은 변별력을 나타냈다. CI/HA 착용 시에는 N/O

와 N/F 그리고 N/CI 환경에서는 6세 이하에서 1~4% 정도 

더 높았고, N/HA 환경에서는 약 8% 정도 6세 이상에서 

더 높았다(Fig. 6). 통계적 분석 결과 모든 소음 환경과 착

용 상태에서 연령에 따른 어음 변별력 점수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ISCUSSION 
 

본 연구는 인공와우 착용 반대 귀에 보청기를 착용시킴

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양이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네 가

지 소음 환경과 세 가지 착용 상태에서 어음 변별력 검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네 가지 소음 환경에서 HA 보다는 

CI 착용 시 더 나은 어음 변별력을 나타냈고, CI 또는 HA 

착용을 통한 한귀 청취 상황보다 CI와 HA를 함께 착용 하

는 것이 어음 변별력에 분명한 개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음 변별력 평가 시 조용한 곳과 정면 소음이 있는 검

사환경은 양이 착용의 효과 중 양이 합산 효과를 볼 수 있

는 환경으로 CI/HA 착용 시 CI 착용 시보다 변별력이 약 

12~13%가 향상된 것은 양이 합산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

남을 보여준다. Ching 등8)은 1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

용한 곳과 SNR 10 dB의 정면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문장

과 낱말 검사를 했을때 낱말 검사의 경우 두 검사 환경 모

두 CI 착용 시보다 CI/HA 착용 시에 의미 있게 높은 점수

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HA 착용 시에는 소음이 있을 때

와 없을 때가 거의 비슷한 점수를 보였고 CI 착용 시와 CI/ 

HA 착용 시에는 조용한 곳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본 연구와 일치된 경향을 나타냈다. 

N/CI 환경은 인공와우 방향에서 소음이 있는 경우로 CI 

착용 상태의 어음 변별력은 N/F 환경에서의 변별력보다 낮

았고 CI/HA 착용 시에도 마찬가지였다. N/HA 환경은 보

청기 방향에서 소음이 있는 경우로 N/CI 환경보다는 CI 착

용 시와 CI/HA 착용 시의 어음 변별력은 향상되었다. 이는 

CI 방향의 소음이 HA 방향의 소음보다 어음 변별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냈다. 같은 방법으로 연구한 

Gantz 등11)의 연구에서는 1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평가했

을 때 N/CI 환경의 경우 10명 모두 한귀 착용시보다 양이 

착용 시 문장 검사 수행력이 개선되었고 N/HA 환경의 경

우 10명 중 5명만이 양이 착용 시 더 나은 수행력을 보였

고 나머지 5명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도 있었

다. 연구자들은 대상자들의 CI 착용 기간이 12개월 이라

는 것이 큰 한계점임을 지적하면서 착용 기간이 길어지면 

나머지 5명도 N/HA 환경에서 양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CI 착용 시보다 

CI/HA 착용 시에 더 효과적인 어음 변별력을 나타냈고, 양

이 청취로 인한 다양한 효과가 모두 나타났다. 그러나 양

이 청취 시 어음 변별력 증가량이 선행 연구에 비해 적고 

보청기 방향에서 소음이 있을 때의 어음 변별력의 차이에서

는 통계적 의미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

유 때문으로 생각된다. 첫째, 본 연구의 검사 대상 아동들

은 CI 착용 후 HA를 착용하지 않았고 검사 시에 NAL-

NA1으로 처방된 HA를 착용한 후 짧은 적응 시간 후에 실

시한 검사였기에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함께 듣는 적응 기

간이 부족했다. 둘째, HA 착용 역치가 CI 착용 역치보다 

높고, HA 착용 시의 어음 변별력이 CI 착용 시에 비해 낮

았기 때문에 양이 청취 시 HA의 추가 착용으로 얻어지는 

변별력의 증가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Muller 등12)의 연구에서는 성인의 양이 효과를 나타냄과 

함께 양이 착용 기간에 따른 양이 효과의 증가를 보여주었

다. 두영 효과와 양이 진압에 의한 효과는 양이 착용 후 바

로 나타나긴 했으나 그 효과가 적었으나 그 후 효과는 점

차적으로 증가하다가 약 3.8년 후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

는다고 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양이 착용 기간에 따른 어음 

변별력을 비교했을 때도 착용 경험이 길수록 어음변별력은 

높게 나타났다.13) 

Fig. 6 Age effect of three aided conditions (CI, HA, CI/HA) and
four noise conditions (N/O, N/F, N/CI, N/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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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mey 등14)은 인공와우와 보청기를 함께 착용할 때 인

공와우에 맞춰 보청기를 fitting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제

시했다. 보청기와 인공와우의 강도를 주파수마다 같게 느끼

도록 조정 한 후 검사했을 때 양이 통합 효과가 조정 전보

다 크게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Ching 등6)의 연구에서는 평

소 착용 상태의 인공와우와 보청기로 양이 효과를 평가한 

그룹과 인공와우와 보청기의 강도가 같도록 조정한 후 양

이 효과를 평가한 그룹을 비교했다. 이때도 인공와우와 보

청기의 강도를 같게 한 그룹이 양이 통합효과 뿐만 아니라 

양이 소음감쇄나 두영 효과로 인한 증가량이 더 커짐을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인공와우에 맞춰 조정된 보청기는 음

향적 신호와 전기적 신호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CI/HA 착용에서 나타나는 어음 변별력에 CI와 HA가 어

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착용 상태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 했을 때 HA 와 CI/HA의 변별력간의 상관관계

보다 CI와 CI/HA의 상관관계가 모든 소음환경에서 높아 CI

의 수행력이 좋을수록 CI/HA 착용 시 변별력의 효과도 커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I/HA 착용 시의 어음 변별력 

수행력이 HA 보다는 CI에 더 의존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이

다. 이는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Mondain 등15)의 

연구에서는 CI의 수행력이 증가할수록 양이 착용 후의 수

행력 역시 증가한다고 했다. 

인공와우 이식 연령에 따른 어음 변별력 비교 시 CI 착용 

상태에서는 6세 이상에서 약간 높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비

슷한 어음 변별력을 나타냈고, HA와 CI/HA 착용의 경우

에는 N/HA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에서는 6세 이하가 

더 높은 변별력을 보였다. 이는 두 그룹의 청력 역치와 착

용 역치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두 그룹의 CI 착용 역치

는 거의 비슷했고, 청력 역치와 HA 착용 역치는 6세 이하

가 이상보다 모두 낮아 어음 변별력도 좋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N/HA 환경에서만 6세 이상에서 더 높은 어음 

변별력을 나타낸 것은 N/HA 환경이 양이 청취 효과 중 양

이 진압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로 좀더 중추적인 처리 과

정과 다양한 청취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연

령을 고려했을 때 6세 이상이 이하보다 인지적 발달 단계가 

더 높은 점과 인공와우 이식 전 청취 경험이 더 많았을 것

이라는 점이 양이 진압 효과를 높이는 이유가 된 것으로 사

료된다. 인공와우 이식 연령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두 

그룹의 어음 변별력 비교 시 소음 환경과 착용 상태에 따

라 나타나는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었다. 

이러한 까닭은 두 그룹의 평균 인공와우 착용 기간이 거의 

비슷하고 두 집단 모두 이식 후에는 인공와우만을 착용하고 

반대 귀의 보청기 착용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이식 연령과 착용 기간에 대한 선행 연구 중 본 연구와 마

찬가지로 이식 연령을 6세 이하와 6~12세의 두 그룹으로 

비교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식 후 어음 검사의 수행력은 1.5

년까지는 비슷한 양상으로 발달하여 두 집단의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16) 본 연구의 이식 기간은 6세 이하가 평균 

1.2년이고 6세 이상이 평균 1.4년으로 착용 기간이 선행 

연구와 거의 비슷해 인공와우 착용 후의 어음 변별력에 의

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Zwolan 

등17)의 연구는 만 2세부터 11세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공와우 이식 후 착용 기간에 따라 문장과 어음 인지의 차

이를 평가했다. 이때 이식 직후에는 이식 연령이 어린 아

동들이 이식 연령이 높은 아동보다 문장과 어음 인지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이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빠른 속도

로 발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식 후 만 2년이 되었을 때

의 어음 변별력은 이식 연령에 상관없이 거의 비슷하였고 

3년이 되었을 때 일부 검사에서는 조기이식 받은 아동이 더 

나은 변별력을 보이기도 했다. 여러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

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인공와우 착용 기

간이 짧고 거의 비슷해 아직 이식 연령에 따른 수행력의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1명으로 그 수가 비교적 적었고, 

인공와우의 착용 기간이 평균 1.3년으로 짧아 전체적으로 낮

은 어음 변별력을 나타냈다. 또 어음변별력 검사 시 사용

된 한림대학교 그림 낱말 분별력 검사도구의 1음절 어휘는 

청각 장애 아동들이 변별하기에 다소 어려운 검사 도구였고, 

평가 시 다양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도 아쉬

운 점으로 남는다. 또한 보청기와 인공와우 간의 강도조정

과 양이 착용의 적응 기간을 두지 못한 것도 본 연구의 한

계점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앞으로 문장검사

를 포함한 다양한 검사 도구를 이용한 양이 착용 효과에 대

한 평가가 필요하고, 이식 후 착용 기간이 오래된 아동들

을 대상으로 하여 착용 기간에 따른 변화에 대한 연구도 필

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청기보다 인공와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

수한 어음변별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청기를 이

용한 양이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조용한 곳과 소음이 있는 

곳 모두에서 나타나 일반적으로 양이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들이 모두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와우 이식 후 반

대 귀의 보청기 사용을 고려하는 인공와우 착용 아동의 부

모나 교사들 그리고 성인 인공와우 착용자들에게 유용한 정

보가 될 것이다. 또한 향후 양이 이식을 시도하려는 환자들

에게도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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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본 연구는 인공와우를 착용한 2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

청기를 사용한 양이 착용의 효과를 평가했다. 평가방법은 네 

가지 소음 환경에서 세 가지 착용 방법에 따른 어음 변별

력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HA 착용 시보다 CI 착용 시 모

든 소음 환경에서 더 우수함을 나타냈다. HA 또는 CI를 착

용한 한귀 착용 시 보다는 CI와 HA를 함께 착용한 양이 청

취의 경우 조용한 환경에서는 큰 차이로 어음 변별력이 개

선되었고,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도 조용한 환경보다 증가

량은 작았으나 분명한 어음 변별력의 개선을 나타냈다. 상

관관계 분석 시 CI의 어음 변별력이 좋을수록 CI/HA의 변

별력도 증가함을 나타내어 CI가 어음변별력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식 연령을 6세 기준으로 나

누어 분석한 결과 이식 연령에 따른 어음 변별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인공와

우를 착용한 아동과 성인에게 반대 귀의 잔존 청력 활용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인공

와우 착용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 시 양이 착용에 대한 검토

를 제안한다. 
 

중심 단어：양이 청취·인공와우·보청기·어음 변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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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배경정보 설문지와 HU-WDP □ 
 

Audiological History 

 
 
 

1. 인공와우 수술 외 아동의 귀에 질병 혹은 수술경력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적어주세요. 

 

 

 

2. 난청발견 시점에서 인공와우 수술 직전까지 보청기를 착용했다면 착용 귀와 기간을 적어주세요. 

 

 

 

3. 인공와우 수술 후 마지막 맵핑일은 언제였습니까? 

 

 

 

4. 인공와우 이식 후 반대귀에 보청기를 착용중입니까? 

 

 

 

5. 인공와우 이식 후 아동이 보청기 착용을 좋아합니까? 

 

 

 

6. 인공와우 이식 후 반대귀에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문내용과 평가결과는 아동을 위한 연구에 참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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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W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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