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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al Rehabilitation of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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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nitally deaf children who receive cochlear implants at a young age have the potential to achieve nearly normal language deve-
lopment. As the developmental effects of a profound hearing loss are multiple, cochlear implants have been applied to ever younger 
children in an attempt to promote a more normal level of developmental learning through audition. However, rehabilitaion therapists 
must realize that intensive and long-duration auditory-verbal education is required postoperatively to achieve this goal. Two children 
with auditory rehabilitation for about 5 months after the operation were evaluated to examine how auditory perception would improve. 
Both cases showed benefits of aural rehabilitation. After the cochlea implant surgical operation, aural rehabilitation is reguired 
and education for natural language development should be run parallel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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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인공와우를 착용한 아동의 청능재활은 언어습득후와 습

득전 청력손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언어습득후 청력 손실 아

동은 언어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언어발달에 있어 좀더 

신속한 발전을 나타낸다. 따라서 청능훈련 기간이 습득전 청

력손실 아동보다 짧다.4) 아동의 언어 발달은 양적으로든 질

적으로든 완전한 언어 체계에 얼마나 오래동안 많이 노출되

느냐에 많이 의존한다.5) 초기에 적절한 언어 자극은 발음 

획득뿐 아니라, 수용, 표현 언어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인공

와우 아동의 청각 재활의 목적은 구어 사용을 통해 말을 이

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다음 사례들은 인공와우 수술 후 약 5개월간 청각 재활

을 통해 아동의 청각 인지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알

아보고자 한다. 

METHODS AND RESULTS 
 
 

사  례 1： 

성    명：황○○(2세 10개월, 여) 

생 년 월：일 2001년 2월 19일 

평 가 일：2003년 12월 16일 

청각재활：기간 2004년 2월~2004년 6월 
 

본 아동은 무남 독녀이며, 임신기간은 정상, 정상분만, 출

생시 몸무게 3.6 kg. 신생아 당시 뇌수두증을 앓은 경험이 

있음. 아동이 13개월 되던 해부터 고모가 아동의 양육을 

맡기 시작하였다. 2002년 12월즈음 수차례 중이염으로 인

해 병원을 다닌 경력이 있으며, 2003년 2월경 소리에 대

한 반응이 없어 2003년 4월 순천 성가 병원에서 청각 검사 

결과 처음으로 난청(ABR 검사 결과 양쪽 모두 반응없음)

임을 알게 되었고, 2003년 5월부터 광주 기독교 병원에서 

양측 귀걸이형 보청기(starkey)를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보

청기가 아동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여 인공 와우 수술을 위

한 초기 청능·언어평가를 위해 본원을 방문하였다. 

아동은 나이가 어려 행동 관찰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

여 말,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였다. 유아의 언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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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진단 검사(Receptive-expressive emergent language 

scale, REEL) 결과, 아동의 전체 언어연령은 10개월, 수용

언어연령은 14개월, 표현 언어연령은 7개월로 생활연령(2

세)에 비해 14개월 정도 언어능력이 지체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용언어에 비해 표현 언어가 많이 지체되어 있었다. 

몇 가지 구두 요구에 대하여 적당한 제스처로 반응할 수 있

으며, 흥미있는 부분에 대한 집중력을 나타내었고, 유일하게 

엄마와 같은 무의미한 단어를 사용하고, 옹알이와 같은 음

절성 발음(양순음)이 가끔 나타났다. 

Ling 6 test 결과, 아동은 AO 상황에서는 검사불가능 하

였고, VA 상황에서는 무발성 상태로 입모양만 모방하였다 

(Table 1). 

요약하면, 일반적인 언어 연령은 10개월 정도로 생활연령

(2세)에 비해 지체되어 있으며 6개월 정도의 보청기 착용 

후에도 그 효과를 뚜렷이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CI 수술 

및 술 후 청각 재활 훈련·언어치료를 꾸준히 병행하여 훈

련하기를 권고하였다.  

2003년 12월 18일 오른쪽 귀에 인공와우 수술을 시행하

고, 한달 뒤 첫 맵핑 후 2월부터 주 1회 청능훈련을 5개월동

안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청능훈련 장기계획은 아동에게 가

장 적절한 맵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음장 상태하에서 주위

환경음, 사람의 소리, 주파수에 따른 음 등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소리의 유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단기계

획은 이름부르기, 악기소리(북, 심벌즈, 피리, 마라카스, 태스

터네츠, 탬버린), 동물 소리(개, 고양이, 닭, 돼지, 오리, 개구

리, 소, 양), 모음(아, 에, 이 오, 우, 어), 자음(양순음, 치조음, 

구개음, 후두음) 소리를 듣고 90% 이상 소리의 유무에 반응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검사실에서 신뢰도가 높은 인공

와우 및 보청기 착용 이득 역치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례 2： 

성    명：송○○(11세 8개월, 남) 

  생년월일：1992년 8월 06일  

평 가 일：2004년 4월 13일 

청각재활：기간 2004 5월~2004년 10월 28일 
 

본 아동은 현재 1남 1녀중 첫째이며. 임신기간은 정상, 정

상분만, 출생시 몸무게 3.0 kg. 부모의 보고에 의하면, 아동

이 5세때 소 이비인후과에서 청각 검사 결과 난청(ABR 검

사 결과 양쪽 모두 반응없음)임을 발견하여 바로 양쪽 귓

속형 보청기(stakey X-CE)를 착용하였다고 한다. 언어치

료는 아동이 유치원 다닐 때 2년 정도 사설 언어치료실을 

다녔고, 현재는 수원 서광 학교에 재학 중이다. 아동은 인공

와우 수술을 위한 수술전 검사로 청능 언어평가를 받기 위

해 본원을 방문하였다. 

순음 청각 검사 결과, 오른쪽 평균 80 dB HL, 왼쪽 평균 

98 dB HL의 고심도 감각 신경성 난청이었다. 

보청기 착용 후 음장 이득 검사 결과 및 ling 6 test 결과

는 Table 2, 3과 같다. 

낱말 듣기 검사 결과, AO 상황에서 0%, AV 상황에서 90% 

정확도를 보였고, 일상생활 문장 검사(K-CID)는 AO 상황에

서 2%, AV 상황에서 14% 정확도를 보였으며, GASPi-K 

검사 결과, auditory detection of phonemes 85%, audi-
tory identification of words 66%, auditory comprehen-
sion of sentences 0%(AO), 10%(AV), 90%(제스춰 포

함) 이었다. 

구강 조음기관의 기능 선별 검사 결과, 입술은 휴식상태

에서 좌우 대칭이며, 불기, 양볼 부풀리기 등의 과업을 포함

한 기능 수행시 정상적인 운동을 보였고, 혀는 휴식상태에서 

정상이며, 기능 수행시 정상적인 범위에서 가능하였으며, 치

아, 구개, 턱 등 구강 조음기관에서의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림 어휘력 검사 결과, 등가 연령 5~5세 5개월의 어휘

력을 보였다. 이해 불가능한 어휘로는 지구본, 교통기관, 

비어있다, 한권, 엿보다, 따르다 등이었고, 그림 자음 검사 결

과, 자음 정확도는 44%, 모음 정확도는 70% 수행력을 보였

다. 청각 장애의 전형적인 특징인 과소비음화와 맹관공명이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종성 생략과 마찰, 파찰음의 경구개 

Table 1. 아동의 ling 6 test 결과 

Phoneme F1 F2 Visual+Auditory 

/u/ 300 900 무발성 /아/ 

/a/ 800 1100 무발성 /아/ 

/i/ 300 2500 무발성 /아/ 

/sh/ 2000-6000 무발성 /아/ 

/s/ 4000-6000 무발성 /아/ 

/m/   무발성 왜곡 
    

Table 2. 음장 이득검사 

  0.5 kHz 1 kHz 2 kHz 4 kHz WRS at 50dB HL Control 

Rt (dB HL) 55 55 60 65 CNT HA 

Lt (dB HL) 60 60 75 75 CNT HA 

       
Table 3. ling 6 test 결과 

Phoneme F1 F2 Auditory only Visual+Auditory 

/u/ 300 0900 왜곡 u 

/a/ 800 1100 · a 

/i/ 300 2500 왜곡 i 

/sh/ 2000-6000 /sh/ /sh/ 

/s/ 4000-6000 /s/ /s/ 

/m/   왜곡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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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음화 현상이 나타났다. 

전반적인 언어 평가 결과, 아동은 생활연령(11세 8개월)

에 비해 어휘력이 6세가량 지체되며, 조음에 있어 마찰 및 

파찰음의 대치현상, 종성생략 현상과 AO 상황에서 어음 탐

지, 변별, 이해력이 AV 상황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편이었

다. 또한 자신감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 약한 발성을 보였

으며 검사 내내 소심한 행동을 보였다. 인공와우 수술 후 

꾸준한 청능훈련 및 언어치료를 권고하였다. 

 2004년 4월 14일 왼쪽 귀에 인공와우 수술을 시행하

고, 한달 뒤 첫맴핑 후 5월 20일부터 주 1회 청능훈련을 5

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장기 계획은 인공와우를 통한 어음 

탐지와 어음 변별의 적응 능력을 키워 AO 상황에서 말의 변

별 및 이해가 가능하여 자연스런 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

다. 단기 계획은 다음(Table 4)의 재활 목표에 따라 초기 단

계를 80% 이상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은 인공와우 3차 조절 이후부터 옹알이 등 자발어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아동은 전남 지역에 거주지가 있

어 이후 청각적 변별, 확인, 이해 능력은 거주지 근처의 언어

치료실에서 청능훈련을 병행한 언어치료를 시행하기로 하

였다.  

사례 2의 왼쪽 인공와우 수술 후 음장 이득 검사 결과 및 

ling 6 test 결과는 Table 6, 7과 같다. 

낱말 듣기 검사결과, 4월달은：AO 상황에서 0%, AV 상

황에서 90% 정확도를 보였으나, 10월은 AO상황에서 90%, 

AV 상황에서 96% 정확도를 보였으며, 일상생활 문장 검사

(K-CID)결과, 4월은 AO 상황에서 2%, AV 상황에서 14% 

정확도를 보였고, 10월은 AO 상황에서 32%, AV 상황에서 

40% 정확도를 보였다. GASPI-K 검사 결과 auditory de-
tection of phonemes는 100%로 15% 향상, auditory 

identification of words는 100%로 34% 향상, Auditory 

comprehension of sentences는 100%(AO), 100%(AV)

으로 각각 90%, 10%씩 향상되었다. 

그림 어휘력 검사 결과, 등가 연령 5~5세 5개월의 어휘력

을 보였으며 4월 검사와 같은 어휘연령을 보였고, 그림 자음 

검사 결과, 4월 검사는 자음 정확도는 44%, 모음 정확도는 

70% 수행력을 보였고, 10월 검사는 자음 정확도 41%, 모음 

정확도 90% 수행력을 보였다. 청각 장애의 전형적인 특징인 

과소비음화와 맹관공명이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종성 생략

과 마찰, 파찰음의 경구개 파열음화 현상이 나타났다. 

언어 평가 결과, 아동의 청각적 변별 능력은 초기 평가에 

비해 AO 상황에서 어음 탐지, 변별, 이해력이 AV 상황에 

비해서 상당히 진전되었다. 그에 비해 아동의 어휘력이나 자

음 정확도는 여전하지만 이는 5개월의 청각재활만으로는 부

족하며 2~3년 이상의 꾸준한 조음치료 및 언어이해, 표현 

능력 향상 위주의 언어치료가 필요하리라 추정하였다. 

 

DISCUSSIONS AND CONCLUSIONS 
 

사례1과 2의 경우는 모두 언어발달 되기 전에 청력이 손

실된 경우이나, 난청을 발견한 시기가 각각 사례1은 13개

월, 사례2는 5세때로 현저히 차이가 난다. 재활 결과 사례 

1, 2 모두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청각 탐지능력이 현저히 

발달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사례 2의 경우는 청능 

훈련을 통해 청각 탐지, 변별 능력은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어휘력을 통한 언어발달 능력 및 자음 정확도는 진전을 보

이지 않았다. 이는 짧은 재활훈련 기간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인공와우의 조기 수술이 언어발달에 큰 영

향을 줄 수 있다는 즉, 조기에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유아들

은 와우 전기 자극이 청각 발달과 인지능력을 정상적으로 

Table 4. 재활목표 

  재활 목표   

소리 감지  
단계 

1. 보청기 착용으로 이득을 볼 수 없는 자음 소리 /k, f, s, sh/를 듣고 ‘들려요, 안들려요’로  
표현하도록 한다. 

소리 유무 인식 
 

소리 변별  
단계 

1. 단어와 문장의 길이 구별하기 
2. 소리의 장단, 높낮이 구별하기 

두가지의 소리가 같은 지 다른지 파악 

소리 확인  
단계 

1. 음소적으로 구분이 쉬운 단어 및 문장에서 어려운 단어 및 문장으로  
확대하여 구별하기 

자신이 들은 말소리를 colsed set에서  
구분하고 모방 

소리 이해  
단계 

1. 생활용어 이해하기  2. 간단한 이야기 이해하기 
3. 일상생활 질문 (회화체) 이야기 이해하기  4. 긴 문단 듣고 질문에 대답하기 

AO 상황에서 말소리의 의미를 파악하여  
정보를 습득 

     
Table 5. 음장 이득검사 역치 

  0.5 kHz 1 kHz 2 kHz 4 kHz SAT Control 

Rt (dB HL) 35 35 40 40 35 CI vol.9, P1 

Lt (dB HL) 85 85 NR NR   HA 

       
Table 6. 음장 이득 검사 

  0.5 kHz 1 kHz 2 kHz 4 kHz WRS at  
50 dB HL Control 

Rt (dB HL) 55 55 80 80 20% HA 

Lt (dB HL) 30 35 30 35 90%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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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울 수 있다는 선행연구1-3)에 의해 사례 1의 경우는 사례 

2의 경우보다 같은 생활연령이 되었을 때 수용 및 표현언

어, 어휘력, 그리고 조음능력 등 전발적인 언어능력이 현저

히 진전되어 있으리라 생각된다. 

(사례 1)에서 소아의 언어 연령은 10개월 정도로 생활연

령(2세)에 비해 지체되어 있고 보청기 착용 후에도 그 효과

를 뚜렷이 보이고 있지 않고 있어 CI 수술을 시행하였다. 술 

후 한달 뒤 첫 맵핑 후 2월부터 주 1회 청능훈련을 5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아동은 인공와우 3차 조절 이후부터 옹알

이 등 자발어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인공와우 착용 후 30~ 

40 dB의 착용이득을 보였으며 환경음에 대한 음의 탐지가 

90% 이상 가능하였다. 

(사례 2)에서 아동은 생활연령(11세 8개월)에 비해 어휘

력이 6세가량 지체되며, 조음에 있어 마찰 및 파찰음의 대

치현상, 종성생략 현상과 AO 상황에서 어음 탐지, 변별, 이

해력이 AV 상황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인공와우 

수술 후 한달 뒤 첫맵핑 후 주 1회 청능훈련을 5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아동의 청각적 변별 능력은 초기 평가에 비해 

AO 상황에서 어음 탐지, 변별, 이해력이 AV 상황에 비해서 

40~90% 향상되었다. 
 

중심 단어：인공와우·청능훈련·청능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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