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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al of cochlear implants restores functional hearing by transmitting electrical pulses to auditory nerves and 
improves speech perception. Although current cochlear implant users showed greatly improved sentence recognition 
scores in a quiet environment, the issues of understanding speech in a noisy environment and listening to music are 
still challenging for them. Limitations of spectral and temporal resolution are thought to be related to these 
difficulties of cochlear implant users. As one of the approaches to resolve these challenging issues, benefits from the 
contralateral device of cochlear implant users were introduced. Two different types of binaural placements, bilateral 
and bimodal hearing, were continuously increased and they demonstrated some amounts of speech perception 
benefits. Bilateral hearing improves sound localization and speech perception in noise mostly due to the benefits 
from head shadow and redundancy effects. On the other hand, bimodal benefits are delivered by using acoustic low 
frequency information which is not represented in electric stimulation via cochlear implants.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lated to these topics was 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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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인공와우는 전기 자극을 통해 청신경을 자극함으

로 와우 기능이 손상된 고심도 난청인의 말지각을 향

상시키고자 고안된 장치이다. 다채널 인공와우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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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가 소개된 이후 인공와우 착용자들은 말지각 측

면에서 많은 향상을 보여 왔으며 조용한 환경 혹은 

소음 환경에서 청능평가 자극 단위에 따라 다양한 결

과를 보이고 있다(Table 1). 조용한 환경에서 인공와

우 착용자들의 평균문장 이해도는 80% 이상으로 나

타났으나(Gifford et al., 2008) 모든 인공와우 착용

자들의 말지각 정도는 동일하지 않다. 말지각 검사결

과는 다양한 개인차를 보이는데 단어 검사에서는 10

~95%의 범위를 보였고 문장 검사에서는 25 ~ 100% 

범위를 보였다(Wilson et al., 2008). 이러한 개인차 

이외에도, 대부분의 인공와우 착용자들이 소음 환경

에서 말지각(Donaldson et al., 2009; Friesen et 

al., 2001)과 음악 인지(Kong et al., 2004)에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다. 

Table 1은 여러 연구에서의 인공와우 사용자의 말

지각 검사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인공와우 사용자들은 조용한 환경에 비

해 소음 환경에서 문장이나 음소 검사 점수가 저하되

었다. 문장 검사 시 평균 점수가 대략 80~90%이고 

음소나 단음절 검사 시 60% 이상인 것에 비해 소음 환

경에서는 대부분 40% 이하로 평균 점수가 저하되었으

며 일부 연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조용한 환경과 소음 

환경 모두에서 대략 40~70%의 개인차를 보였다.

Table 1. 인공와우 말지각 검사 결과

연구논문 검사도구 평균점수 범위(%)/ 환경 신호처리기법

Spahr et al., 2007

자음 71 ~ 77/ 조용한 환경

HiRes, ACE, CIS

모음 52 ~ 70/ 조용한 환경

CUNY 문장 97 ~ 98/ 조용한 환경

AzBio 문장 79 ~ 85/ 조용한 환경

AzBio/+10SNR 42 ~ 64/ 소음환경

AzBio/+5SNR 22 ~ 44/ 소음환경

Melody 31 ~ 51

Berenstein et al., 2008 음소

~ 70 (40 ~ 80)/ 조용한 환경

HiRes~ 35(15 ~ 60)/ Steady state 소음

~ 35 (10 ~ 60)/ Fluctuating 소음

Willson & Dorman, 2008
단음절 ~ 55 (10 ~ 95)/ 조용한 환경

CIS
문장 ~ 90 (25 ~ 100)/ 조용한 환경

Muller et al., 2012
자음

60 ~ 64 (33 ~ 90)/ 소음환경

FSP, HD-CIS, CIS
~ 65/ 소음환경

~ 60/ 소음환경

단음절 39 ~ 45 (7 ~ 85)/소음환경

- HiRes: Advanced Bionics의 High Resolution 어음처리기법

- ACE: Cochlear Corporation의 Advanced Combination Encoded 어음 처리기법

- CIS: Continuous Interleaved Sampling 어음 처리기법

- FSP: MED-EL의 Fine Structure Processing 어음 처리기법

- HD-CIS: MED-EL의 High Definition Continuous Interleaved Sampling 어음 처리기법

- CUNY: City University of New York 에서 개발된 문장

- AzBio: Arizona Biomedical Institute 에서 개발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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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은 인공와우의 분광해상

능력(Spectral resolution)과 시간해상능력(Temporal 

resolution)에서의 한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인공와우의 분광해상능력에서의 문제점

은 주로 와우 내부에서 지정학적으로 전달되는 전기 

자극과 관련하는데, 이때 사용된 전극의 수나 전극의 

위치, 혹은 와우 내의 불규칙한 잔존 신경 등의 문제

뿐 아니라 전기 자극의 와우 내 확산이나 전기 자극

의 채널 간 상호 간섭 문제와도 상관이 있다. 인공와

우의 시간해상능력에서의 한계점은 주로 인공와우의 

신호 처리 방법에서의 제한과 관련되어 있고, 특히 

시간 축 선상에서의 주기적(periodicity) 말소리 신호

와 미세구조(fine structure) 신호가 인공와우를 통

해 잘 처리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 인공와우의 이

러한 제한점을 보완하는 방법의 하나로, 일측 인공와

우 사용자들의 반대편 귀에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

용하는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인

공와우를 양 귀에 착용하는 양측 인공와우 착용

(bilateral) 방법과 일측에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반대

편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바이모달(bimodal)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일측 인공와우 사용자들

이 반대편 귀에 인공와우나 보청기를 착용함으로 얻

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보고되었다(von Ilberg et 

al., 2011). 그러나 일측 인공와우 사용자들이 반대편 

귀에 적절한 장치를 선택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임상적 도구나 지침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공와우의 

한계점들을 짚어보고 이것들이 인공와우를 통한 말지

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일측 인공와우 사용자들이 반대편 귀에 인공와우나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반

대편 귀의 장치 선정에 임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1. 인공와우를 통한 말지각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공와우 신호 처리 방법은 

다수의 대역필터(band pass filter)를 사용해 정상 

청력의 와우기능을 모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인공와우에 입력된 신호들을 대역필터를 통해 일

련의 주파수 대역으로 분리한 뒤, 정류(rectification) 방

법이나 힐버트(Hilbert) 변환(Wilson et al., 2005)

을 적용하여 시간 축을 따라 느린 속도로 변환하는 

진폭 요소인 시간 축 엔벨로프(temporal envelope)

를 추출한다. 각 채널에서 추출된 시간 축 엔벨로프

는 고정된 속도로 전달되는 전기 펄스 자극을 매개

체로 변조하는데 사용되며 시간 축 엔벨로프에 따라 

변조된 전기 자극은 와우 내부의 전극으로 전달된

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공와우의 통한 말지각은 

크게 분광해상능력과 시간해상능력으로 나누어 이해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광해상능력은 주파수 대역

을 세분화하는 채널수와 와우 내부에서의 전기 자극 

확산 문제와 관련이 있고 시간해상능력은 인공와우 

신호 처리 방법상의 제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분광해상능력

인공와우에서 분광해상능력은 말소리의 주파수적 

특징을 파악하고 분리된 각 주파수 대역으로 해당하

는 소리 요소들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능

력은 말소리의 기본주파수, 제1포만트, 그리고 제2포

만트와 관련된 모음 정보,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 정

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 39

개의 청각 필터를 가진 정상 청력에 비해(Moore, 

2003),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공와우는 최대 22개의 

채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와우 사용자들은 

정상인보다 저하된 분광해상능력을 보였다. 인공와우

에서 분광해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로 시도한 

방법은 사용 가능한 채널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

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인공와우 사용자는 7 ~ 10개

의 채널 이상에서는 더 이상 말지각의 향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더 많은 인공와우 채널을 사용하는데 

제한점으로 작용하여 왔다(Friesen et al., 2001; 

Shannon et al., 1995). 인공와우 사용자들의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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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인공와우 채널당 주파수 

대역과 사용자의 와우 내 청각 음위 상 지도의 불일

치, 전기펄스 자극의 제한점, 그리고 와우 내부의 

불규칙한 잔존 청신경의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다

(Moore, 2003).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은 채널 간 

전류 확산 문제와 연관되어 인공와우 사용자들의 채

널 수 증가에 제약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분광해

상능력에서의 제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두 가지 대

표적인 접근 방법이 보고되었다. 먼저 가상 채널에 

관한 연구에서는 채널 간 전류량의 비율에 따라 주파

수 대역을 세분한 뒤 사용 가능한 채널수를 120채널

까지 증가시킴으로 인공와우의 분광해상력을 개선하

고자 하였다(Donaldson et al., 2011). 또한 전류의 

접속(current focusing)에 관한 연구에서는 와우 내

부의 전기 자극 시 다른 전극으로의 전류량 확산과 

전극간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전기 펄스 자극의 종류를 달리하거나 전극 

간 결합 형태의 변형을 시도하였다(Srinivasan et 

al., 2010). 두 가지 접근법 모두 분광해상능력을 개

선하여 인공와우를 통한 말지각을 향상하고자 하였으

나 말지각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많은 성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3. 시간해상능력

인공와우를 통한 말지각과 관련된 또 하나의 요인

으로 시간해상력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공와우

의 시간해상력은 시간 축에 따라 변화되는 말소리의 

다양한 진폭 변화를 감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시

간상으로 변화되는 말소리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

지 요소로 분리된다(Rosen, 1992). 첫째, 시간 축에 

따라 변화되는 소리의 진폭이 2~50 Hz의 범위 내인 

시간 축 엔벨로프(temporal envelope) 신호, 둘째, 

50~500 Hz 범위 내에서 변화되는 주기적(periodicity) 

신호, 셋째, 600 Hz 이상으로 매우 빠르게 변화되는 

미세구조(fine structure) 신호이다. 시간 축 엔벨로

프 신호는 말소리 특징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데 주로 조음 방법과 관련된 말소리 이해나 박자 혹

은 리듬 등의 인지와 관련이 있다. 인공와우에서 시

간 축 엔벨로프 신호는 말소리에서 추출된 뒤 전기 

펄스를 매개체로 변조되어 각 전극에 전달되기 때문

에 다른 신호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인공와우를 

통해 신호처리 된다. 일반적으로 20 Hz 이하의 시간 

축 엔벨로프 신호가 말지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느리게 변화하는 시간 축 엔벨로프 신호

는 인공와우를 통한 말지각에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Shannon et al., 1995). 주기적 신호는 시

간상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말소리 진폭 변화와 관련

되어 있는데 성대의 규칙적인 진동을 반영하는 기본

주파수나 음성 피치와 관련된 말소리의 억양이나 강

약의 이해와 관련이 있다. 인공와우는 일반적으로 200

~400 Hz의 엔벨로프 변조필터와 1,000 Hz 이상의 

빠른 채널당 펄스 전달 속도를 통해, 어느 정도의 주

기적 말소리 정보를 신호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공와우는 주기

적 말소리 정보를 신호처리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는 결과를 보였다(Green et al., 2002). 또한 심리 음

향학적 연구에서 정상인의 경우 500 pps (pulse per 

second)까지 시간상으로 변화하는 피치를 인지할 수 있

는 것에 비해(Burns & Viemeister, 1981), 인공와우 

사용자들은 300 pps 정도까지의 시간적 피치를 인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인공와우 사용자들

은 900 pps까지 변화하는 시간적 피치를 인지하기도 

하였다(Kong & Carlyon, 2010). 이러한 능력은 각 

개인이 인공와우를 통해 시간 축에 따라 변화하는 말

지각 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기적 

신호는 성대의 기본주파수나 음성 피치 인식과 관련

되어 조용한 곳이나 소음 환경에서의 말지각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 음성의 성별이나 여러 사람이 동

시에 말할 때의 음성 구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미세구조 신호는 한 주기 내에 불규칙적으로 빠

르게 변화되는 말소리 진폭의 변화와 관련된 요소로 

조음 위치와 관련된 말소리의 인지나 음성의 질 또는 

음색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다. 인공와우는 일

정하게 고정된 속도의 전기 펄스 매개체를 사용함으

로 시간상으로 변화하는 말소리의 미세구조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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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지 못한다. 말소리의 미세구조 신호는 조음 위

치와 관련된 자음 이해와 모음의 포만트 신호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미세구조 신호는 음악에서 멜로

디나 음색을 인식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이다(Kong et 

al., 2004; Smith et al., 2002). 청각 이분법

(auditory dichotomy)에 의하면 시간 축 엔벨로프와 

미세구조 신호는 말지각과 멜로디 인지에서 상반된 패

턴을 보이는데 시간 축 엔벨로프 신호는 말지각과 

관련되어 있고 미세구조 신호는 멜로디 인지와 관련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Smith et al., 2002). 또한 

미세구조 신호의 부재는 인공와우 사용자들이 소음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본다.  

 분광해상능력과 시간해상능력에서의 한계점을 극

복하고자 인공와우의 어음처리기법(coding strategy)

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어음 처리기법은 모두 시간 축 

엔벨로프 신호를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어음처리기법 간의 차이가 말지각 

측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Wilson & Dorman, 2008). 시간해상능력과 관련하

여 최근 저주파수 대역에 시간 축 상의 미세구조 신

호(temporal fine structure, TFS)를 코딩한 어음처

리 기법을 통해 인공와우를 통한 말지각을 개선하고

자 하였으나 인공와우 사용에 대한 주관적인 선호도 

향상과 음악인지 등에서만 일부 효과를 보였고 말지

각 측면에서 직접적인 향상은 보고되지 않았다

(Muller et al., 2012).

RESULTS

인공와우 착용자들의 말지각은 다양한 듣기 환경 

속에서 분광해상도와 시간해상도상으로 전달되는 말 

신호를 지각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공와우를 통한 말지각에는 한계점이 있으

며, 인공와우를 통한 말지각에서 제한점을 보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최근 일측 인공와우 사용자들의 

반대편 귀의 사용 효과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

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양 귀 모두 인공와우를 착용하

는 양측 인공와우 착용과 인공와우를 착용한 반대편 귀

에 보청기를 사용하는 바이모달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양 귀 사용의 효과로 나타나는 양이 합산

(binaural summation), 양이 진압(binaural squelch), 

그리고 두영(head shadow) 효과로 인한 향상을 보인 것으

로 보고되었다(Ching et al., 2007; Firszt et al., 2008). 

이러한 향상은 소음과 말소리가 다른 방향에서 제시되었

을 때 더 두드러졌으며 소리의 방향성 구별에 따른 효과

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인공와우 수술 기준의 확대로 잔존 청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대상자가 인공와우 수술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예후도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잔존 청력이 남아 있는 

경우의 인공와우 착용자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Dorman & Gifford(2010)에 의하

면 60%의 인공와우 착용자가 수술하지 않은 반대편 

귀에 250 Hz에서 80~85 dB의 잔존 청력을 보유하

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바이모달 사용

자들의 말지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청기 적합 방법

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1. 양측 인공와우 

양측 인공와우는 잔존 청력의 음향 자극을 활용하

지 않고 양측 인공와우를 통한 전기 자극을 사용함으

로 말지각을 향상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양측 인공와

우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Firszt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4% 이상의 양측 인공와우 이식률을 보고

한 바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양측 인공와우 이

식 효과는 주로 두영 효과, 양이 합산, 양이 진압의 

효과로 인해 소리의 방향성 구별과 소음 상황에서 말

소리인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성인 양측 인공와우 착용자의 경우 소음과 말소리가 

다른 방향에서 제시되었을 때 약 6 dB 정도의 신호 

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SNR) 향상을 보였

으나, 소음과 말소리가 모두 전 방향에서 제시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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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양측 효과는 1 ~2 dB의 SNR향상을 보였고 양측 

와우이식은 주로 소리의 방향적 위치에서 얻어질 수 

있는 양측 착용효과로 설명됐다(Ching et al., 2007). 

또한, 양 귀에 중복적으로 전달되는 말소리 정보는 두

영 효과와 함께 양측 인공와우 사용자들의 말지각 효

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ing 

et al., 2007; Firszt et al., 2008). 

양측 인공와우 수술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두 

번째 인공와우의 효과가 첫 번째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두 번째 인공와우 수술 후 

첫 번째 인공와우 만큼의 말지각 향상을 보이지 않고 

이명과 같은 부작용을 보이는 경우도 보고하였다. 양 

귀간 전극 삽입 깊이의 차이나 양 귀에서 오는 정보

를 처리하는 중추 청각계의 용량 부족 등이 대략적인 

이유로 생각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합 프로그

램이나 기술적 대안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Ching 

et al., 2007). 또한 첫 번째 인공와우 수술과 두 번

째 수술 간의 시간 차이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의 

경우 양측 인공와우 착용 효과는 처음 인공와우를 수

술한 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

년 이하의 짧은 기간 차이를 두거나 양측 귀에 동시

수술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되

기도 하였다(Gorden & Pepsin, 2009).

 

2. 하이브리드(hybrid)와 바이모달(bimodal)

인공와우 착용자 선정 기준이 잔존 청력이 남아 

있는 대상자들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인공와우 착용

자들의 잔존 청력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의 말지각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었다. 그 대표적인 방

법으로 하이브리드와 바이모달 방법이 있다. 본문에

서는 하이브리드 방법은 간단히 소개만 하고 바이모

달 방법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자 한다.  

1) 하이브리드와 말지각

하이브리드 방법은 인공와우를 수술한 동일한 귀

의 잔존 청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주파수 영역에만 고심도의 난청이 있는 경우에 수

술 시 와우의 첨단부위를 보존하여 저주파수 대역의 

잔존 청력을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잔존 청력 

보존을 위해, 세심한 수술 적 기술과 함께 일반적 전

극 길이보다 짧은 길이의 전극이 사용되기도 한다. 전

극의 삽입 깊이도 수술 후 말지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한 예로 하이브리드 형태의 인공와우 수술 결과 

중, 약 10~24㎜의 삽입 깊이에서 70~100%의 잔존 

청력 보존률이 보고된 바 있다(von Ilberg et al., 

2011). 그뿐 아니라 이 방법은 소음 환경에서 말지각

을 향상시키고(Turner et al., 2004) 음악인지에도 도

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feller et al., 2006). 

2) 바이모달과 말지각

바이모달 방법은 하이브리드 방법과 달리 인공와우 

착용자들이 반대편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여 잔존 청력

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양 귀에서 신호 처리되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소리 자극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

공와우 착용자들의 말소리 추출 능력과 서로 다른 소

리를 통합하는 능력이 말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때 양 귀에 전달되는 신호가 중복적이지 않고 서로 

보완적일수록 그 효과가 좀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한 

예로 바이모달 사용자들이 자음보다 모음 검사에서 향

상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양 귀에서 중복적이지 않은 

말소리 지각할 수 있는 데서 효과로 설명 되었다(Kong 

& Braida, 2011). 또한 저주파수 대역의 잔존 청력은 

소음 환경에서 말소리를 탐지하는 데 효과적이며 특히 

소음의 종류가 안정적이지 않고 변동하는 경우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 & Loizou, 2008). 한 

예로 바이모달 사용자들은 조용한 환경에서 평균 17%

의 문장이해도 향상을 보인 것에 비해 변화하는 소음 

환경에서는 평균 22~23%의 향상을 보였다(Dorman 

et al., 2008). Table 2는 여러 연구에서의 바이모달 

사용자들의 말소리 인지 검사 결과를 보여준다. 일부 

연구결과(Dunn et al., 2005; Mok et al., 2006)를 제

외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반대편 귀의 잔존 청력을 

사용하여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일측 인공와우 착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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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했을 때, 조용한 곳에서의 단어나 음소 검사에

서 평균 약 15% 향상되었고 소음 환경에서는 평균 

20%의 문장이해도가 향상되었다.

Table 2. 바이모달 인공와우사용자들의 말지각검사 결과

연구논문 검사도구/ 환경
평균 바이 

모달점수(%)

평균 일측 

인공와우점수(%)
신호 처리기법

Dunn et al., 2005
CNC단어/ 조용한 환경 25 ~ 90 23 ~ 80

ACE, CIS, SAS
CUNY문장/ 정면소음 40 ~ 90 40 ~ 90

Mok et al., 2006

CNC 음소/ 조용한 환경 ~ 50 < 65

ACE, SPEAK
CNC 단어/ 조용한 환경 ~ 70 < 65

CUNY문장/ 10 dB SNR ~ 80 ~ 70

CUNY문장/ 5 dB SNR ~ 70 ~ 70

Gifford et al., 2007

CNC 단어/ 조용한 환경 ~ 75 ~ 57

ACE, HiRes
AzBio문장/ 조용한 환경 ~ 84 ~ 68

AzBio문장/ 10 dB SNR ~ 67 ~ 45

AzBio문장/ 5 dB SNR ~ 44 ~ 22

Dorman et al., 2008

자음/ 조용한 환경 ~ 72 ~ 63

Cochlear Corporation, 
Advanced Bionics, 및 

MED-EL 3개사의 인공와우 
사용자 대상 

모음/ 조용한 환경 ~ 68 ~ 49

CNC 단어/ 조용한 환경 ~ 73 ~ 54

AzBio 문장/ 조용한 환경 ~ 84 ~ 67

AzBio 문장/ 10 dB SNR ~ 65 ~ 43

AzBio 문장/ 5 dB SNR ~ 44 ~ 22

음성구별 ~ 94 ~ 88

멜로디 ~ 71 ~ 52

Berrettini et al., 2010
단어/ 조용한 환경 ~ 85 ~ 70

ACE
단어/ 정면소음 ~ 60 ~ 45

* CNC는 consonant-nucleus-consonant의 약자로 자음-모음-자음 결합의 단음절

3) 바이모달과 멜로디 인지 

인공와우 착용자들은 시간적 미세구조 요소를 신

호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멜로디(melody) 인지에 

어려움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음악인지는 음악과 관

련된 여러 요소를 인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주

로 음악의 멜로디나, 박자, 리듬(rhythm), 혹은 음색

(timbre) 등이 포함되며 각 음악적 요소들은 소리의 

분광해상력과 시간해상력 선상에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리듬과 멜로디는 시간 축 상의 소리 

진폭변화를 통해 전달될 수 있는데 리듬은 비교적 느

린 시간 축 엔벨로프를 통해 멜로디는 주기적 신호나 

미세구조 신호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 

그러므로 빠른 시간 축 선상의 주기적 신호나 미

세구조 신호를 처리하지 못하는 인공와우의 특성상 

인공와우 사용자들은 리듬인지보다 멜로디 인지에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한 연구에서 정상 청

력은 약 83%의 멜로디 인지 결과를 보인 것에 비해 

인공와우 착용자들은 약 19%의 멜로디인지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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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다(Gfeller et al., 2007). 이와 관련하여 바

이 모달 사용자들은 잔존 청력이 저주파수 영역에 포

함된 소리의 미세구조 요소를 전달함으로 멜로디인지에

서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Dorman et al., 2008; Kong 

et al., 2005). 또 다른 연구에서도 바이 모달 사용자

들이 일측 인공와우 사용자보다 멜로디 인지에서 평균 

약 10~25%의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McDermott, 

2011).

DISCUSSIONS 

1. 양측 인공와우와 바이모달

Dorman & Gifford(2010)는 양측 인공와우와 바

이모달과 관련된 연구들을 요약 비교하였는데 그들에 

의하면 양측 인공와우 그룹은 조용한 상황에서 자음

-모음-자음(consonant-nucleus-consonant, CNC)

으로 구성된 단어 검사 결과 평균 61%의 평균점수를 

보인 데 비해, 바이모달 그룹은 평균 74%로 향상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Gifford 

et al., 2010) 양측 인공와우와 바이모달 그룹 모두 

소음 환경에서 말지각에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양측 인공와우와 바이모

달 중 어느 방법이 말지각 향상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또한 동일인이라 

하여도 양 귀간 잔존 신경이나 음 크기 균형(loudness 

balance)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

지 방법의 효과 차이를 비교하고 해석하는 데는 어려

움이 따른다. 동일인을 대상으로 양측 인공와우 착용

과 바이모달 방법을 비교한 연구에서, Ching et 

al.(2007)은 바이모달 방법을 사용하다 양측 인공와

우를 시술한 두 명의 사례를 보고하였는데 양측 인공

와우 착용 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리의 방향성과 

관련된 말지각이 향상되는 경향은 보였으나 양측 인

공와우와 바이모달의 차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

는 보고하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양측 인공와우 착용효과는 양 귀에 중

복적으로 전달되는 전기 자극 효과로 설명할 수 있고 

바이모달 착용효과는 서로 다른 보완적 신호의 결합

에서 오는 착용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양측 인공와우 착용 효과가 양측 착용효과

와 소리의 방향성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바이모달 효과는 주로 저주파수 영역에 존재하는 다

양한 보완적 신호로 설명할 수 있다(Ching et al., 

2007). 저주파수 영역의 말 신호에 바이모달 사용자

들의 말지각을 향상 시키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되며 

저음 영역 말 신호의 세부적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  

2. 양측 인공와우와 바이모달 방법의 선정기준

일측 인공와우 사용자들이 반대편 귀에 또 다른 

인공와우나 보청기를 착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방법의 선정 기준은 아직 확

실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바이모달 연구

에서는 반대편 귀의 잔존 청력만으로는 말지각이 전

혀 불가능한 경우에서도 인공와우와 함께 사용했을 

때 말지각의 향상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Kong et al., 2005; Zhang et al., 2010). 그러므

로 반대편 귀의 인공와우 수술 여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적절한 검사 도구를 통해 각 인공와

우 착용자들에게 좀 더 많은 향상을 가져다줄 수 있

는 방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잔존 청력의 정도와 바이모달 사용자들의 말지각

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다. 먼저 잔존 청력의 정도가 바이모달 사용자

들의 말지각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연

구에서는(Yoon et al., 2012), 반대편 귀의 보청기 

착용효과와 인공와우 시술 후의 말지각 향상 효과가 

서로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저하된 말

지각 결과를 보인 바이모달 사용자 그룹은 반대편 귀

의 보청기 착용효과가 적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보청기 착용 후의 역치가 자음 이해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으며 모음의 경우 잔존 청력 역치가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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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에 모음의 제1포만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1,000 Hz 이하에서 보청기 착용 후의 청력이 좋

지 않을 경우 양측 인공와우 대상자로 고려될 수 있

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다른 연구들에서는(Carroll et 

al., 2011; Kong & Braida, 2011) 잔존 청력의 정도

와 바이모달 사용자들의 말지각 향상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잔존 청력 정도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말지각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에서도 인

공와우와 함께 사용했을 때 말지각 이해 측면에서 향

상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현재 인공와우 대상자 선정 기준은 점점 더 좋은 

잔존 청력을 가진 대상자에게로 확대되고 있는데, 한 

예로 인공와우 수술자들이 수술 전 문장검사에서 

60% 이상의 결과를 보이거나 단어 검사에서 30 ~ 

60%의 결과를 보이는 경우로 확대되었으며 이들은 

수술 후 향상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Gifford et al., 2010).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수술 

전 보청기 착용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던 인공와우 사

용자들이 수술 후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

이 보고되었다는 것이다. Fitzpatrick et al.(200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약 25%의 인공와우 착용자들만 

인공와우 수술 후 보청기를 정기적으로 착용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고 대다수의 인공와우 착용자들이 보청

기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와우 착용 

전 보청기 착용에서 느꼈던 부정적인 경험, 보청기에 

비해 인공와우가 좋다는 선입견, 그리고 인공와우를 

통한 전기 자극과 보청기를 통한 음향 자극 즉, 두 

개의 서로 다른 자극을 인지하고 통합하는 데의 어려

움 등이 수술 후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로 설

명됐다. 이와 관련하여 바이모달 사용자들의 말지각

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적화된 보청기 적합과 향상된 

성능의 보청기 사용 그리고 보청기와 인공와우 사이

의 적절한 소리 크기의 균형 유지 등의 방법을 제시

하였다. 또한 인공와우 시술 후 보청기 착용에 대한 

인식을 돕기 위한 상담이나 바이모달 사용과 적응을 

돕기 위한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Firszt et al., 

2008) 제공하는 것도 앞으로 바이모달 사용자들의 말

지각을 향상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ONCLUSIONS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공와우는 말지각 면에서 상당

한 향상을 보여 왔으나 분광해상능력과 시간해상능력상

의 제약으로 인공와우 착용자들의 효과에 다양한 개인

차가 나타나고 소음상황에서 말지각이나 음악 인지 등

에서의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분광해상능력은 모음의 

포만트 정보나 자음의 조음위치와 관련된 말지각과 상

관이 있고 시간해상능력은 시간 축 상에서 변화하는 말

소리의 진폭 변화와 상관이 있다. 시간 축 상의 말소리

는 크게 시간 축 엔벨로프 신호, 주기적 신호, 그리고 

미세구조 신호로 구분되는데 시간 축 엔벨로프 신호는 

주로 조음방법과 관련된 말소리나 리듬인지와 관련되어

있고 주기적 신호는 성대의 기본주파수나 음성 피치, 

그리고 미세구조 신호는 조음위치와 관련된 말지각과 

멜로디 혹은 음색인지에도 관련이 있다. 

인공와우를 통한 말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분광해

상능력와 시간해상능력상에서 제약을 보완하는 방법

의 하나로, 반대편 귀에 인공와우나 보청기를 착용하

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반대편 귀에 보청기와 인

공와우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임

상적 지침과 검사도구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양측 

인공와우가 중복적인 말소리 신호를 양 귀에 전달하

는 데 비해 바이모달은 인공와우의 제한점을 상호 보

완할 수 있는 말소리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모달 사용 시 서로 다른 소리를 통합하고 인지하

는 데서 오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양측 

착용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지침과 검

사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서로 다른 소리

를 통합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 

모달 사용자들의 말지각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중심단어: 인공와우, 말지각, 양측 인공와우, 바이모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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