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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청능훈련은 개인의 인지 및 감각기능과 관련된 복합적 상호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직접 훈련 받은 내용 이외의 다른 

영역에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Moore & Amitay, 2007). 

이는 단순히 청각 기능을 통한 듣기 능력만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훈련 받은 개인의 청각 기능과 이를 통해 듣고 이해하

는 과정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로, 청능훈련은 청각 장애가 없는 학령기 아동이나 노인의 인

지 능력을 향상 시키는 훈련도구로도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인공와우 착용자는 음향신호의 전달, 전기신호

의 수신, 그리고 전기자극을 통한 지각이라는 세 단계의 소리 

지각 과정을 거친다(Fu & Galvin, 2011). 이러한 인공와우 착

용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능훈련은 학습방식의 차이, 청능

훈련의 난이도, 훈련 시 사용되는 자극의 종류, 청능훈련 방법, 

그리고 청능훈련 기간 및 빈도(Moore & Amitay, 2007; Fu & 

Galvin, 2011)등의 요소에 따라 훈련 내용과 방법이 결정된다. 

본 고찰에서는 청능훈련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근거로 성인 

인공와우 착용자의 다양한 청능훈련을 소개하자 한다. 한편 인

공와우 착용자를 대상으로 음색, 멜로디, 및 음의 고저 등을 중

심으로 시행되는 음악훈련과 연계된 청능훈련(Gfeller et al., 

2015)은 본 고찰에서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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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 학습과 능동적 학습

수동적 학습은 별도의 청능훈련 없이 인공와우의 전기자극

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적응되는 과정과 이를 통한 학습을 의

미한다. 수동적 학습은 주로 개개인의 학습방법 차이, 인공와

우 초기 사용 경험, 그리고 개인의 동기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

다. 특히 난청 이전에 언어 발달이 이루어진 성인의 경우, 인공

와우 착용 후 초기 3~6개월 기간 동안 이러한 수동적 학습에 

의한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Fu & Galvin, 

2011). 한편 인공와우의 전극간 주파수와 와우의 음위상 배열

의(Tonotopic array) 차이는 이러한 수동적 학습 효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를 들어 인공와우 내부

전극과 와우간 주파수 스펙트럴(spectral) 불일치 정도가 크지 

않을수록 수동적 적응에 좀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인공와우 이

식자의 수동적 학습과 적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인공와우 

착용으로 인한 초기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공와우 착용자가 점

진적으로 전기자극에 노출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

다(Fu & Galvin, 2011). 흥미롭게도 수동적 학습 효과는 수동

적으로 소리자극에 노출된 상황에서도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Moore & Amitay, 2007). 예를 들어 개인이 들

려오는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이를 무시한 상태에서 일정시간 

게임에 열중한 뒤에도, 주파수 변별력 검사에서의 향상이 보고

되었고, 이러한 수동적 청각신호 노출 상황에서의 학습 효과는 

개인의 집중력과 각성을 포함하는 인지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능동적 학습은 집중적이고 자발적인 청능훈련 과정과 그에 

따른 훈련 효과를 포함한다. 능동적 청능훈련은 개인의 필요와 

훈련 목적에 따라 다양한 훈련 과제, 훈련 빈도 및 기간, 그리

고 훈련 방법을 달리하는데, 주로 조용한 곳과 소음 하에서의 

말지각 훈련 그리고 음악훈련 등이 포함된다(Fu & Galvin, 

2011). 비록 인공와우 착용자가 수동적 학습을 통해서 말지각

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능동적 훈련은 인공와우 착용

자의 자발적 훈련 참여를 촉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좀더 지속

적이고 향상된 훈련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능동적 

청능훈련을 기반으로 시행하는 다양한 청능훈련은 인공와우 

착용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훈련과정에 대한 개입과 추

적이 가능하고 직접 훈련효과를 파악하기 용이한 컴퓨터 기반

의 청능훈련법은 이러한 능동적 학습을 위한 청능훈련 도구로 

많이 사용된다(Moore & Amitay, 2007; Zhang et al., 2014). 

조용한 곳과 소음배경하에서의 청능훈련

조용한 곳 또는 소음배경하에서 시행되는 청능훈련은 말소

리 자극을 사용하여 소음이나 조용한 상황에서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횟수만큼 말지각 훈련을 시행한다. 조용한 곳에서의 말

지각 훈련은 상향식 방법(bottom-up)을 근거로 전반적인 말지

각 향상에 중점을 두는 것에 비해, 소음 배경에서의 말지각 훈

련은 소음하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익

히고 이를 향상 시키는데 중점을 둔다(Fu & Galvin, 2011). 

Fu et al.(2004)은 피검자가 일음절 단어를 사용하여 자기주

도하의 컴퓨터 기반 청능훈련을 매일 한 시간씩 시행하도록 한 

뒤 2주마다 음소, 성별구별, 및 소음 배경에서의 문장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성별구별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에

서 청능훈련 후 15~24%의 향상을 보였다. 비록 훈련효과의 개

인차는 있었으나, 이는 인공와우 착용자가 매일 한 시간씩 컴퓨

터 기반의 훈련을 통해서 말지각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

고 자기주도하의 컴퓨터 기반 청능훈련 효과의 긍정적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능훈련 효과는 훈련종료 후 최소 약 4주간 

지속 되었으며, 이러한 청능훈련은 기존 인공와우 사용자들이나 

인공와우 착용 후 결과가 좋지 않은 착용자들에게도 적용 가능

할 것으로 보고되었다(Fu & Galvin, 2011). 청능훈련 효과를 적

절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훈련 전 개인의 정확한 베이스라인

(baseline)을 파악하고 측정해야 하며, 훈련목적에 부합되는 적

절한 훈련시간을 배분하고, 개인마다 다른 인공와우 적응기간을 

고려하는 등 적절한 훈련효과 측정을 위한 노력과 다양한 훈련

도구에 대한 이해가 동반 되어야 한다(Stacey et al., 2010). 

한편 양귀 인공와우 착용자나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동시에 

착용한 바이모달(bimodal) 상태의 청능훈련에서도 그 훈련효

과가 보고되었다. 한 예로 Zhang et al.(2012)은 하루 한 시간씩 

4주 동안 소음 하에서 자음과 모음을 사용한 청능훈련을 바이

모달 상태에서 시행하였다. 그 결과 자음, 모음, 및 단어 검사에

서 평균 약 10%의 향상을 보였으며 훈련효과는 청능훈련을 끝

낸 뒤 1개월까지 지속됐다. 그러나 이러한 향상은 바이모달 상

황에서의 저주파수 잔존청력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인공와

우 착용과 관련된 훈련효과로 설명됐으며, 바이모달 착용자의 

잔존청력을 활용한 훈련효과를 명확하게 뒷받침하지 않았다. 

말 이외의 자극을 사용한 청능훈련

말 이외의 훈련 도구를 사용한 청능훈련은 화자인식, 비 어

휘적 요소로 구성된 모음, 숫자 등 말을 제외한 자극을 사용하

여 훈련 참여자의 훈련효과를 측정하고, 훈련이 지각능력 및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 일반적으

로 이러한 청능훈련은 인공와우 및 바이모달 착용자 또는 가상

적으로 인공와우 상태를 재현한 정상인을 대상으로 시행하였

다. Loebach et al.(2008)은 말 이외의 언어적 정보, 예를 들어 

화자의 음성특색을 결정짓는 말투와 화자의 성별, 나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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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투리 등을 결정짓는 인덱시컬(indexical) 정보를 사용하여 훈

련한 뒤 그 훈련효과를 측정하고 다양한 경로로 습득되는 지

각능력 학습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훈련결과 문장기술, 화

자 및 성별인지에서 약 10~20%의 향상을 보였는데 이를 근거

로, 청각자극이 제한된 상황에서의 음향 정보와 인덱시컬 정보

는 서로 상호 작용하며 청자는 이 두 정보를 동일한 지각능력

과정의 선상에서 주어진 정보를 통합하여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조용한 곳과 소음 배경하에서 화자인지 훈련을 시행한 

또 다른 실험에서는(Krull et al., 2012) 바이모달이 일측인공와

우의 경우보다 화자인지 검사에서 약 7% 더 향상된 결과를 보

였을 뿐 아니라, 직접 훈련을 시행하지 않았던 문장검사에서도 

일측 인공와우와 바이모달 상태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화

자인지 훈련과 관련하여, Levi et al.(2011)은 화자인지 훈련은 

단순히 화자의 음향적 특성에 노출되는 훈련이 아니라 청자가 

언어의 문맥정보를 통합하는 감각기능과 지각 및 인지기능의 

상호 작용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때 말초기

관에서 받아들여지는 정보의 결여나 손상 정도는 인지 및 지각 

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Li & Fu, 2007). 

또 다른 예로 Oba et al.(2011)은 배블(babble) 소음 하에서 

숫자를 사용한 훈련을 시행한 뒤, 훈련하지 않았던 문장검사에

서 향상된 결과를 보였음을 보고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숫자를 

사용한 청능훈련이 좀더 상위의 인지과정을 촉진한다는 주장

을 뒷받침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말소리 이외의 자극을 사용

한 청능훈련을 통해서 상위 인지기능 예를 들어 기억력, 주의

력, 언어정보 사용과 통합 능력이 향상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능훈련 시 피드백의 효과

청능훈련 시 제시되는 피드백(feedback)은 인공와우 착용자

의 청능훈련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말소리 스펙트럴 정

보의 결여 정도가 심할수록 더욱 그러하다. Loebach et al.

(2010)은 스펙트럴 정보가 제한된 문장 훈련에서 문자로 제공

되는 피드백 효과를 조사한 결과, 문자로 제공되는 피드백은 

청자의 지각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Ka-
wase et al.(2009)도 청-시각 훈련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훈련 효과를 약 40%까지 향상 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고, 훈

련 시 다양한 자극 단서와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스

펙트럴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추가적 단서를 이용하는 훈련

을 통해 청각적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청능훈련 빈도 

인공와우 착용자의 청능훈련과 관련하여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은 아직까지 정

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앞서 설명한 기존 연구에서

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훈련효과를 보고하였는데, 대략적

으로 주 5일 동안 하루 한 시간씩 총 1개월 기간 동안 청능훈련

을 시행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Nogaki et al.(2007)은 스펙트럴 

정보가 결여된 상태에서 가상상태의 인공와우 피검자를 대상

으로 훈련기간에 따른 훈련효과 차이를 연구한바 있다. 총 세 

그룹 중, 한 그룹은 일주에 한번, 두 번째 그룹은 일주에 두 번,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일주에 5번 청능훈련을 시행하였고 자

음, 모음, 문장 검사에서 그 훈련효과를 측정 하였다. 비록 주 5

회 훈련에서 훈련효과가 좀더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흥미

롭게도 주 1회 훈련에서도 훈련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모음 검

사를 제외한 다른 두 검사에서는 세 그룹 모두 훈련 효과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SUMMARY

인공와우 착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말 검사 도구를 사용하

여 조용한 곳이나 소음 배경하에서 컴퓨터 기반 자기주도적 청

능훈련을 시행한 결과 약 10~25%정도의 말지각 향상을 보였

다. 이러한 훈련효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훈련을 

끝낸 뒤 최소 한달 정도 지속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편 인덱

시컬 정보나 숫자 등 말 이외의 자극을 사용한 훈련에서도 상

위 말지각 영역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되었으며, 

말소리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훈련 시 제공되는 피드백은 청

각 이외의 추가적 단서를 활용하여 훈련효과를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중심 단어0:0�청능훈련·인공와우·언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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