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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다양한 이유로 청각손실이 발생하면 보청기의 착용, 인공와

우 시술 등을 통하여 난청인의 의사소통능력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청력손실의 정도가 고심도 이상이거나 너무 낮은 단어

인지도(word recognition score, WRS)를 나타내는 경우, 그리

고 외이가 기형적인 형태가 아니라면 기도 보청기(air conduc-
tion hearing aid)의 착용을 통해 난청인의 생심리사회적(bio-
psychosocial)인 핸디캡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난

청인들은 보청기를 착용한 후에도 주변의 다양한 소리를 비롯

하여 회화음을 예전처럼 들을 수 없어서 실망을 하며, 이러한 

이유로 보청기를 구입하고도 착용을 거부하거나 실패하는 비

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Koo et al., 2006). 보청기 착용인에게 

최적의 음질을 제공하고 어음의 청취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2-cc 커플러, 실이측정, 기능이득(functional gain), 음장에서의 

어음 인지도 측정 등 다양한 보청기 적합의 확인(verification)

을 통하여 보청기의 이득, 최대 출력 등 전기음향적인 요소의 

지속적인 조절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청기를 최적으로 조절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청기 착용인이 일상생활에서의 대화능력

이 저하된다면 청능훈련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Humes et al., 

2014). 

청능훈련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음인지도가 저하된 난청인의 

의사소통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 Brouns 

et al.(2011)은 소리에 대한 지각은 뇌의 신경가소성에 기초하며, 

Morais et al.(2015)은 보청기, 인공와우 등 증폭기의 사용만으

로 어음을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난청인이 보청기, 인

공와우 등의 증폭기를 착용한 후 반복적으로 듣는 연습을 통해 

보다 개선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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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능훈련의 도구로는 일음절어, 이음절어, 문장, 숫자 등의 

어음과 환경음 등 다양한 소리를 이용할 수 있다. 청능훈련 방

법으로는 조용한 곳 또는 다양한 소음 상황에서 제시한 두 가

지의 소리가 서로 같은지 또는 다른지를 알아내게 하는 등의 

분석적(analytic) 방법, 자연스러운 대화 환경에서 이야기를 하

거나 듣게 하는 등의 종합적(synthetic)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

다(Dillon, 2012). 어음을 이용한 청능훈련의 효과를 살펴보면 

Stecker et al.(2006)은 감각신경성난청인을 대상으로 집 또는 

훈련실에서 잡음 하에서 음절을 인지하는 훈련을 8주 간 실시

했을 때 무의미음절(nonsense syllable) 인지도의 개선이 있

었다고 하였다. Burk & Humes(2008)는 난청 노인을 대상으

로 소음 하에서 단어를 이용한 청능훈련을 12주간 실시했을 

때 단어인지도가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Yeo et 

al.(2014)은 난청 성인을 대상으로 소음 하에서 문장을 사용하

여 6주간 청능훈련을 실시했을 때 보청기에 대한 만족도와 소

음 하에서의 문장인지도(sentence recognition score, SRS)가 

향상되었으며, Kim & Lee(2010)와 Kwon et al.(2013)은 난청

인을 대상으로 소음 하에서 단음절어, 문장 및 속도가 빠른 문

장을 이용하여 8주간 청능훈련을 실시했을 때 소음 하에서 단

어인지도 및 문장인지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청능훈련 

도구는 어음 외에도 환경음을 이용할 수 있는데, Parkinson et 

al.(1998)과 Tyler & Kelsay(1990)는 환경음 인지의 향상은 일

상생활에서 안전함과 편안함을 증가시켜 주어 삶의 질 향상에

도 도움이 될 것으로 결론지었다. 

환경음의 지각능력은 어음의 지각능력과 상관관계를 보이며 

80~94%의 높은 환경음 인지도를 가진 피검자가 그렇지 않은 

피검자보다 34% 정도 높은 어음인지능력을 가짐을 통해 환경음

의 인지와 단어인지도 간의 연관성을 보고한 바 있는데(Reed & 

Delhorne, 2005), 이는 복합적인 환경음을 처리하는 과정이 어

음을 지각하는 방법과 공통적인 요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다(Shafiro, 2008). 또한 조화구조와 시간적 단서가 어음과 비

슷한 환경음 일수록 높은 인지도를 갖는데, Inverso & Limb 

(2010)는 이를 근거로 환경음 인지능력의 향상이 어음인지의 개

선에 미치는 긍정적 상관관계를 밝힌 바 있다. Lee & Kim 

(2011)의 연구에서는 환경음을 인지하는 능력이 우수한 난청인

이 우수한 단음절 인지능력을 보였으며, 이는 단어인지도의 평

가에 어려움을 겪는 난청군에게 비언어적 자극음인 환경음를 

사용하여 평가할 경우 단어인지도를 신뢰도 있게 예측할 수 있

다고 보고하였다. 환경음 청능훈련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살펴

보면 환경음과 음악을 비롯한 비언어적 자극음의 인지능력을 

평가하는 non-linguistic sound test (Inverso & Limb, 2010), 

흥미를 유발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후 유사한 단어, 소

음 하 문장, 환경음 찾기가 포함된 eARena (Sweetow & Sabes, 

2006) 등이 있으며, Shafiro(2008)는 40개의 청능훈련용 환경

음을 개발하였다. 국내의 경우는 Ahn & Lee(2016)가 청능훈

련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음을 개발하였다.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볼 때 환경음의 지각훈련은 어음의 인지

능력을 향상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증폭기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개선과 난청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난청인을 대상으로 환경음 청능

훈련이 어음인지의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Ahn & Lee(2016)

가 개발한 환경음을 이용하여 주 2회씩 8주간 청능훈련을 실

시했을 때 청능훈련의 효과를 단어인지도, 문장인지도 그리고 

보청기 착용 후 심리음향적 이득을 알아볼 수 있는 Abbreviat-
ed Profiles of Hearing Aid Benefit (APHAB) (Cox ＆ Alex-
ander, 1995) 설문지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

사를 필하였으며(심의번호: HUGSAUD743862), 대상자는 육

안 관찰 시 이상소견을 나타내지 않는 감각신경성난청인이며 

보청기를 2개월 이상 사용 중인 난청 노인으로 하였다. 대상자

는 환경음을 이용하여 훈련을 받는 훈련그룹(training group, 

ATG)과 훈련을 받지 않는 비훈련그룹(non-training group, 

NTG) 각각 8명으로 하였다. 훈련그룹의 평균 연령은 76.1세(범

위: 69~82세)로 남자 3명, 여자 5명이었으며, 보청기 착용 기간

은 평균 41.3개월이었다. 훈련그룹 중 보청기 양이 착용자와 단

측 착용자가 각각 4명이었다. 비훈련그룹의 평균 연령은 73.0세

(범위: 63~82세)로 남자 6명, 여자 2명이었으며, 보청기 착용 기

간은 평균 37.9개월이었다. 비훈련그룹 중 양이 착용자는 2명, 

단측 착용자는 6명이었다. 훈련그룹의 평균 순음역치(pure tone 

average, PTA)의 평균은 500, 1,000, 2,000 Hz 삼분법 기준으

로 우측 64.2 dB HL, 좌측 61.7 dB HL이었다. 그리고 보청기를 

착용한 귀의 평균 단어인지도는 54.7%(범위; 24~72%)였다. 비

훈련그룹의 평균 순음역치는 500, 1,000, 2,000 Hz 삼분법 기

준으로 우측 58.8 dB HL, 좌측 54.6 dB HL이었고, 보청기를 

착용한 귀의 평균 단어인지도는 62.0%(범위; 36~84%)였다. 보

청기의 평균 착용 기간은 훈련그룹이 41.3개월, 비훈련그룹이 

37.9개월이었다. 훈련그룹과 비훈련그룹의 연령, 성별, 보청기 

관련 정보 및 단어인지도 정보는 Table 1, 기도청력역치는 Ta-
ble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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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도 및 골도청력역치레

벨(hearing threshold level), 단어인지도의 측정은 보정을 실시

한 청력검사기 AA1200 (Interacoustics, Assens, Denmark)과 

TDH-39 헤드폰(Interacoustics) 및 B-71 골진동기(Interacous-
tics)를 사용하였다. 음장에서의 단어인지도와 문장인지도의 측

정은 청력검사기과 보정을 실시한 4 ohm 스피커(Interacous-
tics)를 사용하였다. 어음 평가에 사용한 목록은 한국산업표준 

일반용 단음절어(KS-MWL-A) (Kim et al., 2008)와 한국산

업표준 일반용 문장(KS-SL-A) (Jang et al., 2008), 그리고 보

청기 착용 전후의 심리음향적 이득 평가 도구는 Cox & Alex-
ander(1995)의 APHAB를 사용하였다. 어음과 함께 제시한 소

음은 백색잡음(white noise), 보청기의 성능분석은 Affinity 2.0 

(Interacoustics)을 사용하였다. 청능훈련은 소음계로 1분간 측

정했을 때 소음레벨이 45 dB LAeq 미만으로 나타나는 조용한 

방에서 실시하였고, 훈련 시 제시음은 노트북 컴퓨터(NT270E5J; 

Samsung, Suwon, Korea)와 연결한 4 ohm의 외부 스피커(LX-

3000; Canston), 잡음은 상담실 컴퓨터(DM300S3B-B13L; 

Samsung)와 연결한 3 ohm의 외부 스피커(SH86TH-S; LG,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청능훈련에 사용한 도

구는 주변에서 빈번하게 들을 수 있는 교통수단, 인간의 신체, 

동물, 실내외,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소리로 45종류씩 2세트로 

구성한 Ahn & Lee(2016)의 음원을 사용하였다. 청능훈련 시 

음원 간 진폭의 실효치(root-mean squre)가 같게 나타나도록 

조절한 후 음원 파일 앞에는 음원의 평균 실효치와 같은 진폭

의 1,000 Hz 보정음(calibration tone)을 삽입하여 제시하는 음

원의 강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능훈련 방법

청능훈련은 한 회당 40분으로 2회씩 8주간 총 16회를 진행

하였고, 훈련의 구성, 절차, 청능훈련의 평가 내용과 방법은 다

음과 같다.

Table 1. Ages, gender, information of hearing aid (side, type, number of channel, experience of use) and WRS

Subjects Age Gender Ear
Hearing aid

Unaided WRS (%)
Type No. of channel Experience (months)

ATG
A1 76 F Right CIC 8 2.00 68.0

Left CIC 8 72.0
A2 75 M Left CIC 8 100. 48.0
A3 77 F Right CIC 6 12.0 72.0
A4 80 M Right BTE  4 60.0 28.0

Left CIC 4 60.0
A5  82 F Right ITC 8 60.0 48.0
A6 75 F Left ITC 8 12.0 64.0
A7 75 M Right CIC 8 36.0 68.0

Left CIC 8 48.0
A8 69 F Right CIC 8 48.0 56.0

Left CIC 8 24.0
Mean .076.1 41.3 54.7

NTG
N1 82 F Right CIC 8 36.0 76.0

Left CIC 8 76.0
N2 65 M Right CIC 8 12.0 84.0
N3 70 M Left CIC 8 60.0 36.0
N4 80 F Left ITC 6 60.0 48.0
N5 77 M Right CIC 6 72.0 60.0

Left CIC 6 60.0
N6 72 M Left CIC 8 15.0 60.0
N7 75 M Left RIC 8 12.0 76.0
N8 63 M Left CIC 8 36.0 44.0
Mean .073.0 37.9 62.0

ATG: auditory training group, NTG: non-auditory training group, CIC: completely in-the-canal hearing aid, WRS: word recognition 
score, ITC: in-the-canal, BTE: behind-the-ear, RIC: receiver in-the-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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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능훈련의 구성

매 시간별 재활 순서는 먼저 성능분석 10분, 상담 10분, 재활 

20분으로, 총 4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상담 시에는 지난주 보

청기의 상태, 특별한 일정이나 컨디션 등을 문의하였다(Table 3).

청능훈련의 절차

1~4주차는 환경음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11개 단위로 환경

음을 들은 뒤 그림판에 인지한 환경음을 붙이게 하였으며, 틀

린 환경음에 대해서는 정답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5~6주차에

서는 그림판을 보여주지 않고 제시하여 맞추게 하였으며, 틀릴 

경우 정답을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환경음은 1 

kHz 보정음이 피검자의 위치에서 70 ± 3 dB SPL이 되도록 조

절하여 제시하였다. 7~8주에서는 소음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

때 신호대잡음비(signal-to-noise ratio, SNR)는 소음 하에서 

개인의 환경음 인지 수행능력에 따라서 58 dB SPL (12 dB 

SNR) 또는 64 dB SPL (6 dB SNR)로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청능훈련의 절차는 쉬운 상황에서 점차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

하였다(Table 4).

청능훈련의 평가

청능훈련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Table 3에 제시한 평가를 훈

련그룹과 비훈련그룹을 대상으로 동일한 주차에 시행하였다. 

훈련그룹과 비훈련그룹의 평가는 청능훈련 전 사전 평가와 8주 

훈련 후 사후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훈련그룹의 사전 평가에

서는 순음 기도 및 골도청력역치, 단어인지도, 그리고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증폭역치(aided threshold), 단어인지도, 문

장인지도 및 APHAB를 평가하였다. 보청기 착용 후 단어인지

도와 문장인지도는 단음절어와 문장을 조용한 곳과 6 dB SNR

에서 50 dB HL로 제시하여 측정하였다. 사후 평가에서는 보청

기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단어인지도, 문장인지도 및 APHAB

를 평가하였다. 보청기 착용한 상태에서의 단어인지도와 문장

인지도는 단음절어와 문장을 조용한 곳과 6 dB SNR에서 50 

dB HL로 제시하여 측정하였다. 비훈련그룹의 평가는 훈련그

Table 2. Air conduction threshold level (dB HL) of ATG and NTG at each frequencies in Hz

Subjects
Right ear Left ear

0.25 0.5 1 k 2 k 4 k 8 k 0.25 0.5 1 k 2 k 4 k 8 k
ATG

A1 035 050 055 55 55 65 40 45 55 55 60 45
A2 075 070 075 85 - - 75 65 60 75 - -
A3 055 040 040 50 65 90 50 35 25 50 70 70
A4 095 075 070 60 70 - 80 65 80 60 60 -
A5 065 060 065 65 75 80 90 85 75 75 75 90
A6 100 100 100 80 85 90 70 70 65 80 80 85
A7 030 030 040 55 65 55 35 45 55 60 75 65
A8 070 070 070 75 80 90 75 80 60 60 80 90

NTG
N1 045 040 050 50 30 35 50 45 45 50 45 55
N2 055 050 055 60 65 85 80 75 80 90 90 -
N3 060 055 055 60 90 80 75 70 60 65 80 60
N4 080 070 080 80 80 - 45 35 50 55 65 80
N5 045 060 055 60 65 70 40 65 60 70 80 85
N6 060 060 065 65 90 - 30 35 40 45 60 60
N7 060 055 060 70 65 60 45 45 45 50 60 50
N8 055 045 045 65 65 60 50 40 40 55 65 60

ATG: auditory training group, NTG: non-auditory training group

Table 3. Organization of auditory training using environmental sound

Substance Analyzing Counselling Auditory training
Time (minutes) 10 10 20

Table 4. Procedures for auditory training using environmental sound

Weeks Method SNR Remarks
1-4 Closed-set In quiet Using pictures
5-6 Open-set In quiet Feedback on correct answer
7-8 Open-set 6-12 dB SNR Feedback on correct answer

SNR: signal-to-nois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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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문장과 단어의 평가는 소음수준 40 

dBA 이하의 방음실에서 외부 스피커를 대상자의 귀와 동일한 

높이에서 1 m의 거리에 위치시킨 후 정면(0°)에서 소음과 문장, 

단음절어를 제시하여 실시하였다(Table 5).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훈련그룹은 훈련 전 사전 평가와 훈련 후 사

후 평가 간 결과에 차이를 보이고 비훈련그룹은 같은 기간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표

본 크기가 작음을 고려하여 비모수 검정분석을 실시하였다. 따

라서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을 통

해 훈련 전후에 따라 비교하였고, 조용한 곳 및 잡음 환경의 단

어인지도, 문장인지도 결과와 APHAB 결과를 각각의 종속변

수로 하였다. 모든 자료의 분석은 SPSS 17.0 (IBM Corp., Chi-
cago, IL, USA)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 p ＜ 0.05를 기준으
로 하였다. 

RESULTS

청능훈련에 따른 단어인지도의 변화

Figure 1A에서 알 수 있듯이 청능훈련 전과 후에 측정한 훈

련그룹의 평균 단어인지도는 조용한 곳에서는 59.0%에서 

65.0%(중위수: 56, 64%, Z = -2.64), +6 dB SNR에서는 39.0%

에서 49.5%로 상승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중위수: 50, 

46%, Z = -1.98). 그러나 Figure 1B에서 사전 및 사후 평가에서 

측정한 비훈련그룹의 평균 단어인지도는 조용한 곳에서 63.0, 

62.5%(중위수: 64, 60%), +6 dB SNR에서 49.0, 49.5%(중위수: 

49, 47.5%)로 두 가지 상황 모두 단어인지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5. Contents of audiological evaluation at 0 and 8th week

0 week 8 week
Air/bone conduction threshold Aided WRS at 50 dB HL

  (Q & 6 dB SNR)
WRS Aided SRS at 50 dB HL

  (Q & 6 dB SNR)
Aided Threshold APHAB
Aided WRS at 50 dB HL
  (Q & 6 dB SNR)
Aided SRS at 50 dB HL
  (Q & 6 dB SNR)
APHAB
WRS: word recognition score, SRS: sentence recognition score, 
Q: quiet, SNR: signal-to-noise ratio, APHAB: abbreviated profiles 
of hearing aid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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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Word recognition scores (WRS) measured in quiet and noisy situation at pre- and post-test. A: Auditory training group. B: Non-au-
ditory train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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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entence recognition scores (SRS) measured in quiet and noisy situation at pre- and post-test. A: Auditory training group. B: Non-
auditory train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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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능훈련에 따른 문장인지도의 변화

Figure 2A에서 알 수 있듯이 청능훈련 전과 후에 측정한 훈

련그룹의 평균 문장인지도는 조용한 곳에서는 76.0%에서 

85.3%(중위수: 66, 82%, Z = -2.38), +6 dB SNR 잡음 하에서는 

66.6%에서 80.3%로 상승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중위

수: 66, 82%, Z = -2.53). 그러나 Figure 2B에서 사전 및 사후 평

가에서 측정한 비훈련그룹의 평균 문장인지도는 조용한 곳에

서 76.6%와 78.3%(중위수: 78.5, 78.5%), +6 dB SNR에서 

69.4%와 70.0%(중위수: 69.5, 68.5%)로, 두 가지 상황 모두 문

장인지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청능훈련에 따른 APHAB의 변화

Figure 3A에서 알 수 있듯이 훈련그룹의 APHAB 결과는 

easy communication (EC), background noise (BN), rever-
beration (RV), aversiveness of sound (AV)가 사전 평가에서 각

각 31.9, 53.4, 48.4, 46.6%(중위수: 31, 59, 42.4, 49%), 사후평가

에서는 각각 26.8, 45.4, 39.8, 41.6%(중위수: 26.8, 52.9, 40.3, 

44.6%)로 나타나 모든 범주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Z 

= -2.52, -2.52, -2.52, -2.02, p ＜ 0.05). 그러나 Figure 3B에서 
비훈련그룹의 APHAB 결과는 EC, BN, RV, AV의 평균 점수가 

사전 평가에서는 각각 43.1, 50.4, 46.8, 49.7%, 사후 평가에서는 

43.3, 49.2, 46.0, 50.3%로 나타나 모든 범주에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DISCUSSIONS

본 연구에서는 보청기를 착용한 감각신경성난청인을 대상으

로 환경음을 이용하여 회당 20분, 주 2회씩 8주간 청능훈련을 

실시하였다.

8주간 청능훈련을 실시하여 사전 및 사후 평가를 비교하면 

조용한 곳에서 단어인지도는 6%, 문장인지도는 9.3%가 증가하

였고, 잡음 하에서는 단어인지도는 10.5%, 문장인지도는 13.7%

가 증가하였다. Morais et al.(2015)은 경도난청 노인을 대상으

로 단음절을 이용하여 청능훈련을 시행했을 때 단어인지도가 

9.63% 향상되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국내의 청

능재활 훈련에서 Yeo et al.(2014)은 난청성인을 대상으로 문장

을 이용한 청능훈련 시 단어인지도는 21~39% 향상되었고 문장

인지도 또한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Kwon et al.

(2013)은 난청성인을 대상으로 문장을 이용한 청능훈련에서 단

어인지도와 문장인지도가 22%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

구와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Burk & Humes(2008)는 난청성인

을 대상으로 단음절을 이용한 훈련에서 훈련에 사용한 단어인

지도가 44% 향상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청능훈련에서 단음

절을 사용해 평가를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주관적 만족도 평가 도구인 APHAB는 EC, BN, RV, AV 등

의 4가지 상황의 결과에서 훈련 전 EC, BN, RV, AV에서의 불

만족도가 31.9, 53.4, 48.4, 46.6%였고 훈련 후 동일 범주에서의 

불만족도가 26.8, 45.4, 39.8, 41.6%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 결과  

평균 6.6% 정도 불만족도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

구에서 Yeo et al.(2014)의 APHAB 설문지는 청취 환경적 측면

의 점수가 평균 8.47% 개선되었고 Kwon et al.(2013)은 Korean 

Version of Outcome Inventory for Hearing Aids (K-IOI-HA) 

(Chu et al., 2012) 설문지를 통해 일상생활의 변화 측정에서 이

익과 삶의 질에 관한 문항이 향상되었는데, 이는 청능훈련이 주

관적 또는 심리음향적 핸디캡의 감소에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

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청능훈련이 주관적 또는 심리음향적 핸

디캡의 감소에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음을 이용하여 청능훈련을 실시하였을 

때 어음인지도의 변화를 알아보는 연구로, 환경음이 어음과의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음과 어음 인지에 대한 연구

를 살펴보면 첫째, 소리에 대한 지각은 뇌의 신경가소성에 기초

한다(Brouns et al., 2011). 둘째, 환경음 지각능력은 어음지각능

력과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다소 복합적인 환경음을 처리

하는 과정이 어음을 지각하는 방법과 공통적인 요인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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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PHAB scores measured at pre- and post test. A: Auditory training group. B: Non-auditory training group. APHAB: abbreviated 
profiles of hearing aid benefit, EC: easy communication,  BN: background noise, RV: reverberation, AV: aversiveness of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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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hafiro et al., 2011). 마지막으로 

높은 환경음인지도(80~94%)를 가진 피검자가 그렇지 않은 피

검자보다 34% 정도 높은 어음인지능력을 통해 환경음과 단음

절 인지의 연관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서 본 연구의 환경음 청

능훈련이 어음인지도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청능훈련과 훈련의 횟수와 기간을 비교하여 보

았을 때 Yeo et al.(2014)의 경우 주 1회 12주, Kwon et al.(2013)

의 경우 주 1회 8주였으나, 본 연구는 주 2회 8주, 총 16회였다. 

Humes et al.(2014)은 청각 장애 노인에 대한 훈련 도구와 기간

에 따른 청능훈련 효과 연구에서 주 3회씩 5주 또는 주 2회씩 

7.5주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음성을 도구로 하여 소

음 하에서의 훈련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환경음

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서 Lee & Kim(2011)은 환경음 주파수 

분석 결과 환경음의 에너지가 주로 분포한 주파수를 기준으로 

저주파수(250~500 Hz), 중주파수(500~2,000 Hz), 고주파수

(2,000~8,000 Hz)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환경음은 넓은 

주파수 대역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반복되는 패턴이 

많은 시간적 정보 특성이 있어 환경음 인지 시 단음절보다 청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더 풍부하다고 말하고 있다. Gygi 

et al.(2004)은 건청성인을 대상으로 시간적 포락선(temporal 

envelope) 특성에 의해 환경음을 인지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주

파수 정보가 제한적일지라도 시간적 정보로 환경음의 인지가 

가능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환경음의 어음인지와 또 다른 특

성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이 훈

련의 횟수와 강도에 비해 효과가 적게 나타난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조용한 상황보다 잡음 하에서 좀 더 많이 상승하

였다. 단어인지도는 조용한 곳에서 6%, 잡음 하에서 10.5%, 문

장인지도는 조용한 곳에서 9.3%, 잡음 하에서 13.7% 증가하였

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소음 속 훈련과 8주간의 계속된 훈

련으로 인한 집중력 향상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훈련그룹은 단어인지도가 높은 대상자일수록 

환경음 또한 잘 인지하였고, 잘 인지하지 못한 환경음은 단음절

과 동일한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구별하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주파수별 특성에 의해 고주파 대역의 청력역치레

벨이 훈련그룹에서는 매미소리와, 새소리 등을 잘 인지하지 못

하였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훈련이기에 비트박스 소리와 반복 

패턴이 없는 지퍼소리, 변기 물 내리는 소리 등은 거의 인지하

지 못하였다. Lee & Kim(2011)의 연구에서는 난청 기간이 긴 

인공와우 착용자가 비교적 저하된 환경음 인지도를 보였는데, 

이는 환경음에 대한 청능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난청 기간이 

길수록 환경음에 실제로 노출될 기회가 적어서 인지도 또한 좋

지 않았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음 인지훈련이 어음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훈련으로, 환경음을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한 결과 장기간 

계속된 훈련으로 인한 지루함과 피로함을 호소하여 중도에 훈

련을 포기하는 대상자가 있었다. 그리고 대상자가 대부분 노인

이었기 때문에 APHAB 설문이나 단어인지도 및 문장인지도의 

평가에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좀 더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

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청년 또는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보청기를 착용한 감각신경성난청인을 대상으로 

주 2회씩 8주간의 환경음만을 이용한 청능훈련을 실시했을 때 

조용한 곳 및 소음 상황에서 보청기 착용 후의 단어인지도와 

문장인지도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환경음의 인지

능력이 어음인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로 생각할 수 있으며, 

향후 단어나 문장으로 훈련이 불가능한 경우에 청능훈련 도구

로 사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심 단어0:0�청능훈련·환경음·난청인·보청기·감각신경성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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