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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난청을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흔한 주요 장애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후

천성 난청은 당뇨와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의 발병수를 넘어, 

2030년에는 7번째의 주요장애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Mathers et al., 2008).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

과에 따르면, 난청으로 인한 진료인원이 2008년 22만 2,000명

에서 2013년 28만 2,000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했으며, 전

체 연령대에서 60대 이상이 4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

고, 50대 7.1%, 40대 11.5% 순으로 난청으로 인하여 병원을 찾

는 인구가 노년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4). 

보청기가 난청을 중재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

고 의사소통의 능력이 기대만큼 증대하지 않거나 불편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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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많은 사용자가 보청기 착용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20

년간의 보청기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신호대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s, SNRs)가 향상되며 보청기의 착용을 통한 의사소

통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보청기 만족도는 과거에 비하여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Kochkin, 2010). 그러나 여전히 보청기 착

용 후 소음 상황에서의 단어인지도(word recognition score)와 

소리의 방향을 탐지하는 데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의사소통

의 개선이 미비하며, 소음상황에서 말소리에 대한 탐지, 변별, 

확인 및 이해가 어려워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Johnson & Dillon, 2011). 

이외에도 음향적 정보 듣기의 어려움은 청각적 기억력의 감

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다(Pichora-Fuller 

& Singh, 2006; Schneider et al., 2000). 의사소통의 증진은 음

향적 정보를 듣는 것만으로 증가하지 않으며 이를 이해하는 인

지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난청인의 의사소통을 개선

하기 위해서는 보청기의 착용만이 유일한 선택이 될 수 없으며, 

난청인 중심의 교육, 상담 그리고 청능훈련을 포함하는 재활치

료적 접근이 동반되어야 한다(Sweetow & Sabes, 2006).

청능훈련은 보청기를 통하여 들어가는 새로운 소리를 뇌에 

익히는 과정으로 집중적인 소리듣기 연습을 통해 소리를 듣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Sweetow & Sabes, 2006)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훈련은 보청기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의사소

통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Pichora-Fuller & Levitt, 2012). 

훈련의 방법으로는 음소와 단어 위주의(bottom-up approach)

의 분석적(analytic) 청능훈련과 일상생활 속의 의사소통 방식

과 유사한 문장, 이야기 등을 이용한 하향식 접근 방식(top-

down approach)의 종합적(synthetic) 청능훈련으로 나눌 수 있

다. 하향식 접근 방식의 종합적 청능훈련은 음향적인 정보와 함

께 인지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소리에 대한 집중

력의 증가로 뇌의 듣기활동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Henshaw & 

Ferguson, 2013), 의사소통 개선의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Yeo et al., 2014). 하향식 접근 방식의 종합적 청능훈련은 청자

에게 듣기활동을 통한 청각적 기억력을 요구하여 신경처리속도

의 향상과 함께 소음 하 어음인지 또한 증가하였음을 보였고

(Anderson et al., 2013), 훈련되지 않은 소리에 대한 기억력과 

처리속도에서도 일반적인 향상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Smith 

et al., 2009). 이러한 소리에 대한 집중력과 기억력 증가를 목적

으로 개발된 청각과 인지력의 통합훈련프로그램인 Listening 

and Communication Enhancement (LACEⓇ, Neurotone Inc., 

Redwood City, CA, USA)의 경우 자가 보고된 의사소통의 어

려움이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소음 속 대화, 청각적 작업 기억

(auditory working memory) 그리고 언어 처리의 속도에서 일

반적인 향상이 있음을 입증하였다(Sweetow & Sabes, 2006). 

청능훈련 프로그램인 LACEⓇ의 경우 통합적 사고능력을 요구

하는 하향식 접근방식의 훈련은 맞으나, 문장수준으로 개발되어, 

좀 더 높은 수준의 기억력을 요구하는 훈련은 가능하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사소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한국어 청

능훈련 도구 개발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의 청능훈련 도구는 환

경음(Ahn & Lee, 2016), 단어(Baek & Lee, 2016), 문장(Chang 

& Lee, 2016), 그리고 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야기까지 개발되

었다(Lim & Bahng, 2016). 앞의 개발된 한국어로 된 청능훈련 

도구 개발의 맥락에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리에 대

한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 그리고 문장 안에서 핵심단서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야기를 이용한 청

능훈련 도구를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였다. 난이도의 조절

은 신호대잡음비를 조절하도록 하여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환

경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듣기 능력의 향상을 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이야기 청능훈련 도구를 이용하여 

10주간의 소음 하 청능훈련이 어음인지능력과 주관적인 보청

기 만족도를 향상시키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EXPERIMENTAL 1]

MATERIALS AND METHODS 

이야기 청능훈련 도구의 개발

난청인의 보청기를 착용 후 어음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청능

훈련용 이야기의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야기 목록 수집

이야기의 난이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주제별로 이

야기를 수집하였다. 이야기는 우리나라 성인들이 알 수 있거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주제로 선정하였다. 각 주제당 5가지의 이

야기를 수집하였으며, 이야기는 네이버 두산백과, 어린이백과, 

음식백과,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유네스코 

유산 등을 참고하여 각 이야기당 4~5개의 문장으로 구성하였

다. 이야기를 듣고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

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야기는 총 11가지의 주제로 나

누어지며, 주제별로 5가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11가지의 주제(음식, 축제, 전통문화, 스포츠, 속담, 유명 명소, 

나라, 세계 유산, 건강, 인물, 기타)로 구성된 총 55개의 이야기

를 완성하였고 이야기를 듣고 답안지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구

성하였다. 답안지 형식은 서술하기, 선택하기, 빈칸 채우기 등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전통문화의 정월대보름을 예로 들면, “강강술래는 전라남도 

해안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여성들의 대표 민속놀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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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강술래는 우리나라 명절인 설, 대보름, 단오 그리고 추석

날 밤에 열렸는데, 그중에서 달이 밝은 추석날 밤에 가장 큰 강

강술래 판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 커다란 보름달이 보이면 동

네 여인들은 서로 손을 잡고 둥근 원을 만들며 강강술래를 돌

았습니다. 강강술래는 집안에만 머물며 외출이 힘들었던 여인

들이 밤새도록 놀 수 있었던 놀이로, 당시 여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1)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요? 

2) 이것은 어느 지역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나요? 

3) 이것이 가장 크게 열리는 날은 언제였나요? 

4) 이것은 누구를 위한 놀이였나요?

속담의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를 예로 들면,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아무도 안 듣는 상

황에서라도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또한, 

아무리 비밀리에 한 말이라도 반드시 남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

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말조심에 대해 비슷한 속담으로

는 ‘벽에도 귀가 있다’,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살은 쏘고 주

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등이 있습니다.”

1) ‘낮말은 (   )가 듣고 밤말은 (   )가 듣는다.’에 대한 설명입

니다.

2) 비슷한 속담으로는 ‘(   )에도 귀가 있다.’ 

3) 비슷한 속담으로는 ‘(   ) 없는 (   )이 (   )리 간다.’

4) 비슷한 속담으로는 ‘(   )은 쏘고 주워도 (   )은 하고 못 줍

는다.’

이야기 목록 타당성 검증

수집한 51개의 이야기 목록들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건청 성인 20~50대 32명이 참여하였다(연령범위: 26세~59세, 

남 20명, 여 12명). 참가한 모든 피검자는 검사의 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설문에 참가할 것을 동의하였다. 타당성 검

증방법은 수집한 50개의 이야기 지문과 질문을 읽고 청능훈련

용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하

였다. 이야기 및 질문을 구성하는 단어·문장·내용의 난이도, 

친숙도, 흥미도 항목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상·중·하로 평

가하였다. 

RESULTS

이야기 목록 타당성 검증 결과

설문 결과, 내용의 친숙도, 내용의 흥미도, 단어의 친숙도는 

대체적으로 상, 중에 많이 분포하였으며, 문장과 질문의 난이도

는 보통의 정도를 뜻하는 중이 우세하게 나와 이야기 목록이 

쉬운 수준의 훈련도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한 51개의 이야기에 대한 설문 평가를 바탕으로 단어와 

문장의 난이도를 조절하였으며, 내용의 친숙도와 단어 및 문장

의 난이도 결과를 중점적으로 이야기 수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기타 의견을 수

렴하여 “윤동주, 퇴계 이황, 헬렌켈러, 신사임당” 이야기를 추가

하였고, 추가된 4개의 이야기는 보청기 착용자 3명을 대상으로 

Figure 1. Questionnaire result for verifi-
cation of developed auditory train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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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의 이해, 질문 검증을 간단히 진행하였다. 이로써 55개의 

이야기에 대한 훈련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51개의 이야기에 대

한 32명의 설문 평가 결과는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이야기 목록 음원 제작

수집한 55개의 이야기들의 음원 녹음을 위해 한국어 표준말

을 사용하는 성인 여성 1명이 발화하여 녹음하였다. 녹음을 위

해 AT407 마이크(Audio-technica, Tokyo, Japan), TLM102 

(Neuman, Berlin, Germany)를 사용하였다. 녹음된 음원 데이

터는 Adobe Audition version 3.0 (Adobe, San Francisco, CA, 

USA)를 사용하여 각 음원의 root mean squares (RMS) 강도가 

동일하도록 조절하였다. 또한, 소음 하 청능훈련을 위해 Adobe 

audit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음원의 RMS는 25 dB, 앞·

뒤 휴지 간격은 500 msec로 조절하고, 소음의 경우 어음형태의 

소음(speech-shaped noise)을 0, 3, 6 dB SNR로 설정하였다. 

[EXPERIMENTAL 2]

MATERIALS AND METHODS 

이야기 청능훈련 효과 검증

연구 대상

청능훈련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난

청인 총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5명 중 8명은 청능 훈련그룹

(auditory training group, ATG)으로 참여하였고(남 6, 여 2), 7명

은 청능훈련을 받지 않는 비훈련그룹(non-training group, NTG, 

여 5, 남 2)으로 참여하였다. 훈련그룹, 비훈련그룹 대상자 15명

의 연령. 성별, 보청기 착용기간 및 하루 사용시간, 보청기 착용 

귀 등에 대한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훈련그룹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44.5세(범위: 24~59세, 표준편차: 11.31), 비훈련그

룹의 평균 나이는 59.1세(범위: 31~81세, 표준편차: 19.63)였다. 

훈련그룹이 하루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시간은 평균 10시간(표

준편차: 3.16)이었고, 비훈련그룹의 하루 보청기 사용시간은 평

균 6.9시간(표준편차: 2.36)이었다. 

청능훈련 전후 평가

청능훈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방음부스에서 훈련그룹, 

비훈련그룹을 대상으로 문장인지도검사(sentence recognition 

score)를 실시하였다. 훈련그룹, 비훈련그룹 모두 조용한 환경에

서의 문장인지도와 0, 3, 6 dB SNR 소음 하에서의 문장인지도 

검사를 위해 Korean Standard Sentence Lists for Adults 

(KS-SL-A) (Jang et al., 2008)를 검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청능

훈련의 주관적인 만족도 평가를 하기 위해 설문지 평가를 실시

하였으며, Korean version of International Outcome Inventory 

for Hearing Aids (K-IOI-HA) (Lee et al., 2005)를 훈련 전후

에 비교하였다(Table 2). 

청능훈련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청력검사기(GSI 61; Grason-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ATG and NTG subjects

Subjects Age (years) Gender HA experience (months) Daily use of HA (hours) HA fitting ear
ATG 

1 52.0 M 024 12 Both
2 38.0 F 004 08 Both
3 46.0 F 168 14 Both
4 41.0 M 108 09 Both
5 40.0 M 096 12 Both
6 56.0 M 060 13 Both
7 59.0 M 120 06 Both
8 24.0 M 004 06 Both
Mean 44.5 073 10

NTG
1 31.0 M 062 10 Both
2 69.0 F 024 04 Both
3 39.0 F 036 06 Both
4 48.0 F 012 06 Both
5 77.0 F 024 08 Both
6 69.0 F 018 10 Both
7 81.0 M 006 04 Both
Mean 59.1 026 6.9

ATG: auditory training group, NTG: non-training group, HA: hearing 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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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dler, Eden Prairie, MN, USA), TDH-50P 헤드폰(Telephon-
ics, Farmingdale, NY, USA), 스피커를 사용하였다. 훈련그룹

의 경우 평가는 총 2회, 훈련 시작 전인 0주, 10주 훈련이 끝난 

직후인 10주에 동일하게 시행하였다. 비훈련그룹의 경우 훈련

은 받지 않았으며 0주, 10주에 걸쳐 훈련그룹과 동일한 검사를 

2회 실시하였다.

청능훈련 절차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IRB #AUD4391 

75)에 따라 두 그룹의 피검자는 검사 및 훈련에 대한 설명을 충

분히 들은 후 참가 동의서에 서약하였다. 훈련 중간에 언제든 원

할 경우 훈련을 중단할 수 있으며, 훈련을 완수할 경우 훈련그룹

과 비훈련그룹 각각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청능훈련은 개발된 이야기 청능훈련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의 주관식형 청능훈련을 

시행하였다. 주 1회씩 대략 40분의 청능훈련을 10주간 시행하

였다. 청능훈련은 소음 수준이 50 dBA 이하인 빈 강의실과 같

이 조용한 환경의 공간에서 진행하였다. 훈련 강도 수준은 난청

인 각각의 쾌적레벨(most comfortable level)에서 스피커가 내

장된 노트북(LG15N54; LG, Seoul, Korea)을 사용하여 제시

하였다. 녹음된 이야기를 듣고 문제지에 제시된 4개의 주관식 

문제를 통해 이야기 속 핵심 단어를 찾는 하향식 접근 방식의 

청능훈련을 진행하였다. 

훈련의 난이도는 난청인의 능력에 따라 조절하였다. 소음은 

어음형태 소음을 이용하여 0, 3, 6 dB SNR 상황에서 훈련하였

으며, SNR 강도는 정답률에 따라 다르게 제시하였다. 대상자가 

80%의 정답률을 보이는 SNR에서 훈련을 시작하여 0, 3, 6 dB 

SNR로 순서대로 제시하였으며, 6 dB SNR에서도 핵심키워드

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용한 상황에서 제시하였다. 조용한 

상황에서 듣게 된 키워드는 처음 제시한 SNR 강도에서 다시 

들려주어 소음 하에서 인지가 되는지 확인하였다. 총 55가지의 

이야기 지문을 사용하였으며, 1회 훈련당 5~6개의 이야기를 이

용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다.

청능훈련의 효과를 주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로는 Lee et al.(2005)이 발표한 K-IOI-HA를 사용하였다. K-

IOI-HA는 신뢰성 평가와 보청기 착용후의 청능훈련 결과를 

평가하여 사용자의 주관적 만족도를 확인하는 설문조사이며, 

설문지는 총 7개의 문항(하루 평균 사용시간, 도움의 정도, 사

용 후 개선 정도, 보청기 사용의 가치, 보청기 사용 후 불편 정

도, 타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상황, 삶의 질 개선 정도)으로 이루

어져 있다. 문항당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총 점수는 최소 5점에서 최대 35점이다.

통계분석

본 연구결과의 자료분석은 SPSS (PASW Statistics 18, IBM, 

Armonk, NY,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룹(훈련그룹, 비

훈련그룹)은 그룹 간 독립변수로, 평가 시기(0주, 10주)와 듣기 

조건(조용한 상황, 0, 3, 6 dB SNR)을 그룹 내 독립변수로, 소

음 하 문장인지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반복 측정 삼원분산분석

(three way mixed ANOVA with 2 within-subject factors and 

1 between-subject factor)을 실시하였다. 훈련그룹과 비훈련그

룹의 훈련 전후 K-IOI-HA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훈련 전후를 독립변수로, K-IOI-HA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비모수 통계분석(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실시하였다. 비

모수 통계 결과에서는 중위수(50th)를 비교하였으며, Z값을 보

고하였고, p ＜ 0.05를 기준으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RESULTS

훈련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0주, 10주에 훈련그룹과 비훈련그

룹을 대상으로 조용한 상황, 0, 3, 6 dB SNR에서 시행한 소음 

하 문장인지도와 설문 평가를 실시하였다. 설문 평가로는 K-

IOI-HA 설문지를 0주와 10주에 각각 평가하였다.

객관적 훈련 효과 평가: 훈련 전후 소음 하 문장인지도 평가

훈련그룹을 대상으로 0주에 평가한 조용한 상황, 0, 3, 6 dB  

SNR에서의 소음 하 문장인지도 검사 결과 89.06%(표준편차: 

9.3), 60.94%(표준편차: 17.6), 45.94%(표준편차: 23.6), 

30.94%(표준편차: 16.9)였다. 10주에 동일한 조건에서 검사한 결

과 95.31%(표준편차: 7.0), 72.81%(표준편차 17.9), 61.56%(표준편

차: 29.5), 41.56%(표준편차: 23.5)였다(Figure 2A).

비훈련그룹을 대상으로 0주에 평가한 조용한 상황, 0, 3, 6 

Table 2. Evaluation schedule to evaluate efficacy of auditory training

Evaluation at 0 week 
(baseline evaluation before training)

Training
Evaluation at 10 week 

(immediately after 10-week training)
ATG SRS (quiet, 0, 3, 6 dB SNR) 10-week training Same protocol at 0 week

K-IOI-HA
NTG Same protocol as in ATG No training Same protocol at 0 week

ATG: auditory training group, NTG: non-training group, SRS: sentence recognition score, SNR: signal to noise ratio, K-IOI-HA: Korean 
version of international outcome inventory for hearing 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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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SNR에서의 소음 하 문장인지도 검사 결과 92.14%(표준편

차: 5.3), 68.93%(표준편차: 26.5), 60.71%(표준편차: 23.6), 

39.64%(표준편차: 39.3)였다. 10주에 동일한 조건에서 검사한 

결과 88.57%(표준편차: 8.9), 66.43%(표준편차: 25.3), 57.5%(표

준편차: 25.7), 35.71%(표준편차: 35.4)였다(Figure 2B).

훈련 전후(0주, 10주)와 그룹 간 소음 하 문장인지도가 유의

하게 달랐는지 반복 측정 삼원분산분석(repeated measure-
ment of three way ANOVA)을 시행한 결과 훈련 전후에 따라 

문장인지도가 유의하게 달랐으며[F(1, 13) = 17.26, p ＜ 0.05] 

그룹의 주 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1, 13) = 0.02, p ＞ 

0.05]. 문장인지도 검사 조건(조용한 상황, 6, 3, 0 dB SNR)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76, 22.85) = 55.11, p ＜ 

0.05]. 훈련 전후와 그룹 간 상호작용을 비교한 결과, 훈련그룹

의 경우 훈련 전보다 훈련 후에 문장인지도가 56.72%(표준편

차: 6.9)에서 67.81%(표준편차: 7.3)로 향상되었으며, 비훈련그룹

의 경우 훈련 전 65.36%(표준편차: 7.4)에서 62.05%(표준편차: 

7.8)로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훈련 전후와 그룹 간 상

호작용은 유의하며[F(1, 13) = 58.94, p ＜ 0.05], 훈련그룹의 소

음 하 문장인지도가 훈련 후 유의하게 향상하였고 비훈련그룹

의 소음 하 문장인지도는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확인하

였다. 

주관적 훈련 효과 평가: K-IOI-HA 결과 비교

훈련그룹과 비훈련그룹의 훈련 전후 K-IOI-HA 설문조사 결

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비모수 통계분석(Wilcoxon signed rank 

test)을 각각 실시한 결과, 훈련그룹은 훈련 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비훈련그룹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0주 평가에 실시한 훈련그룹의 K-IOI-HA 평균값은 26점(표준

편차: 2.4)이 나왔으며, 10주 평가에 실시한 결과 27.63점(표준

편차: 3.4)으로 증가하였다. 훈련그룹의 K-IOI-HA의 중위수

(50th)를 비교하면 0주 평가에서는 2.56점, 10주에 평가에서는 

28.5점으로 증가하였다. Z값은 -1.983이며, p값은 0.047로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0주 평가에 실시한 비훈련그룹의 K-

IOI-HA 평균값은 26점(표준편차: 6.2)이었으며, 10주 평가에 

실시한 결과 24.57점(표준편차: 6.4)으로 감소하였다. 비훈련그

룹의 K-IOI-HA의 중위수(50th)를 비교하면 0주 평가에서는 

25점, 10주 평가에서는 22점으로 감소하였다. Z값은 -1.289, 

p값은0.197로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다(Figure 3).

DISCUSSIONS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환경음, 단어, 문장, 이야기 수준의 청

능훈련 도구 개발과 맥락을 이어, 4~5문장으로 구성된 이야기

와 질문으로 이루어진 훈련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개발

된 도구를 이용하여 청능훈련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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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entence recognition score (%) in quiet, 6, 3, 0 dB SNR condition for ATG (A) and NTG (B) at 0-week (white bar) and 10-week (gray 
bar);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t all conditions in ATG (A). SRS: sentence recognition scores, SNR: signal to noise ratio, ATG: auditory 
training group, NTG: non-train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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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K-IOI-HA for ATG and NTG at 0-week (white bar) and 10-
week (gray bar), bar means SD. *p < 0.05. SD: standard deviation. 
K-IOI-HA: Korean version of international outcome inventory for 
hearing aids, ATG: auditory training group, NTG: non-train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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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능훈련 효과 검증은 보청기 착용자를 대상으로 10주간 청

능훈련을 시행하였으며, 소음 하 청능훈련을 위해 개발하고 녹

음된 음원에 어음형태소음을 0, 3, 6 dB SNR로 삽입하였다. 훈

련의 난이도는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조절하여 80% 이상의 정

답률을 보일 경우, 소음이 좀 더 큰 단계로 진입하여 난이도를 

상향 조절하였다. 소음이 없음에도 난청인이 계속적으로 오답

을 보일 경우 지문을 보여주며 스스로 잘못 들었던 부분을 확

인하고 다시 반복적으로 듣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훈련 전후 평가에서 소음 하 문장인지의 능력은 유의하게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배경 소음 속에서의 의사소통은 

건청인에게도 어려움을 주며, 난청인들에게는 높은 어음인지력

을 요구한다. Burk & Humes(2008)는 음향학적 소음 대 잡음

비 향상을 위한 방향성 마이크, 소음 감소 알고리즘 등의 개발

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계적인 도움 외에 중요한 것은 

청능훈련을 통한 청자의 인지능력의 향상이라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 소음 하 청능훈련 연구로, Kwon(2014)은 8주간의 청

능훈련이 소음 하 어음인지력과 사용하는 보청기의 주관적인 

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6주 동

안 소음 하에서 문장을 사용해 청능훈련을 실시한 결과, 소음 

하 문장인지도와 보청기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하게 향상

되었다고 밝혔다(Yeo et al., 2014). 이외에도, 다양한 청능훈련 

자극음(문장, 자음, 환경음)을 이용한 8주간의 소음 하 청능훈

련이 인지도와 주관적인 만족도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연구

(Lee, 2016)도 있었다. 훈련에 사용한 자극음의 종류는 달랐지

만 본 연구와 비슷하게 모두 소음 하 문장인지가 늘어났다는 

점은 선행 연구의 결과를 본 연구의 결과가 뒷받침하였다.

청능훈련의 주관적 만족도 향상을 평가하기 위해 K-IOI-

HA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K-IOI-HA 설문 결과, 훈련그룹의 

경우 훈련 전후에 점수가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비훈련그룹의 경우 훈련 전후에 점수가 감소하였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훈련에 참여

한 훈련그룹의 K-IOI-HA 점수만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이

를 통해 주관적인 만족도가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두 그룹의 나이와 보청기 착용시간 등이 달라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는 이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10주간의 청능훈련 후 자체적으로 실시한 인터뷰에서는 훈

련 참가자 모두 지난 10주간의 청능훈련이 일상생활에서 도움

이 되었다고 답하였으며, 소음 하 청능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답을 하였다. 청능훈련을 위한 51개의 이

야기 검증단계에서 대다수의 설문참여자들이 4~5문장으로 이

루어진 이야기는 난청인의 청능훈련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난이

도가 높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훈련에 참

여한 훈련그룹 중에는 조금 더 어려운 훈련 도구를 원하는 경

우도 있었다. 이는 난이도가 다양한 훈련도구를 개발할 필요성

을 제시한다. 

청능훈련을 하는 목적은 단순히 어음인지 등의 점수를 향상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과의 의사소통

을 향상시키고 난청으로 인한 생활 속의 어려움을 감소시켜 삶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현대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

하고 있는 시점에서, 난청으로 인한 고용, 우울증, 사회적 고립 

그리고 삶의 질 저하 등의 어려움(Davis et al., 2007)이 대두됨

에 따라 보청기 착용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능훈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도 문장을 이용한 청능훈련 

도구개발(Chang & Lee, 2016), 환경음을 이용한 청능훈련 도

구개발(Ahn & Lee, 2016), 가로세로 단어판을 이용한 청능훈

련 도구개발(Baek & Lee, 2016) 그리고 이야기를 이용한 청능

훈련 도구개발(Lim & Bahng, 2016) 등 여러 가지 청능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개발되었다. 앞으로 접근성이 용이하

고, 흥미롭고 다양한 난이도의 청능훈련 도구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된다면, 난청인의 청능훈련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

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LACEⓇ 프로그램과 같이 컴퓨터화된 

청능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

유롭게 청능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면, 바쁜 현대인들 뿐만 아

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쉽게 청능훈련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0:0�청능훈련·난청인·보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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