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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청각장애는 2015년 등록된 15가지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 시

각장애, 뇌병변 장애에 이어 253,334(10.1%)명으로 네 번째의 

빈도를 보이는 장애였으나, 최근 2016년에는 지체장애에 이어 

271,843(10.8%)명으로 두 번째의 빈도를 보이는 장애로 보고되었

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또한 청각장애는 지적장애, 지체장애, 자폐

성 장애, 발달지체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특수교육 대상자

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인원의 총 대상

자는 87,950명이고 그중 청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총 

3,401(3.9%)명이다. 이 중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863(25.3%)명이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가 700(20.6%)명이며,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1,816(53.4%)명으로 일반학교에서 교

육을 받는 경우가 청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중 74%에 달하며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22(0.6%)명으로 매

우 적은 수가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6). 이와 같이 요즈음의 특수교육 형태는 특수

교육기관인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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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으로 점점 전환되고 있다. 특수교육 통

계에서 보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복지법인 혹은 재단법인으

로 운영되는 청각장애 지원기관도 청각장애의 교육을 담당하

는 중요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청각장애 

아동이나 성인들이 거주하며 도움을 받는 수용시설로 삼성농

아원, 메아리동산, 성동원, 성심농아재활원 등이 있는데 2016년 

기준으로, 삼성농아원에 35명, 메아리동산에 39명, 성동원에 19

명, 성심농아재활원에 73명으로 총 166명의 청각장애아동 및 성

인이 청각장애 지원기관에 거주하며 도움을 받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b). 이 중 충주에 위치해 있는 성심

농아재활원이 가장 큰 규모이며 39명의 기관 종사자가 함께 생

활하고 있다. 따라서 청각장애 지원기관에서 생활하는 원생들

의 청력과 보장구 형태 및 의사소통 방식에 따른 적절한 자극

과 재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재활원생의 청력과 의사소통 방식 및 보장구 이득을 고려

하지 않고 청각 및 언어재활 서비스가 제공될 시 재활의 효율성

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장구 형태에 따른 이득 수

준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높은 수준의 강도로 의사소통을 하게 

될 경우, 불쾌 수준(most uncomfortable level)에 도달할 수 있

고, 오히려 어음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Stude-
baker et al., 1999) 이로 인해 보장도 만족도가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재활 시 의사소통 방식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수화만 사

용하는 원생에게 구화로만 접근하거나 구화가 가능한 원생에

게 계속 수화를 사용할 경우 적절한 청각과 언어기능 발달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조사는 성심농아재활원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기관의 

질 높은 재활서비스를 위해 원생들의 청력평가와 보청기 착용 

등의 청각 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여, 그 취지를 존중

하며 진행하였다. 본 사례연구의 목적은 성심농아 재활원생들의 

청력상태를 확인하고, 청각 및 언어 재활 서비스의 실태와 효율

성을 분석하여 재활원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고 보장구

의 착용 만족도를 높여 성심농아재활원생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 함에 있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2016년 6월 24일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재활원의 검사 대상인

원은 검사일 기준으로 재활원 내 기숙하거나 통학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총 58명(평균 연령 14.72세, 연령범위 7~36세, 남 35, 

여 23)이었다. 이 중 청각장애 외에 중복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수는 13명으로 뇌병변 장애 2명, 지적장애 5명, 적응장애 1명, 

언어장애 4명, 지적 및 지체장애 1명이었다. 보장구 착용형태로 

분류할 때, 편측 인공와우 착용자는 19명, 양측 인공와우 착용

자는 3명, 양측 보청기 착용자는 18명, 편측 보청기 착용한 경

우, 이형(bimodal)으로 한쪽은 인공와우를 다른 한쪽은 보청기

를 착용한 경우, 그리고 아무런 보장구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6명씩이었다(Table 1). 총 58명의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의

사소통 방식은 수화와 구화를 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42명, 

수화만 사용하는 경우가 15명, 구화만 사용하는 경우가 1명이었

다. 진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방문 일주일 전 검사대상자들의 

기본적인 정보(나이, 성별, 보장구 착용 형태, 의사소통 방식)를 

미리 조사하였으며, 보청기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한국어로 번

역된 국제 표준 보청기 효과 지수(Korean International Out-
come Inventory for Hearing Aids, K-IOI-HA) 설문지를 이용

하였다(Bentler et al., 2016). IOI-HA 설문지는 성심농아재활원

생들에게 미리 배포하여 검사 전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방법

상용화된 이경 검사 도구(WEL22820; Welch Allyn, Ska-
neateles Falls, NY, USA)를 통해 외이도 내 귀지 및 고막의 상

태를 확인하고, 고막운동도 검사를 휴대용 고막운동검사기기

(MT10; Interacoustics, Assens, Denmark)로 실시하여 중이 구

조물의 상태를 평가하는 고막운동도(tympanometry) 검사를 실

Table 1. Subjects’ information of hearing devices

 Type of hearing device HI
Types of disability

Total
BL ID AD LD IPD

                 CI-U 15 1 - - 3 - 19
                 CI-B 3 - - - - - 3
                 HA-U 4 1 1 - - - 6
                 HA-B 16 - 2 - - - 18
                 Bimodal 5 - - 1 - - 6
                 None 2 - 2 - 1 1 6
                 Total 45 2 5 1 4 1 58
CI-U: cochlear implanted unilaterally, CI-B: cochlear implanted bilaterally, HA-U: hearing aided unilaterally, HA-B: hearing aided bilateral-
ly and disabilities, HI: hearing impairment, MD: multiple disability, BL: brain lesions, ID: intellectual disability, AD: adjustment disorder, 
LD: language disorder, IPD: intellectual and physical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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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이동용 순음검사기기(SA 204; Entomed AB, Malmo, 

Sweden)로 기도와 골도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였다. 효율적이

고 신속한 검사진행을 위해 기도는 250, 500, 1,000, 2,000, 4,000, 

8,000 Hz, 골도는 500, 1,000, 2,000 Hz의 역치를 측정하였다. 또

한 보장구 기능이득을 검사하기 위해 보청기를 착용하고 음장

에서 스피커를 0̊ 로 위치한 상태에서 성심농아재활원에 비치

된 순음청력검사기(Harp; Inventis, Padova, Italy)를 이용하여 

wable tone으로 보장구의 기능 이득 역치를 측정하였다. 동일

한 검사상황에서 스피커를 통하여 한국어음청각검사(Korean 

speech audiometry, KSA)로 어음인지역치(speech recognition 

threshold, SRT)와 단어인지도(word recognition score, WRS)

를 피검자의 연령에 맞는 목록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Lee et 

al., 2010). 어음청각검사에서 따라 말하기가 어려운 원생들의 

경우 어음을 들려주고 들리면 버튼을 누르는 형식의 어음탐지

역치(speech detection threshold, SDT)를 측정하였고, 해당 검

사마저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어음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단어인지도는 보장구를 착용한 후 쾌적수준(most comfortable 

level, MCL)으로 반응하는 정도인 60~75 dB HL에서 검사하였

다. 순음청력검사 2개조, 보장구 기능이득 검사 및 KSA 1개조, 

이경 및 중이 검사 1개조 총 4개조를 구성하여 하루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검사의 진행 시 배경소음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조용한 사무실에서 검사를 진행하였고 해당 검

사가 끝난 후 다음 검사의 안내 및 검사 인원의 관리는 성심농

아재활원에서 직접 진행하였다. 각 검사에서 피검자가 수화만으

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대상자가 중복장애가 있어 검사자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수화통역을 하여 검사를 원활히 진행

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다.

연구 절차 및 분석 

평균순음역치는 500, 1000, 2,000 Hz를 이용하여 삼분법으

로 분석하였고 한 주파수에서 검사기기의 최대강도에서도 반응

하지 않을 경우 두 주파수를 이용해 평균순음역치를 평가하였

다. 하나 혹은 두 주파수 이상에서 검사기기의 최대강도에서 반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파수 최대강도에 10 dB HL을 더해 250 

Hz에서는 110 dB HL로 8,000 Hz에서는 120 dB HL, 500, 

1,000, 2,000, 4,000 Hz에서는 130 dB HL로 계산하였다. 골도

평균역치는 500, 1,000, 2,000 Hz를 이용하여 삼분법으로 분석

하였고 검사기기의 최대강도에서 반응하지 않은 주파수의 경우 

최대강도에 10 dB HL을 더해 500 Hz에서는 70 dB HL, 1,000, 

2,000 Hz에서는 80 dB HL로 계산하였다. 보장구 기능 이득 역

치는 보장구가 없는 6명과 검사가 불가한 경우 6명을 제외하여 

총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분석하였다. 보장구 기능 이득 

평균 역치는 500, 1,000, 2,000 Hz를 이용하여 삼분법으로 분석

하였다. 검사기기의 최대강도에서 반응하지 않았던 주파수에서 

최대강도에 10 dB HL을 더해 250과 8,000 Hz에서는 95 dB 

HL로 500, 1,000, 2,000, 4,000 Hz에서는 105 dB HL로 계산

하였다. IOI-HA는 보장구 미착용자 6명과 중복장애로 인해 설

문지를 이해할 수 없어 작성하지 못한 2명을 제외하고 보청기뿐

만 아니라 인공와우 및 이형 착용자를 포함한 총 50명이 작성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각 7문항으로, 1) 하루 착용시간

(daily use), 2) 착용효과(benefit), 3) 착용 시 활동의 제한 정도

(residual activity limitations), 4) 만족도(satisfaction), 5) 착용 

시 사회적 참여의 방해 정도(residual participation restrictions), 

6) 주변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impact on others), 7) 삶의 질의 

향상도(quality of life)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따른 결과

를 보장구 착용 형태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고 

총점이 보장구 착용 형태에 따라 유의미한지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23.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보장구 착용 형태별 보장구 기능 

이득 역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보기 위해 Shapiro-

Wilk test로 각 그룹의 정규성 검정 후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통해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

한 IOI-HA 총점이 보장구 착용 형태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Shapiro-Wilk test로 각 그룹의 정규성 검

정 후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그룹 간 유

의미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IOI-HA의 각 문항당 보장구 형태별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사용

하였다. 문항에 따라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경우 Bonferroni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고 유의수준 0.05 미만에서 분석하였다. 

RESULTS

이경 검사 결과 우측은 외이도 내 귀지가 부분적으로 위치하

고 있는 경우가 30명, 귀지로 인해 외이도가 완전히 막힌 경우

가 1명, 외이도 내 출혈과 고름이 있는 경우가 1명, 고막이 관찰

되지 않은 경우 1명, 고막을 잘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외이도의 

상태가 건강한 경우가 25명으로 나타났다. 좌측의 경우 외이도 

폐쇄증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1명을 제외하고 외이도 내 귀

지가 부분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28명, 고막을 잘 관찰

할 수 있을 만큼 외이도의 상태가 건강한 경우가 29명으로 나

타났다. 

고막운동도 검사 결과, 우측은 A형이 52(89.7%)명, B형이 

5(8.6%)명, C형이 1(1.7%)명이었다. B형을 보인 대상자들은 이경 

검사 시 출혈이나 고름을 보인 경우와 귀지로 인해 고막을 관찰

할 수 없었던 경우 2명이 모두 포함되었다. 좌측의 경우 A형이 

53(91.3%)명, B형이 2(3.5%)명, Ad형이 1(1.7%)명이었고 외이도 



260

Hearing Status for Children in Sungsim Deaf Rehabilitation CenterASR
폐쇄증 및 외이도 용적 초과로 검사가 불가한 경우가 2(3.5%)명

이었다. Table 2는 검사대상자 총 58명(116귀)의 이경 검사 결과

와 고막운동도 검사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순음청력검사는 중복장애로 인해 검사 진행이 불가능한 4명

을 제외하고 총 54명이 참여하였는데, 우측의 기도 청력 평균역

치는 500, 1,000, 2,000 Hz에서 모두 반응하여 총 37명의 삼분

법 분석 결과가 95.70 dB HL이었으며 그 외 하나 혹은 두 주파

수 이상에서 청력검사기의 최대 강도에서 반응이 없는 17명의 

경우 해당 주파수에 10 dB을 더하여 표기하여 123.92 dB HL

의 평균순음역치를 나타냈다. 따라서 54명의 우측 기도 청력 

평균 역치는 109.81 dB로 나타났다.

54명 중 좌측에서 기도 역치를 500, 1,000, 2,000 Hz에서 모

두 반응하여 삼분법한 평균순음역치는 총 41명에서 분석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95.30 dB HL이었으며 그 외 하나 혹은 두 주

파수 이상에서 청력검사기의 최대 강도에서 반응이 없는 13명

의 경우 해당 주파수에 10 dB을 더해 125.38 dB HL의 평균순

음역치를 나타냈다. 따라서 54명의 좌측 기도 청력 평균 역치는 

110.34 dB로 나타났다.

우측 골도 검사는 총 58명 중 중복장애 및 골 진동체 부착에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협조가 어렵거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 검사 진행이 어려운 7명을 제외하고 51명에게 실시

하였다. 우측의 골도 청력 평균역치는 500, 1,000, 2,000 Hz에서 

모두 반응하여 삼분법한 총 10명에서 분석한 결과가 54.33 dB 

HL이었다. 그 외 하나 혹은 두 주파수 이상에서 청력검사기의 

최대 강도에서 반응이 없는 41명의 경우 해당 주파수에 10 dB 

HL을 더해 70.23 dB HL의 평균 골도역치를 나타냈다. 따라서 

51명의 우측 골도 청력 평균 역치는 62.28 dB로 나타났다.

좌측 골도 검사는 총 58명 중 중복장애 및 골 진동체 부착에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협조가 어렵거나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5명을 제외하고 총 53명에게 실시하였다. 우측의 골도 청력 평균

역치는 500, 1,000, 2,000 Hz에서 모두 반응하여 삼분법한 총 11

명에서 평균순음역치를 분석한 결과는 56.51 dB이었다. 그 외 하

나 혹은 두 주파수 이상에서 청력검사기의 최대 강도에서 반응

이 없는 42명의 경우 해당 주파수에 10 dB HL을 더해 70 dB HL

의 평균 골도역치를 나타냈다. 53명의 좌측 골도 청력 평균 역치

는 63.25 dB로 나타났다.

보장구 기능이득 검사는 총 58명 중 보장구가 없거나 중복장

애로 인해 검사가 불가한 12명을 제외하여 46명에게 실시하였

다. 보장구 기능 이득 검사의 500, 1,000, 2,000 Hz의 전체 평균 

역치는 49.90 dB HL이었다. 보장구 착용 형태별로 나누어 분석

할 때, 편측으로 인공와우를 착용한 인원 17명의 보장구 기능 

이득 역치는 41.86 dB HL이었고 양측으로 인공와우를 착용한 

인원 3명의 보장구 기능이득 역치는 40.55 dB HL이었다. 편측으

로 보청기를 인원 5명의 보장구 기능 이득 평균 역치는 64.33 dB 

HL이었고 양측 보청기 착용 인원 16명의 보장구 기능 이득 역

치는 60.10 dB HL이었다. 이형으로 착용한 5명의 보장구 기능 

이득 역치는 42.66 dB HL이었다. 따라서 가장 기능이득이 좋은 

경우는 양측 인공와우 형태의 보장구 착용이고 가장 기능 이득

이 낮은 경우는 편측 보청기 형태의 보장구 착용이었다. Figure 

1은 청각장애만 가진 경우와 청각장애와 다른 장애가 연합된 

중복장애를 가진 경우에 따라 각 주파수별로 순음평균 청력 역

치와 보장구 기능이득 역치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Figure 2는 보

장구 착용 형태에 따라 각 주파수별로 순음평균 청력 역치와 보

장구 기능이득 역치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재활원생들의 대부분이 고도에서 심도 이상의 청력손실을 

보였으나 각 보장구 착용 형태별로 분석한 보장구 기능 이득의 

차이는 범위가 크게 나타났다. 60 dB 이상의 큰 기능이득값을 

보인 경우는 인공와우 편측과 양측 착용자들에서 각각 72.16 

dB와 69.03 dB, 이형의 착용자들에서 61.78 dB이었다. 그러나 편

측 혹은 양측 보청기를 착용한 경우 이득이 30 dB 정도로 적게 

나타났다(Table 3). 보장구 기능 이득의 차이를 보기 위해 정규성 

검정 후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였다. 

모든 그룹은 Shapiro-Wilk test에서 정규분포를 따랐으며, 보장

구 착용 형태별 보장구 기능 이득 역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F(45, 4) = 4.895, p = 0.003]. Bonferroni 사후검정을 하였
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그룹은 편측 인공와우와 편측 보청

기, 양측 보청기 간 보장구 기능 이득 역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 ＜ 0.05). 
보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KSA로 스피커를 이용하여 어음

검사를 실시하였다. SRT는 총 30명에게 실시하였고 단어를 따

Table 2. Results of otoscopic examination and tympanometry

Otoscopic examination
Types of tympanogram

Total (%)
A B C Ad Other

               Normal 51 (44.0) 3 (2.6) - - 1 (0.9) 55 (47.4)
               PIC 54 (46.5) 2 (1.7) 1 (0.9) 1 (0.9) - 59 (50.8)
               IC - 1 (0.9) - - - 1 (0.9)
               Other - - - - 1 (0.9) 1 (0.9)
               Total 105 (90.5) 7 (6.0) 1 (0.9) 1 (0.9) 2 (1.7) 116 (100)
PIC: partially impacted cerumen, IC: impacted ceru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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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말할 수 없어 검사가 불가능했던 28명은 SDT 검사를 실시하

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SDT를 실시할 수 있는 인원은 단 1명

뿐이었다. SRT의 평균은 52.41 dB HL로 나타났고 1명에게 실

시한 SDT는 40 dB로 나타났다. 보장구 착용 형태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편측으로 인공와우를 착용한 경우 평균은 44.58 

dB HL이었으며 양측에 인공와우를 착용한 경우는 47.50 dB 

0.25                       0.5                          1                            2                           4                           8

Frequeny (kHz)

0

20

40

60

80

100

120

Th
re

sh
ol

ds
 (d

B 
H

L)

HI MD

0.25                      0.5                         1                           2                           4                           8

Frequeny (kHz)

0

20

40

60

80

100

120

140

Th
re

sh
ol

ds
 (d

B 
H

L)

CI-U CI-B HA-U HA-B Bimodal None

Figure 1. Comparison of thresholds of 
pure tone (black) and functional gain 
(gray) of the HI and MD. HI: hearing im-
pairment, MD: multiple disabilities.

Figure 2. Comparison of thresholds of 
pure tone (black) and functional gain 
(gray) according to types of hearing de-
vices. CI-U: cochlear implanted unilater-
ally, CI-B: cochlear implanted bilaterally, 
HA-U: hearing aided unilaterally, HA-B: 
hearing aided bilaterally.

Table 3. Mean thresholds of pure tone test and functional gain test and gain values between the tests according to types of hearing devices

Hearing device
Type of test and gain value

Pure tone test Functional gain test Gain values between the tests
       CI-U 114.02 41.86 72.16
       CI-B 109.58 40.55 69.03
       HA-U 92.83 60.10 32.73
       HA-B 96.37 64.33 32.04
       Bimodal 104.44 42.66 61.78
       None 95.43 - -
       Total 102.04 49.90 52.14
CI-U: cochlear implanted unilaterally, CI-B: cochlear implanted bilaterally, HA-U: hearing aided unilaterally, HA-B: hearing aided bilate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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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이었다. 편측 보청기 착용의 경우는 48.33 dB HL이었으며 양

측 보청기 착용의 경우는 61.66 dB HL이었다. 또한 이형 착용자 

평균은 60 dB HL이었다. WRS는 보장구를 착용한 후 MCL로 

반응하는 60~75 dB HL에서 검사한 편측 혹은 양측 인공와우 

착용자는 46%로 나타났으며 편측 혹은 양측 보청기 착용자는 

25%를 보였으며 이형을 사용하는 경우 33%로 나타났다. 전체 

WRS 평균은 35%로 나타났다.

IOI-HA의 전체 평균은 26.66=(SD: ± 4.47)점으로 나타났

다. 각 보장구 착용 형태별 IOI-HA는 편측 인공와우 착용자에

서 평균 27.78(SD: ± 4.37)점을 보였으며 양측 인공와우 착용

자의 평균은 28.66(SD: ± 2.62)점이었고 편측 보청기 착용자의 

평균은 25.8(SD: ± 3.96)점이었으며 양측 보청기 착용자의 평균

은 25.82(SD: ± 4.3)점이었다. 이형 착용자 평균은 25.16(SD: ± 

5.39)점이었다. 보장구 착용 형태별 IOI-HA 차이가 유의한지 확

인하기 위해 정규성 검정 후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
VA)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모든 그룹은 Shapiro-Wilk test에서 

정규분포를 따랐으나 보장구 착용 형태별 IOI-HA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49, 4) = 0.8, p ＞ 0.05]. 
IOI-HA를 보장구 착용 형태에 따라 문항별로 점수를 분석

하였다(Figure 3). 보청기 사용시간에 대한 문항은 편측 보청기 

착용자가 평균 4.6(SD: ± 0.4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양측 인공와우 착용자와 이형 착용자가 평균 3.67(SD: ± 1.88, 

± 1.2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보청기 착용효과에 대

한 문항은 양측 인공와우 착용자의 평균이 4(SD: ± 0.81)점으

로 가장 높았고 이형 착용자의 평균이 3.33(SD: ± 1.24)점으로 

가장 낮았다. 보청기로 인한 활동 제한정도 문항은 편측 인공와

우 착용자 평균이 3.68(SD: ± 0.9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편측 

보청기 착용자 평균이 3.2(SD: ± 0.74)점으로 가장 낮았다. 만족

도에 관한 문항은 양측 인공와우 착용자 평균이 4.33(SD: ± 

0.83)점으로 가장 높았고 편측 보청기 착용자 평균이 3.6(SD: ± 

1.01)점으로 가장 낮았다. 보청기 착용 시 사회적 참여의 방해 정

도 문항은 양측 인공와우 착용자 평균이 4.66(SD: ± 0.47)점으

로 가장 높았고 양측 보청기 착용자 평균이 3.58(SD: ± 0.91)점

으로 가장 낮았다. 주변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 문항은 편측 인

공와우 착용자 평균이 3.73(SD: ± 1.01)점으로 가장 높았고 편

측 보청기 착용자 평균이 3.2(SD: ± 0.84)점으로 가장 낮았다. 

삶의 질의 향상도에 관한 문항은 각 보장구 착용 형태별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고[F(45, 4) = 2.634, p ＜ 0.05], 양측 인공와우 착
용자 평균이 4.66(SD: ± 0.47)점으로 가장 높았고 양측 보청기 

착용자 평균이 3.29(SD: ± 1.12)점으로 가장 낮았다.

DISCUSSIONS

성심농아재활원 내 검사에 참여한 원생들의 외이나 중이 상

태는 정상이 90.5%로 나타나 양호한 편이었으며 전체 청력 평

균 역치는 고도에서 심도의 청력 손실 정도를 보였다. 골도 검

사에서 대부분의 원생이 검사기기의 최대강도에서 반응하지 못

했고 500 Hz의 경우 40 dB HL 이상의 역치를 보여 진동촉각반

응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경우 대부분의 난청 유형은 감각신

경성 난청으로 볼 수 있다. 보장구 기능 이득은 평균 52.14 dB

로 비교적 괜찮은 편이나 인공와우 편측이나 양측 착용 혹은 

이형 착용이 보청기보다 큰 기능이득 역치를 나타내고 있어 고

Figure 3. Each question’s score of IOI-
HA according to types of hearing devic-
es. IOI-HA: International Outcome In-
ventory for Hearing Aids, CI-U: cochlear 
implanted unilaterally, CI-B: cochlear im-
planted bilaterally, HA-U: hearing aided 
unilaterally, HA-B: hearing aided bilater-
ally, BIM: bimodal, USE: daily use, BEN: 
benefit, RAL: residual activity limitations, 
SAT: satisfaction, RPR: residual partici-
pation restrictions, IOTH: impact on oth-
ers, QOL: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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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심도의 청력손실의 경우 인공와우 착용이 더 효율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Hong et al., 2006). 이러한 결과

는 어음청력검사 결과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인공와우 

착용자가 보장구 미착용 상태에서 평균순음역치를 통해 가장 

높은 청력손실을 보였던 것과 달리 어음인지역치에서는 다른 

보장구보다 향상된 역치를 보였고 단어인지도에서도 높은 수행

력을 보였던 점이다. 또한 49.90 dB HL의 평균과 41.86~64.33 

dB HL의 범위에 있는 보장구 기능 이득 역치를 고려할 경우, 재

활원 내 교육환경은 적어도 50~80 dB HL 정도의 큰 목소리의 

의사소통이나 FM 송수신기 등의 청각보조장치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대상 중 약 10%가 어떠한 보장구 착

용도 하고 있지 않아 수화와 구화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경

우 특단의 보장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성심농아재활원에서는 보장구 착용 형태를 고려한 재활

은 실시되지 않고 있으나 원생의 특성에 따른 재활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Kim & Lee(2012)의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난청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한 연구에서 특수교육대상군일수록 보장

구 착용형태나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적절한 청능재활이 실시

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성심농아재활원의 재활형태

도 보장구의 착용형태와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재활이 차별적

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수화와 구화가 재활원에

서 동시에 사용되고 있어 수화에 익숙한 원생들이 구화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미 익숙한 수화만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

문이다(Kim & Lee, 2012). 성심농아재활원의 관계자는 원생의 

상황에 맞게 재활원 내에서 재활방식을 달리한다고 하였다. 예

를 들어,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발화가 어려워 수화를 사용하는 

원생의 경우 음소를 바르게 쓰면서 정확한 수화표현을 할 수 있

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발화가 있다면 구화를 더 많이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보장구 기능이득 역치, 

보장구의 착용형태, 그리고 의사소통 가능 능력을 구분하여 조

금 더 체계적인 수화와 구화의 사용기준을 규정하고 재활방식

의 유형을 선택하면 더 좋을 것으로 본다. 

안타깝게도 재활원 내 절반에 가까운 원생들이 어음인지역

치 및 단어인지도 검사에서 어음을 듣고 따라 말하는 것에 어

려움을 보였다. 따라서 추후 재활원 내의 청력검사를 시행하게 

될 경우, 재활원 내 원생의 따라 말하기 수준을 고려하여 어음

인지역치 및 단어인지도 검사 시 그림을 이용하여 검사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한 경우 두 명의 검사자가 재활원생이 검사어음

을 듣고 그림을 정확히 지적하는 경우 정반응으로 간주하여 검

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

복장애로 인해 SRT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 SDT를 이용하였는

데 그러한 경우는 단지 1명뿐이었다. SDT는 해당 귀의 어음주

파수인 500, 1,000, 2,000 Hz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청력 

역치와 일치하여야 좋은 신뢰도를 보이는 검사결과로 간주한다

(Kaplan et al., 1993). 본 연구에서 보청기를 착용한 후 실시한 

SDT는 40 dB HL로 기능이득 역치인 50 dB HL과 10 dB 차이

를 보여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도는 좋은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실태조사에서는 검사 시간이 제한적이었

고 재활원 내에서 보유하고 제공할 수 있는 원생들의 따라 말하

기 수준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보장구 착용 후 쾌적역치

로 반응하는 60~75 dB HL의 MCL로 가정하여 측정하였고 원

생이 해당 MCL에서 단어인지도를 측정할 수 없을 경우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표기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재활원 내 어음 검

사 시에는 어음을 따라 말하지 못하거나 SDT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원생들의 보장구 기능이득 역치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각 

원생들에 적절한 쾌적역치를 측정하여 어음에 반응할 수 있는 

강도가 제시되어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KSA에서 따라 말하

기가 불가능한 경우 SDT 측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그림을 

이용한 SRT 및 WRS 검사가 시행되어 원생들의 정확한 어음 

검사 결과를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OI-HA 측정결과, 전체 점수 분포는 3.50~4.19점의 분포를 

보여 국내 선행논문 3.49점에서 4.41점과 비교할 시 유사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Lee et al., 2005). 최대점수에 다소 차이를 보

이는 것은 수집 대상자의 연령이나 청력에 따른 차이로 사료된

다. 선행연구의 경우 평균 연령이 62세로 청각장애 발생 이후 

보장구를 접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길어 의사소통의 불편함과 

소외감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보장구 착용 후 얻게 되는 효과를 

크게 느껴 최대점수가 높은 것이라 생각되나 현 논문의 최대점

수가 낮은 이유로는 대부분의 대상자가 어리고 청력이 더 나쁘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어린 시기에 보장구를 착용하

기 때문에 청각장애 발생 이후 보장구를 접하기 전까지의 기간

이 길지 않아서 청력손실에 의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소외감 

등에 대한 경험이 적어 보장구로 얻게 되는 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생각된다. 또한 선행연구의 경우 인

공와우와 이형 착용자에 관한 IOI-HA 점수는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수차이를 보이는 것이라 사료된다. 국외 IOI-

HA를 적용한 선행연구들은 양이 착용에 대한 효과를 보고하였

는데 중국의 경우, IOI-HA를 통한 양이 착용 효과는 활동의 제

한 정도 문항에서 양이 착용자가 편측 착용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Liu et al., 2011), 네덜란드에서는 보청기 사용시간에 관

한 문항에서 양이 착용자가 편측 착용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

으며(Cox et al., 2003), 영국의 경우 편측 착용자보다 양측 착용

자가 양의 상관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다(Stephens, 2002). 그러

나 본 논문에서는 보청기의 양이 착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보장구 착용 형태별로 각 대상자 수가 적어서 일반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IOI-HA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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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착용 형태별 대상자 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검사 시 대화와 질문을 통해 전반적 재활원 내 원

생들은 보장구 착용 형태에 상관없이 보장구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본 조사를 통해 재활원 

내 원생들의 전반적인 청력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 IOI-

HA를 이용하여 현재 착용 중인 보장구의 착용시간, 활동의 제

한 정도, 만족도 등을 평가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인공와우 및 

보청기의 매핑과 피팅이 어음인지를 하기에 불충분하여 좀 더 

정교하고 적절한 인공와우 매핑과 보청기 피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도 기관의 질 높은 재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기관 내 재활원생들의 귀 건강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

기적인 청력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각 

청각장애에서 원생들의 정기적인 청력검사와 보장구 이득에 대

한 검사가 보장구 착용 형태에 따른 적합 및 만족도나 의사소통 

방식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의의가 

있다. 또한 청각 및 언어재활의 참여도가 낮고 보장구를 착용하

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원생들에게 청각 및 언어재활과 보장

구 착용의 효과를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 재활 

참여도 및 보장구 만족도 향상과 보장구 착용이 더욱 활성화되

기를 기대한다.

중심 단어0:0�성심농아재활원·청력손실 상태·청력보장구·

국제 표준 보청기 효과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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