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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돌발성 난청(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은 72시간 

이내에 편측 또는 양측 귀에 발생한 갑작스런 청력손실로, 최소 

3개 이상의 연속적인 주파수에서 30 dB HL 이상의 청력손실

이 발생된 경우를 진단 기준으로 한다(Schreiber et al., 2010; 

Stachler et al., 2012). 인구 100,000명당 약 5~30명(Stachler et 

al., 2012; Wu et al., 2006)의 발생률을 보이며 국내 돌발성 난

청 발생률은 100,000명당 10명 이상으로(Korean Audiological 

Society, 20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17)은 2011년 돌발성 난청 환자수

가 55,437명에서 2015년 71,411명으로 29% 증가하였고, 2016년

에는 75,937명으로 5년간 연평균 약 6%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주로 혈관장애, 바이러스성 감염, 자가면역성 질환 등

이 대표적 원인으로 추측되나 정확한 발병 원인을 파악하기 어

려운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특발 돌발성 난청(idiopathic sud-
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으로 부르기도 한다(Schreiber 

et al., 2010; Stachler et al., 2012). 일반적으로 코티코스테로이

드(corticostreoid) 투여 및 필요한 다른 처치를 병행하여 치료하

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Schreiber et al., 2010; Sekiya et al., 2016; Stachler et al., 

2012). 한 예로 Sekiya et al.(2016)은 최근 “constraint-induced 

sound therapy”를 소개하고 헤드폰의 음악자극을 코티코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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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돌발성 

난청의 약 2/3는 발병 전 청력을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회복하

고 1/3은 청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Korean Audiological Society, 2017; Stachler et al., 2012), 의

과적 치료로 청력이 회복되지 못하고 난청이 발생한 경우 보청

기나 인공와우 등 적절한 청각기기를 사용하여 중재하고 재활 

중심의 사후관리를 시행한다(Stachler et al., 2012). 이에 돌발

성 난청인의 개별적 특징을 고려한 청능재활은 돌발성 난청으

로 인한 보청기나 인공와우 사용자의 사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능훈련은 사용자의 청각적 능력을 극대화하고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로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듣

기 활동으로 구성된다. 성인의 경우 청각기기 적합 후 매주 1~2

회씩 총 10~15회 정도 시행하고 각 회기마다 듣기훈련과 상담

을 포함하며 그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보고하였다(Kim & 

Bahng, 2017; Lee et al., 2017; Lee et al., 2016). 특히 청능훈련

은 훈련을 담당하는 청각 관련 전문가와의 주기적 상담과 상호

관계를 통해 청력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의사소통 및 부

수적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장점이 있다(Sweetow & Sa-
bes, 2010). 

돌발적 청각손실로 인한 난청인은 갑작스러운 청력저하로 심

리적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Clark & English(2014)에 의

하면 진행성 난청에 비해 돌발성 난청은 시간 경과에 따른 난청

의 향상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난청을 수용하기까지 지속적인 

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돌발성 

난청이 우울장애의 발병 또는 발병 위험요인과도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en et al., 2013; Lin et al., 2016; 

Tseng et al., 2016). Tseng et al.(2016)은 돌발성 난청그룹은 돌

발성 난청이 없는 그룹보다 2.17배 높은 우울장애 위험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돌발성 난청 환자의 사후관리에서 심

리적 평가 및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147명의 돌발성 난청

인을 대상으로 한 Chen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생각과 감정, 

활동과 개인성, 관계, 물리적 증상과 관계된 정신적 피로 정도와 

돌발성 난청의 회복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으며, 특히 지속적 이명과 함께 돌발성 난청에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분리된 그룹의 정신적 피로는 위의 생각과 감정, 활

동과 개인성, 관계, 물리적 증상 이외에 자살충동 요인까지 포함

된 것으로 보고되어 돌발성 난청이 회복되지 못한 경우의 심리

적 피로나 압박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우울장애 또는 정신적 피로감의 발생은 갑작스럽게 

발생된 난청의 수용과 이에 대한 심리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및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난청 수용

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청능재활 훈련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

로 진행하기 어렵고 의사소통의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 사회적으

로 가중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Tye-Murray, 2009). 그러므

로 돌발성 난청의 경우 자신의 청력 상태에 심리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고 청각기기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인별 맞춤 전

략 중심의 청능훈련과 지속적 상담을 통해 장비 사용에 대한 

동기부여 및 자기 효능감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할 것이다. 

본 사례에서는 돌발성 난청 이후 청력이 회복되지 못한 보청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력손실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보청기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청기 사용에 대한 

지식 제공 그리고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

담을 제공하였으며, 실질적 근무 환경을 모의한 조건하에서 보청

기 적응 및 의사소통 향상에 중점을 둔 맞춤형 청능훈련을 시행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향후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난청

인의 청능재활과 사후관리 체계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대상자 배경정보

본 연구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IRB #HUGAUD 439175).

지멘스보청기센터를 방문한 43세의 여성은 우측 귀에 3번의 

돌발성 난청이 반복적으로 발병하였는데, 3번째 돌발성 난청 

시 우측 귀에 심도 난청 발생 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어왔

다. 센터 방문 당시 개인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직장 

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하였다. 특

히 같이 근무하는 의사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직

장에서 같이 일하는 데 불편함을 느낀 동료 의사의 권유로 본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 난청의 가족력은 없었으며 외이 또는 

중이와 관련된 이과적 병력 또한 없었다. 대상자는 보청기 착용 

경험이 전혀 없었으나 처음 센터 방문 시부터 보청기 및 착용 효

과에 대한 심한 거부감과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 상담을 통해

서 대상자의 직장 근무 환경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는 큰 도로

가 인접해 있는 건물 1층에서 근무하며 도로변에 인접한 창문

을 열어놓은 상태로 근무하여 진료실 내에서 창문을 통한 자동

차 및 외부 소음이 들릴 뿐 아니라 열어놓은 진료실 문으로 인

해 대기실의 TV 소리도 들리는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환경소음과 반향음이 있는 환경에서 대상

자는 근무하고 있으며, 병원을 방문하는 노인 환자와 동료 의사

가 직장에서의 주요 의사소통 대상자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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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평가

대상자의 기도 및 골도 청력역치 레벨 및 단어인지도의 평가

는 청력검사기기 Unity 2 (Siemens Hearing Instruments, Craw-
ley, West Sussex, UK)와 TDH-49 헤드폰(Interacoustics, Co-
penhagen, Denmark)을 착용한 뒤 방음실에서 시행하였다. 단

어인지도 및 문장인지도 평가는 각각 한국표준(Korean Stan-
dard, 2009)의 KS-MWL-A와 KS-S-A 단음절 목록을 사용

하였다.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250 Hz에서 8,000 Hz 사이에 80 dB 

HL에서 110 dB HL의 청력을 보였고 좌측도 원인을 알 수 없

는 청력손실로 250 Hz에서 8,000 Hz 사이에 25 dB HL에서 

60 dB HL의 청력을 보였으며 양이 간 55 dB HL의 평균 역치 

차이를 보였다. 어음청력검사에서 단어인지도(word recognition 

score, WRS)는 우측 28%, 좌측 64%, 문장인지도(sentence 

recognition score, SRS)는 우측 42.5%, 좌측 72.5%의 결과를 

보였다(Figure 1).

보청기 선택 

양이 비대칭형 청력손실로 바이크로스(BiCROS) 형태의 보청

기 착용을 권하고 시범 착용하였으나 대상자가 양쪽에 보청기

를 착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좌측 일반 보청기를 선택하였다. 

미용상 선호로 invisible-in-the-canal (IIC)형 보청기를 시도하

였으나 울림 현상으로 인한 불편함으로 receiver in canal (RIC)

형 보청기로 다시 선택하였다. Table 1은 최종 선정한 대상자의 

보청기 정보이다. 

보청기 적합 

보청기 초기 적합은 제조사(Simens Hearing Aids) 적합공식

인 binax fit으로 진행하였다. 1차 조절 시 첫 착용임을 고려하여 

목표 이득의 70% 수준으로 이득을 조절하였으며 울림 현상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주파수 이득을 비교적 낮게 설정

하였고 추가적 적합을 통해 이득을 목표이득 수준까지 점차 올

리기로 계획하였다. 2주 후 시행한 2차 조절에서는 보청기 착용 

후 울림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말소리 분별의 개선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여 500 Hz 이하의 저주파수 이득을 4 dB 감소시켰

고 1,000 Hz와 2,000 Hz의 이득을 4 dB 증가하였다. 3차 조절

은 2차 조절 10일 후에 시행하였으며 집 안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 또는 물소리 등의 소리가 못 견딜 정도로 크고 거슬린다

고 하여 4,000 Hz 이상의 고주파수 이득을 6 dB 감소시켰다. 

Figure 1. Results of pre-hearing aid evaluation of subjects. WRS: 
word recognition score, SRS: sentence recognition score.

Table 1. Information of selected hearing aid

Side of hearing aid Left
Number of channels 24
Hearing aid type RIC
Maximum output / Maximum gain 119 dB / 60 dB
Type of dome Open (8 mm)
Battery type 312 A
RIC: receiver in canal

Figure 2. The audiogram showing the differences between aided 
and unaided thres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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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ch audiometry
*Tested at the most comfortable loudness level

Ear WRS (%) SRS (%)
Right 28 42.5
Left 64 72.5

• Transducer: headphone
• Reliability: good   

Pure tone audi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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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resents left aided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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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의 조절 후 좌측 보청기 착용 유무 상태에서 기능이득을 

평가한 결과 500, 1,000, 2,000 Hz에서는 약 15 dB 정도의 이

득을, 나머지 주파수에서 5~10 dB의 이득을 보였다(Figure 2). 

사후관리

3차 보청기 적합 후 청능훈련을 시행하였고 청능훈련과 보청

기 착용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청능훈련 전후 어음평가 및 

Korean Version of Profile Hearing Aid Benefit (K-PHAB) 

(Kim et al., 2016)을 사용한 주관적 보청기 이득 평가 결과를 

비교하였다. 청능훈련 방법과 어음평가 및 주관적 보청기 이득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RESULTS

청능훈련 

보청기 착용 후 약 한 달이 지난 후에도 보청기 착용 및 소리 

적응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여 청능훈련 사례연구 참여

에 동의한 뒤 청능훈련을 시행하였다. 전체 4주 기간 동안 대상

자가 참여 가능한 총 7회의 훈련을 시행하였다. 청능훈련 계획 

시 가장 중점을 둔 사안은 직장 내 의사소통 향상으로, 이를 

위해 대상자가 근무하는 병원 내 음향 환경과 비슷한 모의 상

황을 센터 내에 재현하였다(Figure 3). 대상자의 경우 충분한 보

청기 적응기간 전에 소음 환경인 근무지에서 보청기를 바로 사

용해야 했기 때문에, 먼저 보청기를 통해 전달되는 상대방과 본

인의 말소리에 대한 빠른 적응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를 위해 청능훈련 도구는 이야기 청능훈련(Kim & Bahng, 

2017)을 사용하였고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답하는 형

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다양한 문장들을 듣고 이해한 뒤 관

련 대화를 나누며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전체 7회의 훈련 

회기를 진행하였다. 각 회기마다 상담을 통하여 난청에 대한 대

상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

고자 하였다. 대상자의 음향, 사회 심리적 상태에 대한 가족 간 

이해 증진과 재활 지원 향상을 위해 마지막 7회 훈련 시 대상자

의 남편과 중학생 자녀를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다. 

어음평가 

Table 2는 보청기 착용 직후인 청능훈련 전과 7회의 청능훈

련 후 보통 말소리인 45 dB HL에서 측정한 WRS와 SRS를 비교

한 결과이다. 청능훈련 전과 청능훈련 후 WRS는 80%에서 88%

로, SRS는 85%에서 95%로 10% 이내의 소폭 상승을 보였다. 

Figure 2에서 언급한 64%(WRS)와 72.5%(SRS)의 보청기 착용 

전과 비교했을 때 보청기의 착용만으로 이미 상당한 어음인지

도의 향상(13~24%)을 보였고 훈련 후 WRS와 SRS는 각각 88%

와 95%로 천장 효과를 보였다. 

주관적 만족도 설문지 

보청기 착용 직후인 훈련 전과 훈련 후 K-PHAB 설문을 시

행하였다. K-PHAB의 결과는 점수가 낮아질수록 향상된 결과

Windows are opened to simulate 
the subject’s working environment *74 dB of the room noise levels measured

Desk

Trainer Trainee

1 m distance

5 m distance

TV 
is on

Figure 3. The training room setting sim-
ulating the subject’s working environ-
ment.

Table 2. Comparison of the scores of WRS and SRS between pre- and post- auditory training with hearing aids 

Side WRS SRS
Left Pre-auditory training (at 45 dB 

  HL in front of a loudspeaker)   
Post-auditory training (at 45 dB 
  HL in front of a loudspeaker)

Pre-auditory training (at 45 dB 
  HL in front of a loudspeaker

Post-auditory training (at 45 dB 
  HL in front of a loudspeaker)

80% 88% 85% 95%
WRS: word recognition score, SRS: sentence recognition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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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인다. 훈련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방향성 만족도를 제외하

고 의사소통의 용이성, 소음과 반향음하에서 의사소통의 용이

성 및 날카로운 음향 자극 시 주관적 불편함 항목에서 3~6점의 

만족도 증가를 보였다(Figure 4). 

기타 주관적 보고 

대상자는 처음에 동료 의사의 권유로 본 센터를 방문하였고 

방문 당시 돌발적 청력손실로 인한 충격 및 적응의 어려움, 보

청기 착용에 대한 자발적 참여 및 동기 의식이 부재하였으며 

보청기 착용 효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보청기 선택에서도 청각적 이득 및 의사소통의 향상보

다는 보청기 크기와 미관상 요인에 주로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청능훈련 초기에는 병원 근무 후에 센터

를 방문하여 피곤함과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

였으나 훈련이 거듭될수록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중

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 훈련 종료 후 초기의 거부감과 부정

적 인식이 다소 완화되어 보청기 착용에 어느 정도 적응되고 

편안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보청기 착용 후 어음인지도의 향상 

정도를 확인하고 보청기 착용 효과에 대한 향상된 신뢰감을 표

현하였으며 자발적 착용 의지를 보였다. 직장 내 의사소통도 보

청기 착용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가족들이 함께 

참여한 마지막 7회차 훈련을 통해 가족들이 대상자의 난청 정

도와 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대상자가 보청기를 지속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가족 차원의 지원과 격려를 강조하였다. 또한 필요 시 센터에서 

가족과 함께 소음하 듣기 훈련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DISCUSSIONS 

본 사례는 우측 돌발성 난청으로 심도의 청각손실 발생 뒤 

직장 동료의 권유로 센터를 방문하여 좌측에 RIC 보청기를 착

용하고 청능훈련을 시행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보청기 착용 후 

청력과 어음인지 정도는 향상되었으나 청능훈련 전후를 비교했

을 때에는 어음인지 정도와 주관적 만족도 측면에서 약간의 향

상만을 보였다. 또한 보청기 착용 후 울림 현상과 관련된 불편

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자칫하면 지속적인 보청기 착용

을 거부하거나 보청기 착용으로 인한 부정적 요인만을 부각하

여 착용 혜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상담 

초기에는 주로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충격과 보청기 착용에 대

한 강한 거부감을 보였으나. 이야기와 대화 중심의 청능훈련과 

대상자의 필요에 집중한 상담을 통하여 보청기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개선, 동기부여, 재활에의 자발적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

었고 근무 시 보청기의 지속적 착용을 통한 직장 내 의사소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청능훈련의 효과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Jo et al., 2013; Kim 

& Bahng, 2017; Yeo et al., 2014)에서 보고된 바 있다. 타 연구

에 비해 본 사례는 어음인지 정도와 만족도 측면에서 청능훈련 

전후 주목할 만한 점수의 증가와 심리, 사회, 태도 등과 관련된 

주관적 측면에서 큰 개선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본 사례를 

통하여 돌발성 난청 환자가 보청기를 통한 재활에 많은 심리적

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청능훈련을 통하여 스스로의 

난청과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사례를 통하여 돌발성 난

청으로 인한 보청기 사용자의 청능훈련 전략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갑작스런 청각손실로 인한 대상자의 난청 상태에 대한 이

해 증진

2) 청각기기 사용에 대한 자발적 동기 부여와 효과에 대한 

이해 증진

3) 사회 심리적 요구에 대한 상담 및 해결 방안 모색

4) 개별화된 청능훈련 환경 및 전략 수립

5) 가족 교육 및 가족 지원 강화

6) 즉각적인 청능훈련 중재

7) 훈련자와의 신뢰감 형성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돌발성 난청은 진행형 난청보다 청

각손실에 적응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의 

적응과 어려움은 그 충격이 좀 더 클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

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청능훈련은 갑작스

런 난청 상황에 대한 적응과 의사소통 향상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적합할 수 있다. 이때 대상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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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BN                  RV                 AV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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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mparison of the Korean Version of Profile Hearing Aid 
Benefit questionnaire scores between pre- and post-auditory train-
ing. EC: ease of communication, BN: background noise, RV: rever-
beration, AV: aversiveness, LC: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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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활동 또는 가족 지원과 연관된 개별화된 전략과 환경을 구

성하여 상담과 청능훈련을 시행하는 것은 우울감 또는 전반적 

정신적 피로 정도를 감소시키고 사회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자각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Sekiya et al.(2016)의 연구에서 보

고한 것처럼 풍부한 음향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음악 청취를 

통해 돌발성 난청 후 대뇌피질의 비정상적인 배열과 부적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돌발성 난청 직후 의과적 치료와 함께 또

는 의과적 치료 종료 직후 청능훈련을 통해서 다양한 말 자극

과 음악 등의 음향 자극을 제시하여 청각적 회복을 돕고 추후 

보청기나 인공와우 착용을 대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돌발성 난청으로 인해 청력이 회복되

지 못한 난청인의 청능재활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방

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보청기 착용 후 좌측 어음인지검사

에서 보청기 착용 전에도 높은 점수를 보여 보청기 착용 후에 

증가 정도가 크지 않았다. 사회 심리적 측면에 대한 요구가 컸음

에도 이를 측정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였다. 후속 연구에서 소

음하 어음검사를 시행하고 사회 심리적 측면의 설문지를 병행

한다면 다각적 측면에서 훈련 효과의 측정, 만족도 향상 및 향

후 재활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중심 단어0:0 돌발성 난청·청능훈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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