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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과거 고심도 난청인 경우에만 주로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지

만 최근에는 저주파수에 잔존 청력이 남아있는 경우의 인공와

우 수술이 증가하여 인공와우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

이다(Dowell et al., 2016; Leigh et al., 2016). 저주파수 청력이 

남아있는 청각장애인이 한쪽 귀에 보청기를, 반대편 귀에 인공

와우를 착용하는 양이 착용 형태를 말하는 바이모달(bimod-

al)은 보청기의 음향 자극과 인공와우의 전기 자극이라는 서로 

다른 자극과 서로 다른 두 기기를 통해서 말소리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다. 바이모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바이모

달 적합이 먼저 최적화되어야 한다. 이때 바이모달 착용자의 양

이 청각기기 간 협응적 조율을 위해 적절한 적합 관리 지침과 

방법이 필요하며 이는 성공적인 바이모달 재활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바이모달은 보청기를 착용한 귀의 청력을 활

용하여 인공와우의 전기적 신호처리에서 부족한 음향 단서를 

보완할 수 있다(Ching et al., 2007; Kong & Braida, 2011; Kong 

et al., 2005; McDermott, 2011; Tao et al., 2018). 특히 소음하 말

지각(Dorman et al., 2008), 음악지각(Kong et al., 2005; Sucher 

& McDermott, 2009), 하향식 청각인지(Oh et al., 2016), 방향 

분별(Gifford & Dorman, 2018) 등에서 향상을 보였고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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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듣기 용이함(Schafer et al., 2011), 사회 활동에서 삶의 질 

향상, 청각 정보에의 노출로 인한 언어 발달 촉진, 학업 증진 등

의 효과를 보였다(Nittrouer et al., 2012; Warren & Dunbar, 

2018). 이러한 바이모달 착용 효과는 양이 착용 이득뿐만 아니

라 인공와우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말소리의 기본 주파수(fun-

damental frequency) 또는 시간적 미세구조(temporal fine 

structure) 말지각 단서의 보완과 전기와 음향 말지각 단서의 통

합 및 상승 효과(Oh et al., 2016; Oh & Kim, 2014)로 기인될 수 

있으며 청각적 단서들의 추출과 통합 과정 모델(Kong & Brai-

da, 2011)로도 설명된 바 있다. 바이모달 효과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이모달 청각기기 적합의 최적화가 선행되어야 하

나, 현재 바이모달 적합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하여 적절한 

적합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증거기반의 체계적인 적합 지

침을 통한 바이모달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Vroegop et al., 2018). 바이모달 적합 지침 확립을 위해서는 양

귀에 전기와 음향적 특성을 지닌 각각 다른 청각기기 착용에 대

한 이해, 인공와우와 보청기 신호처리의 차이(Francart & Mc-

Dermott, 2013), 양귀 간 소리크기 및 주파수 반응의 불균형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 제조사에서는 임상에서 활용 가

능한 바이모달 적합 권고사항(Advanced Bionics, 2014; Co-

chlear, 2012; Oticon, 2016)을 제시하였고 바이모달 적합 관련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각 청각재활센

터마다 다양한 적합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Siburt & 

Holmes, 2015) 증거기반의 체계적 바이모달 적합 지침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바이모달 적합은 크게 인공와우 적합, 보청기 

적합, 바이모달 적합의 세 영역의 적합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

적으로 인공와우 적합이 최적화된 상태에서 보청기 적합 및 양

귀 청각 간 조율과 협응을 위한 바이모달 적합을 진행한다. 현

재 국내 인공와우 적합은 종합병원과 인공와우 시술 병원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으나 바이모달 보청기 적합은 청능재활 또

는 보청기센터에서 수행 가능하며 맞춤형 청각재활의 확대와 

함께 앞으로 그 사례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바이

모달 사용자의 체계적인 보청기 적합은 성공적인 바이모달 착

용과 착용 효과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절

한 바이모달 보청기 적합 결과에 따라 향후 바이모달 사용자의 

양이 인공와우 시술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따

라서 적절한 바이모달 중재를 위해서 증거기반의 체계적인 바

이모달 보청기 적합 지침의 확립과 전문가에 의한 최적의 적합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

모달 보청기 적합에 대한 최근 문헌 고찰을 통하여 바이모달 

보청기 적합의 국내 임상적 활용을 재고하고 현재 국내 청능재

활 또는 보청기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증거기반의 바이모달 보

청기 적합 근거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바이모달 보청기 적합 관련 연구

최근 Vroegop et al.(2018)은 체계적 문헌연구를 통해 바이모

달 사용자의 보청기 적합 관련 17개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바이모달 보청기 적합 시 고려 요인으로 주파수 반응(fre-

quency response), 주파수 전위 또는 압축(frequency transpo-

sition of compression), 역동압축(dynamic compression), 음량

(loudness) 4개 영역을 보고하였다. 다음에서는 Vroegop et al. 

(2018)의 연구를 중심으로 바이모달 보청기 적합 시 고려할 4개 

요인과 바이모달 보청기 적합 공식을 포함하여 바이모달 보청

기 적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근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파수 반응 관련 연구

인공와우와 보청기 주파수 영역을 결정하는 것은 바이모달 

적합 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인공와우는 저주

파수에서 고주파 영역(예를 들어, 200~7,500 Hz)까지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나 보청기를 착용하는 반대편 귀는 청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수 영역을 포함한다. 이때 

인공와우와 보청기 주파수 범위가 중첩되기도 한다(Neuman 

& Svirsky, 2013; Vermeire et al., 2008; Zhang et al., 2010). 

Vroegop et al.(2018)에 따르면 바이모달 보청기 적합 관련 기존 

연구에서 크게 두 가지의 보청기 주파수 적합 방법이 시도되었

다. 그중 하나는 대상자의 보청기 착용 귀 청력을 근거로 처방

된 주파수 영역을 증폭 또는 조절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보청기로 증폭하고자 하는 주파수 영역을 제한하여 조절하는 

방법이다. 이때 주파수 영역 기준은 착용자의 잔존 청력을 기준

으로 하기도 하나 바이모달 주파수 반응과 관련된 여러 연구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있었으며 바이모달 사용자의 주파수 증폭

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예를 들어 Da-

vidson et al.(2015)에서는 광대역과 제한된 주파수 영역 증폭 

적합 시 말지각 결과에서 차이점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Neu-

man & Svirsky(2013)의 경우 광대역 주파수 증폭과 2,000 Hz 

주파수 대역까지의 증폭은 더 낮은 주파수 영역으로 제한하여 

증폭한 경우보다 향상된 말지각 결과를 보였고 Potts et al.

(2009)의 연구에서도 광대역 주파수 적합 시 바이모달 착용으

로 인한 말지각 향상을 보였다. 한편 Messersmith et al.(2015)

은 광대역 주파수 적합의 경우 바이모달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

나 2,000 Hz 이상 이득을 감소한 경우 향상된 바이모달 효과

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광대역 주파수 증폭이 제한된 주파수 

영역의 증폭과 비교했을 때 바이모달 효과가 비슷하거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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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보고되어 광대역 주파수 증폭을 기본으로 하되, 보

청기의 피드백(feedback) 문제, 소리질 저하, 와우 사영역(dead 

region)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로 제한된 영역의 주파수 증폭

을 고려하였다(Zhang et al., 2010). 이와 관련하여 Neuman & 

Svirsky(2013)와 Zhang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잔존 청력의 

가장 넓은 주파수 대역을 증폭했을 때 바이모달 효과가 향상됨

을 보고하여 광대역 주파수 증폭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였다. 

 

주파수 전위 또는 압축 관련 연구

보청기의 주파수 전위 원리는 원래의 저주파수 소리에 처리된

(전치된) 신호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특정 고주파수 소리를 하나

의 저주파수 소리로 이동하는 과정을 포함(Hua et al., 2012)하

며 주파수 압축 시 출력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이 감소된다. 주

파수의 이동은 압축에 의해서 고주파수에서의 에너지 정점

(peak)을 감소시키고 더 낮은 주파수로 낮추는 과정을 거친다

(Davidson et al. 2015; McDermott & Henshall, 2010; Park et 

al., 2012; Perreau et al., 2013). 주파수 전위 또는 압축은 바이

모달 사용자의 반대편 귀 보청기를 통한 음향주파수 영역을 증

가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고주파수 영역의 청각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파수 압축을 적용하지 않은 보청기 적합

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인 Perreau et al.(2013)을 제외한 4개 연

구(Davidson et al., 2015; Hua et al., 2012; McDermott & Hen-

shall, 2010; Park et al., 2012)에서 주파수 전위 또는 압축 보청

기 적합과 주파수 전위 또는 압축이 없는 보청기 적합을 비교

했을 때 바이모달 결과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여 

바이모달 상황에서 주파수 전위 또는 압축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역동압축 관련 연구

Veugen et al.(2016a)의 연구에서 보청기의 자동이득장치

(automatic gain control, AGC)와 인공와우의 AGC 조건을 어

느 정도 일치하도록 조절한 뒤 조용한 상황과 단일화자 소음하

에서의 결과를 검사하였다. 보청기의 AGC를 느린조건(slow 

240 msec와 1,500 msec)과 빠른조건(fast 3과 80 msec)으로 

각각 조절하였고 보청기에서 압축 채널은 인공와우 한 개 채널

의 광대역 압축을 모방하였다. 연구 결과 단일화자 소음하 어

음검사에서 바이모달 사용자의 두 청각기기 간 AGC가 유사하

게 조절된 경우 언어인지의 향상을 보였고 말지각과 소리의 질 

측면에서 더 높은 주관적 점수를 보고하였다.

음량평형 관련 연구

보청기와 인공와우 사이의 음량평형은 대부분 바이모달 적

합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귀 간 조율과 협응의 핵심 영역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음량평형검사 방법은 다양하고 표

준화되지 않았다. Vroegop et al.(2018)에 의하면, 5개 연구에서 

양귀 청각기기 간 음량평형 결과는 보청기의 실제적 이득의 변

동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바이모달 착용 시 언어

인지의 향상을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음량평형 방법을 시행

하지 않고 적합을 시행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보청기 이득의 약 

3~5 dB 차이를 나타냈으나 Ching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보

청기 경험이 없거나 제한적 사용자의 경우 일반적인 보청기 적

합에 근거했을 때보다 약 7 dB 이하의 이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Veugen et al.(2016b)은 각각 다른 음량평형 측

정 방법을 적용하여 비교한 결과 두 개 방법 간의 결과 차이가 

없었고 3개 밴드 평형(three-band balancing) 방법이 광대역 

평형(broadband balancing) 방법보다 약간 더 낮은 이득을 보

였음을 언급하였다. Keilmann et al.(2009)은 인공와우와 보청

기 각각에 대해 음량평형을 시행한 뒤 인공와우와 보청기의 소

리 크기를 조정하면서 양귀 간 음량평형 측정을 시행하고 바이

모달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평형측정검사를 시행하여 보청기 

이득을 조절하기도 하였다.

보청기 적합공식 관련 연구

바이모달 사용자의 보청기 적합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에

서 보청기 적합 공식에 따라 언어인지에서 Vroegop et al.(2019a)

은 19명 바이모달 사용자를 대상으로 바이모달 적합 공식인 

“Adaptive Phonak Digital Bimodal (APDB)”을 사용하여 적

합한 경우와 일반 보청기 적합공식인 “National Acoustics 

Laboratory formula-non-linear 2 (NAL-NL2)”를 사용한 경우 

조용한 상황과 소음하 상황에서의 말지각을 비교하였다. APDB 

적합공식을 사용한 경우 2,000 Hz 이상 이득의 감소와 1,000 

Hz 이상에서 NAL-NL2를 사용한 경우보다 더 높은 압축 비를 

보였으나 조용한 상황, 소음하 말지각 및 주관적 설문지에서는 

두 적합공식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NAL-NL2와 Au-

diogram+ 적합을 비교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Vroegop et al., 

2019b) 두 바이모달 보청기 적합 간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Vroegop et al.(2018)의 문헌 연구에서는 Ching et al.(2005)의 

연구를 근거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보청기 적합공식인 

National Acoustics Laboratory formula-revised profound 

(NAL-RP), National Acoustics Laboratory formula-non-lin-

ear 1 (NAL-NL1), NAL-NL2 또는 Desired Sensation Level 

(DSL)을 바이모달 아동과 성인의 초기 보청기 적합에 적용하

는 것을 제안하였다. 

바이모달 적합지침의 임상적 활용

현재 보고된 제조사 중심의 바이모달 적합 지침 권고안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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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음 세 가지(Advanced Bionics, 2014; Cochlear, 2012; Ot-

icon, 2016)이며 보청기센터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방법과 지침

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먼저 Advanced Bionics 사는 사전 준

비(calibration), 보청기 적합(hearing aid fitting), 적합 프로그

램 비교(program comparison) 및 음량평형(loudness balanc-

ing)의 단계로 바이모달 적합을 제안하고 있으며 특히, 보청기의 

주파수 범위를 제한한 경우와 제한하지 않은 경우의 적합을 비

교하고 바이모달 청각기기 간 음량평형을 통한 바이모달 적합의 

최적화를 권고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Figure 1과 같다. 

Oticon 사의 경우 바이모달 적합 시 광대역(wide-band), 주

파수 전위(frequency lowering), 제한된 주파수 대역폭(reduced 

bandwidth)을 포함하는 3개 주파수 적합의 활용과 선택에 중

점을 두었고 바이모달 청각기기 간의 음량평형과 미세조정 및 

바이모달 사용자의 만족도 및 효과를 근거로 주파수 대역을 결

정하는 바이모달 보청기 적합 지침을 제시하였다(Figure 2).

Cochlear 사의 경우 National Acoustic Laboratories의 권고

사항에 따른 바이모달 보청기 적합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때 

바이모달 사용자의 어음 이해 향상을 위한 최적의 보청기 주파

수 대역 결정과 보청기와 인공와우 간 양이 소리크기의 평형 

측정을 통한 이득 조절을 바이모달 적합 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NAL-NL1의 보

청기 주파수 반응을 기준으로 2,000 Hz 이하 저주파수 반응

을 비교하여 최적의 주파수 반응을 보이는 대역을 결정하였고, 

양귀 청각기기 간 음량평형검사를 시행하여 보청기 이득 조절과 

양귀 간 음량평형을 이루도록 하였다(Figure 3). 만약 이상의 두 

가지 검사를 모두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귀 간 음량평형 

측정만이라도 시행할 것을 권고하여 음량평형 측정을 통한 이득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바이모달 보청기의 미세조정(fine-

tuning)을 위한 선행 절차로 1) 청력역치 측정, 2) NAL 처방의 보

청기 선정, 3) 삽익 이득에 의한 적합 확인, 4) 듣기 편안함을 보

장하기 위한 포화출력음압레벨(output sound pressure level 

90)의 확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보청기 상태에 적응하도

록 사용자는 2-4주간 매일 최소 몇 시간 동안 바이모달 청각기

기를 사용하고 보청기의 미세조절은 인공와우 매핑이 안정된 

후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외에도 Figure 3에 요약된 주파

수 비교검사 및 음량평형과 관련된 세부 절차, 검사지 및 필요

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 제공하고 있다. 

이상의 세 지침 모두 보청기 주파수 반응의 결정과 음량크기

에서의 균형을 강조한다는 데 그 공통점이 있다. 주파수 반응 

결정을 위해서는 기준 주파수(광대역 주파수)와 대안 주파수 

Calibration
- Check cochlear implant condition: operating in comfortable level for conversation 
-   Hearing aid fitting preparation:  

1) Verify latest audiogram 
2) Verify latest Real Ear to Coupler Difference values 
3) Verify acoustical parameters (coupling method, vent size) & run feedback test

Hearing aid fitting
- Verify/select fitting formula such as Desired Sensation Level, Phonak Adaptive Digital 
-   Create two programs 

1) Broadband (including prescribed gains at all frequencies) 
2)   Minimum gains for all frequencies at and above the lowest frequency where the hearing loss exceeds 

80 dB HL
- Test real ear measurement 

Program comparison
-   Select the best sound qualify program in bimodal listening condition while presenting speech at 

conversational level (65 dB SPL)  
1) Clear preference for the program: select the program as default 
2)   Not clear preference for the program: perform a sentence test in noise and select a program showing 

better performance or select a program after comparing two programs for 2-4 weeks

Loudness balancing
- Bimodal listening condition with the preferred hearing aid program
-   Adjust the overall gain of hearing aid using live speech at a conversational level (65 dB SPL) until the 

listener reports the hearing aid and cochlear implant sound balanced
-   If unbalanced for softer intensities, modify the hearing aid gain for soft and medium sounds until 

balanced 
-   If unbalanced for higher intensities, modify compression ratio, kneepoint or gain for loud sounds until 

balanced

Calibration
- Check cochlear implant condition: operating in comfortable level for conversation 

- Hearing aid fitting preparation: 

1) Verify latest audiogram

2) Verify latest Real Ear  to Coupler Difference(RECD) values

3) Verify acoustical parameters(coupling method, vent size) & Run feedback test

Hearing aid fitting

- Verify/Select fitting formula such as DSL, Phonak Adaptive Digital 

- Create two programs

1) Broadband (including prescribed gains at all frequencies)

2) Minimum gains for all frequencies at and above the lowest frequency where the hearing loss exceeds 80 dB HL

- Test real ear measurement 

Program comparison
- Select the best sound qualify program in bimodal listening condition while presenting speech at conversational level (65 dB SPL) 

1) Clear preference for the program: select the program as default

2) Not clear preference for the program: perform a sentence test in noise and select a program showing better performance or select

a program after comparing two programs for 2-4 weeks

Loudness balancing 
- Bimodal listening condition with the preferred hearing aid program

- Adjust the overall gain of hearing aid using live speech at a conversational level (65 dB SPL) until the listener reports the hearing aid

and cochlear implant sound balanced

- If unbalanced for softer intensities, modify the hearing aid gain for soft and medium sounds until balanced. 

- If unbalanced for higher intensities, modify compression ratio, kneepoint or gain for loud sounds until balanced.

Calibration
- Check cochlear implant condition: operating in comfortable level for conversation 

- Hearing aid fitting preparation: 

1) Verify latest audiogram

2) Verify latest Real Ear  to Coupler Difference(RECD) values

3) Verify acoustical parameters(coupling method, vent size) & Run feedback test

Hearing aid fitting

- Verify/Select fitting formula such as DSL, Phonak Adaptive Digital 

- Create two programs

1) Broadband (including prescribed gains at all frequencies)

2) Minimum gains for all frequencies at and above the lowest frequency where the hearing loss exceeds 80 dB HL

- Test real ear measurement 

Program comparison
- Select the best sound qualify program in bimodal listening condition while presenting speech at conversational level (65 dB SPL) 

1) Clear preference for the program: select the program as default

2) Not clear preference for the program: perform a sentence test in noise and select a program showing better performance or select

a program after comparing two programs for 2-4 weeks

Loudness balancing 
- Bimodal listening condition with the preferred hearing aid program

- Adjust the overall gain of hearing aid using live speech at a conversational level (65 dB SPL) until the listener reports the hearing aid

and cochlear implant sound balanced

- If unbalanced for softer intensities, modify the hearing aid gain for soft and medium sounds until balanced. 

- If unbalanced for higher intensities, modify compression ratio, kneepoint or gain for loud sounds until balanced.

Calibration
- Check cochlear implant condition: operating in comfortable level for conversation 

- Hearing aid fitting preparation: 

1) Verify latest audiogram

2) Verify latest Real Ear  to Coupler Difference(RECD) values

3) Verify acoustical parameters(coupling method, vent size) & Run feedback test

Hearing aid fitting

- Verify/Select fitting formula such as DSL, Phonak Adaptive Digital 

- Create two programs

1) Broadband (including prescribed gains at all frequencies)

2) Minimum gains for all frequencies at and above the lowest frequency where the hearing loss exceeds 80 dB HL

- Test real ear measurement 

Program comparison
- Select the best sound qualify program in bimodal listening condition while presenting speech at conversational level (65 dB SPL) 

1) Clear preference for the program: select the program as default

2) Not clear preference for the program: perform a sentence test in noise and select a program showing better performance or select

a program after comparing two programs for 2-4 weeks

Loudness balancing 
- Bimodal listening condition with the preferred hearing aid program

- Adjust the overall gain of hearing aid using live speech at a conversational level (65 dB SPL) until the listener reports the hearing aid

and cochlear implant sound balanced

- If unbalanced for softer intensities, modify the hearing aid gain for soft and medium sounds until balanced. 

- If unbalanced for higher intensities, modify compression ratio, kneepoint or gain for loud sounds until balanced.

Figure 1. A summary of bimodal fitting 
suggested by Advanced Bionics (Ad-
vanced Bionic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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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또는 주파수 압축 등의 프로그램과 비교한 뒤 사용자의 

선호도, 어음이해 등의 결과에 따라서 최적의 주파수 반응 프

로그램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Oticon 사의 경우 특히 주파수 

반응과 관련한 광대역(wide-band), 주파수 전위(frequency 

lowering), 제한된 주파수 대역폭(reduced bandwidth)의 선택

에 중점을 둔 지침을 제시하였다. 음량평형검사는 인공와우를 

통한 음량크기를 기준으로 보청기의 이득을 조절하여 양귀 간 

음량평형을 검사하도록 권고하였다. 

DISCUSSIONS 

본 문헌고찰에서는 최근 연구를 중심으로 바이모달 보청기 

적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진행된 최근 연구와 

적합 지침을 검토한 결과 최적의 보청기 주파수 대역 결정과 양

귀 간 음량평형은 바이모달 보청기 적합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

야 할 요인이다. 보청기의 주파수 대역 결정을 위해서 광대역 또

는 제한된 주파수 대역폭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거나 사용자가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특별한 선호나 결과의 차

이가 없는 경우 광대역 주파수 반응을 선택하는 것도 임상에

서 활용 가능한 방법일 것이다. 또한 양귀 청각기기 간의 음량

평형을 조율하는 과정은 대부분의 연구 결과 및 지침에서 언급

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의 개별 

적합과는 다르게 바이모달 사용자는 음향 증폭과 전기 자극의 

역동 범위 차이로 인한 양귀 간 소리크기의 불일치(loudness 

mismatch)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귀 간 음량평형검사를 시행해서 소리크기를 동일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량평형검사 방법은 연구마다 다양하며 

아직까지 표준화된 검사 지침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나, 일반

적으로 양귀 청각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는 순차적으로 착

용한 상태에서 제시되는 어음 소리크기를 비교한 뒤 양귀 간 

소리크기의 균형을 이루도록 보청기의 이득을 조절하는 방법

을 사용한다. 이는 국내 청능재활 또는 보청기센터에서도 바이

모달 사용자를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이며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과 지침은 후속 연구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적의 주파수 반응과 관련하여 보청기 주파수 전

위 또는 압축 방식이 바이모달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는 연구 결과는 상당히 주목할 사항이다(Vroegop et al., 2018). 

Figure 2. A summary of bimodal hearing aid fitting guidelines suggested by Oticon (Oticon 2016)

Start with wideband fitting

Is the candidacy for 
frequency lowering?

Wideband fitting

Yes

Yes

No

No
- Reduced bandwidth fitting 
- Verify loudness balance

- Hearing aid sound quality
- Verify loudness balance
-   Check user satisfaction, 

bimodal performance 

-   Frequency lowering program
- Verify loudness balance

Figure 2. A summary of bimodal hear-
ing aid fitting guidelines suggested by 
Oticon (Oticon, 2016).

Begin with NAL-NL1 program

Determine best frequency 
response for understanding 

speech

Equate the loudness speech 
between hearing aid and 

cochlear implant

Frequency response comparison
-   Perform in hearing aid only 

condition while listening to 
continuous speech (story)

-   Compare NAL-NL1 frequency 
with +/-6 dB/oct relative to 
NAL-NL1 response 
(0.25-2 kHz)

-   Select the preferred frequency 
response

Loudness balance test
-   Hearing aid: using preferred 

frequency response
-   Present speech in cochlear 

implant condition then hearing 
aid condition 

-   Adjust hearing aid gains by 
comparing the loudness in 
cochlear implant

-   Test loudness balance in 
bimodal condition

Figure 3. A summary of bimodal fitting suggested by National Acous-
tic Laboratories (Cochlear, 2012). NAL-NL1: National Acoustics Lab-
oratory formula-non-linear 1, oct: oct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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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파수 반응과 관련하여 바이모달 사용자의 선호도와 

선택은 여전히 중요하며 오티콘 사의 경우에도 “frequency 

lowering” 프로그램을 바이모달 보청기 적합의 선택 사항 중 하

나로 제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주파수 전위, 압축과 관련된 

바이모달 효과 연구는 향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연

구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인공와우의 주파수 범위와 별개로 바

이모달 보청기 적합 시 광대역 주파수 범위를 초기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바이모달 적합에서 보청기 적합공식과 관련된 

몇몇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각기 다른 보청기 적합공식의 적용

이 바이모달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

다. 특히 바이모달 초기 보청기 적합인 경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NAL 또는 DSL 적합공식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사

용하도록 여러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 

바이모달 보청기 적합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인공와우 적합

의 최적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적절한 바이모달 적합 및 착용 시

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Keilmann et al., 2009; Siburt & 

Holmes, 2015). 때로는 인공와우 소리에 적응하기 위해서 인공

와우를 통한 소리 지각이 안정될 때까지 반대편 귀에 보청기를 

시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착용할 것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Keilmann et al., 2009; Lee, 2005), 이는 인공와우의 전기자

극에 착용자가 잘 적응하고 양귀에 각각 다른 청각기기의 사용 

시 조율과 협응을 위한 일시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일

반적인 보청기 적합과 마찬가지로 바이모달 보청기 적합에서도 

보청기 적합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커플

러 측정과 실이 측정이 있다(Advanced Bionics, 2014; Vroegop 

et al., 2018). 바이모달 적합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McDermott & Henshall, 2010; Park et al., 2012), 적합 시 

바이모달 사용자의 다양한 청각적 상태,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인과 아동의 바이모달 적합 방법, 목표 등이 동

일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아동의 나이와 능력에 따라 바이모달 

적합 시행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에도 성

인과 마찬가지로 양귀 청각기기의 적절한 청취 상태와 소리크

기의 균형은 바이모달 적합 시 고려해야 할 중요 요인하며 소리

크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검사의 세부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협조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한 예

로 아동의 경우 어음에 대한 청각과 시각 자극을 제시하여 청각 

자극만을 제시한 경우보다 더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기도 한다. 

최적의 바이모달 적합과 관련하여 잔존 청력, 보청기 착용 기

간, 인공와우 착용 효과 등 다양한 고려 요인들이 있다. 이러한 여

러 요인에도 불구하고 바이모달은 말지각, 방향성, 음악지각, 삶의 

질 등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착용 효과를 보였다. 바이모달 적

합에서 양귀 간 서로 다른 자극의 통합과 균형(Warren & Dun-

bar, 2018)을 이루는 것은 중요하며 최적의 바이모달 적합을 위

한 국내 바이모달 적합 지침 관련 연구와 자료가 필요하다. 앞으

로 국내 활용 가능한 체계적인 바이모달 적합 지침이 확립되어 

바이모달 착용자의 성공적 재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심 단어0:0�바이모달 청각·바이모달 적합·음량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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