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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최근에 출시하는 디지털보청기는 채널 수의 증가, 잡음 및 음

향피드백의 효과적인 제어, 가청주파수대역(audible frequency 

range)의 확장, 스마트폰을 포함한 음향기기와의 연결 등을 통

해 난청인의 의사소통 능력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

다. 그러나 보청기의 기술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보청기 착용

자가 말을 할 때 본인의 목소리가 ‘울려서 들린다’ 또는 “동굴에

서 말하는 것 같다” 등으로 표현하는 폐쇄효과(occlusion ef-

fect, OE)는 여전히 보청기 착용자의 불만족 요소 중 하나로 보

고하였다(Dillon, 2012; Kochkin, 2010).

OE의 발생 원인은 말을 할 때 성대의 울림이 턱뼈를 포함한 

두개골을 울리고, 이 진동이 외이도 부근에서 재생성된 음압이 

착용한 보청기 또는 귀꽂이로 인해 인체의 외부로 배출되지 못

하여 발생한다(Dillon, 2012). OE는 저주파수에서 경도 이하의 

난청이 있는 경우 더 많이 발생하며(Carle et al., 2002; Kiessling 

et al., 2005), 제1포먼트 주파수가 300 Hz 부근인 /이[i]/, /우[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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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폐쇄모음에서 주로 발생한다(Dillon, 2012; Mueller, 2003).

OE를 해결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1,000 Hz 이하 

저주파수 대역의 이득을 낮추는 전기음향적인 방법 그리고 보

청기몸체(hearing aid shell) 또는 귀꽂이(earmold)에 환기구

(vent)를 설치하거나 보청기를 외이도의 골부(bony part) 부근

에 깊숙이 삽입하여(deep insert) 꼭 맞게 착용하는 물리적인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OE의 물리적인 해결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환기구(vent)의 직경을 크게 하거나 길이를 짧게 하여 고

막 근처에서 생성된 저주파수의 음압을 외부로 원활하게 배출

하는 방법이다(Jespersen et al., 2006; Kiessling et al., 2005). 

Kuk & Keenan(2006)의 보고에 의하면 환기구의 직경이 1 

mm 증가할 때마다 고막 부근의 저주파수 음압이 4 dB 정도 

감소한다고 하였다. 또한 Jespersen et al.(2006)은 직경이 크고, 

길이가 짧은 환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OE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

이라고 하였다. 환기구의 직경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개방적합

(open fitting) 보청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방적합보청기

는 환기구의 직경이 크기 때문에 외이도 밖으로 배출된 음압의 

일부가 송화기로 다시 유입되고 재증폭되는 음향피드백이 발생

할 우려가 있어 음향피드백제어시스템(anti-feedback system)

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음향피드백제어시

스템의 활성화는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어음인지도 및 음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Win-

kler et al., 2016). 또한 청력역치레벨이 높은 경우에는 음향피드

백제어시스템을 활성화하더라도 음향피드백이 발생할 수 있어

서 폐쇄형 이어팁 또는 맞춤형 이어몰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

에 결과적으로 고막 부근에서 발생한 음향의 배출을 방해하여 

OE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OE의 물리적인 해결 방법 중 다른 

하나는 보청기몸체를 외이도의 골부에 꽉 차게 그리고 깊숙이 

삽입하는 방법이다. 이는 발성 시 보청기몸체로 인해 연골부

(cartilage part) 및 경골부(bony part)의 진동을 억제하여 OE를 

해결할 수 있다(Carle et al., 2002). Lee & Lee (2013)의 보고에 

의하면 보청기몸체에서 골부의 길이를 2 mm에서 8 mm로 2 

mm씩 증가시켰을 때 골부 길이가 길수록 저주파수의 실이삽입

이득(real-ear insertion gain, REIG) 및 심리음향적인 OE가 감

소한다고 하였다. 또한 Stone et al.(2014)의 보고에서도 보청기몸

체를 외이도 깊숙이 삽입함으로써 OE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판매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외이

도내수화기(receiver-in-canal, RIC) 보청기는 효과적인 음향

피드백제어시스템의 구현으로 인해 환기구의 직경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 OE의 해결에 효과적이다(Kirwood, 2007; Kochkin, 

2011). 그러나 Winkler et al.(2016)은 음향피드백제어시스템의 

과다한 작동으로 인해 RIC 보청기 사용 시 방향성 및 잡음감

소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보청기 착용자의 청취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막보청기(completely-in-the-canal, 

CIC) 그리고 RIC 보청기의 수화기에 연결하는 이어팁을 개방형 

이어팁(open ear tip, OET), 폐쇄형 이어팁(closed ear tip, CET), 

완전폐쇄형 이어팁(double ear tip, DET)으로 구분하여 착용한 

후 /이[i]/를 발성했을 때 REIG 및 심리음향적인 OE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난청인에게 귓속보청기와 개

방적합보청기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피검자는 만 29세 미만의 성인 17명(17귀; 

남 6, 여 11)으로 이경을 통한 육안 관찰 시 외이 및 고막에 이

상이 없었으며, 고막운동성검사(tympanometry)에서 A형을 나

타내었다. 그리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250~8,000 Hz의 청력역치

레벨이 양 귀 모두 20 dB HL 이하이며, 단어인지도(word rec-

ognition score, WRS)는 90% 이상이었다(Table 1).

연구 장비 

외이도에 대한 육안검사는 이경검사기 Heine mini 3000 

(Heine, Herrsching, Germany), 순음 및 어음청각검사는 Au-

dioStar pro (Grason-Stadler Inc., Eden Prairie, MN, USA)

와 TDH-49 헤드폰(Telephonics, Farmingdale, NY, USA), 

WRS는 한국표준 Korean Standard-monosyllabic word lists 

for adults (KS-MWL-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고막운동성

은 중이검사기 AT235h (Interacoustics Co., Middelfart, Den-

mark), 보청기는 피검자의 귓본을 채취하여 제작한 모조 CIC 

그리고 OET, CET 그리고 DET의 이어팁(Figure 1)을 장착할 

수 있는 RIC 보청기를 사용하였다. OE를 확인하기 위한 REIG

는 FONIX 7000 (Frye Electronics, Inc., Beaverton, OR, USA)

과 프로브마이크로폰(probe microphone)을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피검자가 발성하는 어음의 강도는 음레벨측정기(sound 

Table 1. Hearing threshold level (dB HL) of subjects at octave frequencies 

250 500 1,000 2,000 4,000 8,000 WRS (%)
Mean 8.89 8.33 8.61 7.22 9.72 10.00 99.20
SD 2.74 3.43 3.76 3.08 4.69 3.83 1.40
WRS: word recognition score,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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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이공명이득(real-ear unaided gain)을 측

정하였다. 

다섯째, CIC 그리고 피검자의 외이도 크기에 알맞은 OET, 

CET, DET를 장착한 RIC 보청기를 무작위로 피검자에게 착용

시킨 상태에서 폐쇄모음 /이[i]/를 발성하게 한 후 REIG를 측정

하였다. 이때 안정된 REIG 측정을 위하여 실이측정 장비의 잡

음감쇄(noise reduction) 수준은 ‘8X’로 설정하였고, 소음측정

기는 피검자의 입에서 50 cm 떨어진 거리에 설치하였다. 그리

고 성대의 울림이 외이도 내에 충분히 전달되며 REIG 측정값

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i]/를 80 ± 3 dB SPL로 3초 

이상 발성하게 하였다. 

여섯째, CIC 그리고 OET, CET, DET를 장착한 RIC 보청기

를 착용하고 /이[i]/를 발성했을 때 측정한 각각의 REIG를 1/2 

옥타브밴드 근처 주파수인 200, 500, 800, 1,000, 1,500, 2,000, 

3,000, 4,000, 6,000 Hz에서 구하였다. 그리고 착용한 보청기의 

REIG 측정이 끝날 때마다 폐쇄모음 /이[i]/에 대한 울림의 정도

를 피검자가 설문지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였다. 

통계 분석

CIC 및 OET, CET, DET에 따른 REIG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각각의 1/2 옥타브 주파수에서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REIG의 차이가 나타나는 주파수에서 CIC 및 이어팁의 형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Bonferroni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심리음향적인 OE의 유의미한 차이는 비모수 검정

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통계 분석에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SPSS, Version 25.0 (IBM Corp., Armonk, NY, USA)이었다.

level meter) 2250-light (Bru¨el & Kjær Co., Nærum, Den-

mar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OE의 심리음향적 평가는 0에

서 6까지 0.5씩 증가하는 13단계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13단

계에서 ‘0’은 ‘자연스럽다’ 그리고 ‘6’은 ‘울림이 심하다’로 피검자

가 설문지에 울림의 정도를 직접 표시하게 하였다(Figure 2).

모조 CIC의 제작

모조 CIC의 제작을 위해 귓본은 외이도의 제2굴곡부(2nd 

bend)에서 고막 쪽으로 10 mm  정도로 깊게 채취하였으며, 모

조 CIC의 제작 시 수화기 음구의 주위 부분을 가능하면 가공

하지 않도록 하여 골부와 밀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CIC의 몸

체에는 직경 0.8 mm의 환기구를 설치하였고, 착용과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손잡이(removal handle)를 설치하였다

(Figure 3). 

연구 절차

CIC 그리고 OET, CET, DET를 장착한 RIC 보청기를 착용하

고 건청인이 /이[i]/를 발성했을 때 OE의 변화를 REIG 그리고 

설문지를 통한 심리음향적인 울림의 정도를 측정하였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이도 및 고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이경검사

를 실시하였으며, 건청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음실에서 순음

청각검사, 어음청각검사, 그리고 고막운동성검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건청임을 확인한 후에 모조 CIC를 제작하기 위해 피검

자의 한쪽 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귓본을 채취하였다. 

셋째, REIG를 측정하기 위해 프로브튜브가 CIC의 수화기 

음구 그리고 OET, CET, DET보다 5 mm 이상 깊게 외이도에 

삽입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이주(tragus)와 대이주(antitra-

gus)가 만나는 지점을 프로브튜브에 표시하였다.

넷째, 프로브튜브에 표시한 부분이 이주와 대이주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도록 외이도에 삽입한 후 제어마이크로폰 및 프

로브마이크로폰의 보정(leveling)을 실시한 후, 보청기를 착용

A B C
Figure 1. Actual shape of ear tips by size used in this study. A: open ear tip. B: closed ear tip. C: double ear tip.

Figure 3. Actual appearance of dummy completely-in-the-canal hear-
ing aid used in this study.

Figure 2. Rating scales for sound quality (0 = not occluded or natu-
ral, 6 = very occluded).

Not occluded 
or natural

Very occluded

0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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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CIC 그리고 이어팁의 착용에 따른 REIG

각각의 1/2 옥타브 주파수에서 CIC 그리고 OET, CET, DET

를 장착한 RIC 보청기를 착용하고 /이[i]/를 발성했을 때의 

REIG는 Figure 4와 같이 나타났다. CIC 그리고 OET, CET, 

DET 착용에 따른 REIG의 평균(표준편차)은 200 Hz에서 

3.16(4.44), 1.26(2.30), -0.12(3.64), 2.95(4.72)로 나타났다. 500 Hz

에서는 2.57(4.81), 0.86(2.50), 0.31(4.96), 3.75(4.55)로 나타났다. 

1,000 Hz에서는 10.31(6.32), 4.68(4.60), 9.72(7.50), 11.75(6.35)로 

나타났다. 1,500 Hz에서는 4.05(5.14), 6.11(5.06), 8.82(6.60), 

8.60(4.87)으로 나타났다. 2,000 Hz에서는 -3.69(6.09), 4.51(4.72), 

3.13(7.87), -2.34(6.60)로 나타났다. 3,000 Hz에서는 -19.48 

(10.21), -6.63(7.61), -13.14(7.12), -16.83(7.53)으로 나타났다. 

4,000 Hz에서는 -15.89(10.74), -7.49(5.98), -11.20(6.12), -14.74 

(6.93)로 나타났다. 6,000 Hz에서는 -3.10(11.70), -4.24(7.36), 

-4.23(5.07), -5.09(6.88)로 나타났다.

그리고 1/2 옥타브 주파수에서 CIC와 이어팁의 종류에 따른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의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에서 CIC 그리고 이어팁의 종류에 따른 REIG는 800 Hz [F(3, 

48) = 10.87, p ＜ 0.05], 1,000 Hz [F(3, 48) = 9.96, p ＜ 0.05], 
1,500 Hz [F(3, 48) = 5.44, p ＜ 0.05], 2,000 Hz [F(3, 48) = 12.84, 
p ＜ 0.05], 3,000 Hz [F(1.93, 30.87) = 12.12, p ＜ 0.05], 4,000 
Hz [F(1.64, 26.19) = 4.90, p ＜ 0.05]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
타났다. 그러나 200 Hz [F(3, 48) = 2.73, p ＞ 0.05]와 500 Hz 
[F(3, 48) = 2.88, p ＞ 0.05]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IC 그리고 이어팁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Bonferroni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OE가 주로 

발생하는 1,000 Hz 이하의 주파수에서 OET의 REIG는 800 

Hz, 1,000 Hz에서 CIC 및 다른 이어팁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CIC의 REIG는 OET를 제외한 나머지 이어팁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p ＞ 0.05), 200 Hz와 500 Hz에서는 CIC 및 
모든 이어팁 간에 REIG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05).

CIC 그리고 이어팁의 형태에 따른 심리음향적 OE

CIC 그리고 이어팁의 형태에 따른 심리음향적인 OE의 평균

(표준편차)은 CIC가 2.32(1.38), OET는 1.21(1.25), CET는 1.56 

Table 2. Differences of real-ear insertion gain between the CIC and ear tips (OET, CET, and DET) at each 1/2 octave frequencies 

Type
Frequency in Hz

200 500 800 1,000 1,500 2,000 3,000 4,000 6,000
OET-CET
OET-DET
OET-CIC
CET-DET
CET-CIC
DET-CIC

†

‡

*

†

‡

†

†

†

‡

‡

*
†

*
‡

†

‡

*p < 0.05, †p < 0.01 , ‡p < 0.001. CIC: completely-in-the-canal, OET: open ear tip, CET: closed ear tip, DET: double ear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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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 그리고 DET는 2.56(1.10)으로 나타났다(Figure 5). 

Table 3에서 심리음향적인 OE의 차이를 Wilcoxon의 비모수

검정으로 확인하였는데, OET는 DET (p ＜ 0.01), CIC (p ＜ 
0.01)와 차이가 나타났으며, CET 또한 DET (p ＜ 0.001), CIC 
(p ＜ 0.05)와의 차이가 나타나서 OET와 CET가 DET와 CIC에 
비해서 울림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DET와 CIC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05).

DISCUSSIONS 

난청으로 인해 보청기를 착용하면 외이도의 폐쇄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용자는 OE를 경험한다(Jespersen et al., 2006). OE

는 난청의 정도 및 유형과 보청기의 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나며, 

OE의 정도에 따라 보청기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진다(Dillon, 

2012). 근래 들어 OE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RIC 보청

기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Kochkin, 2011). 그리고 RIC 보

청기는 청력역치레벨의 정도 또는 음향피드백 등의 이유로 대

부분 OET, CET, DET 등 세 가지 이어팁을 사용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CIC 그리고 RIC 보청기에 장착하는 이어팁 

착용 시 /이[i]/를 발성하였을 때의 OE의 변화를 객관적 측정인 

REIG와 주관적 평가인 설문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OET의 REIG는 800 Hz와 1,000 Hz에서 CET, 

DET 및 CIC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심리음향적인 울림

의 정도 또한 OET가 다른 이어팁 그리고 CIC에 비해 덜 울리

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2005)은 환기구가 있는 CIC 및 

외이도보청기(in-the-canal hearing aid)가 환기구가 없을 때

에 비해서 고막 부근의 저주파수의 음압을 배출하는 데 효과

적이며, Kuk & Keenan(2006) 또한 환기구의 직경이 1 mm 증

가할 때마다 저주파수의 음압이 4 dB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Jespersen et al.(2006)과 Kiessling et al.(2005)의 연구

에서도 환기구의 설치 또는 환기구 직경의 확장을 통해 고막 근

처에서 생성된 저주파수의 음압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다고 보

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OET는 이어팁에 직경이 큰 환기

구를 설치한 효과가 있어 상기의 연구와 같이 다른 이어팁 및 

CIC에 비해서 OE의 해결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CET의 REIG는 800 Hz와 1,000 Hz에서 OET에 비

해 높게 나타났으며, 1,000 Hz 이하의 저주파수에서 DET 및 

CIC와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심리음향적인 울림의 

정도는 DET 및 CIC에 비해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Dillon 

(2012), Lee & Lee(2013), Park & Lee(2016)의 보고에 의하면 

보청기를 외이도 부분에 꽉 차게 착용했을 경우 고막과 수화기 

팁(이어팁) 사이의 공간이 적을수록 OE의 해결에 효과적이라

고 하였다. CET의 경우 CIC에 비해서 고막 부근의 용적이 넓

은 것으로 볼 수 있어 CIC에 비해 울림 현상이 심할 것으로 보

였지만 반대로 나타나 상기의 연구와는 차이를 나타냈다. 그 

이유는 CET를 착용했을 때 이어팁의 모양이 일그러지면서 외

이도와 이어팁 간에 공간을 생성하여 저주파수 대역의 음압을 

외이도 외부로 배출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CET 또한 OE

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200 Hz와 500 Hz의 REIG는 각각의 이

어팁과 CIC 보청기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Dillon(2012)

은 환기구의 직경이 클수록 저주파수 대역의 음압이 줄어든다

고 하여 본 연구와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Lee & Lee(2013)

의 연구에서는 보청기의 외이도 부분의 길이를 길게 했을 때 

OE가 줄어든다고 하였으나, 200 Hz와 500 Hz의 REIG에서는 

길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와 일치성을 나타냈

다. 이는 발성을 할 때 저주파수가 외이도 내로 전달되어 재생

성되기도 하지만 발성음의 일부, 특히 회절 현상이 잘 일어나는 

저주파수 대역의 음압이 외부에서 고막 쪽으로 유입될 수 있

다. 따라서 200 Hz와 500 Hz의 REIG에서 각각의 이어팁과 

CIC 보청기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OET와 CET의 

경우 발성음 중 저주파수 대역의 외부 음압이 외이도 내로 유

입되어 음압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주파수에 비해 3,000 Hz 내외의 주파수 대역에

서는 DET와 CIC의 REIG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DET와 CIC 

보청기의 착용 시 외이도를 잘 밀폐하여 저주파수 대역의 음압

은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므로 OE가 증가할 수 있으나, 고주파

수 대역의 음향 누출을 최소화하여 음향피드백의 방지에는 효

과가 있음을 의미한다(Stone et al., 2014).

결과적으로 OE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OET와 CET를 착용하

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RIC 보청기에 장착하

는 이어팁은 사용자의 귓본을 채취하여 제작하는 CIC 보청기

와는 달리 기성제품이며, 그 크기도 형태별로 적게는 2가지 많

게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RIC 보청기에 장착하는 

이어팁은 사용자의 외이도 크기 및 형태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음향피드백제어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

다. 이에 비해 CIC 보청기의 경우 고심도 난청을 제외한 대부분

의 경우에는 음향피드백이 발생할 확률이 낮아서(Stone et al., 

Table 3. Results of Wilcoxon nonparametric test of the psychoa-
coustic score according to the CIC and ear tips (OET, CET, and DET)

Type OET CET DET CIC
OET -
CET -
DET † ‡ -
CIC † * -

*p < 0.05, †p < 0.01 , ‡p < 0.001. CIC: completely-in-the-canal, 
OET: open ear tip, CET: closed ear tip, DET: double ear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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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고주파수의 이득이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음인지도 및 음질에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보청기의 형태

를 결정할 때에는 청각손실의 정도, 유형, 형태, 그리고 보청기

의 기술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CIC 보청기 그리고 이어팁의 착용 시 발생하

는 OE의 변화를 건청인을 대상으로 실제 증폭이 이루어지지 

않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발성음 /이[i]/를 통해 확인하였

다. 그러나 실제 OE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난청인을 대상으로 

실제 증폭이 이루어지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문장을 사

용하여 OE를 측정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심 단어0:0�폐쇄효과·개방적합보청기·외이도내수화기보청기·

맞춤형보청기·보청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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