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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현대사회는 경제 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수명

이 길어지면서 노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는 2026년이 되면 노인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

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7). 이

처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관련 문제도 동시에 발현

되기 시작하였다(Kim, 2014b). 그중 발병률이 높은 노인성 질

환인 치매(dementia)는 노인성 난청(presbycusis)의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노인성 난청은 청각 기관이 노화되면서 생기는 난

청을 의미하며 흔히 청력역치의 상승과 더불어 중추신경계의 

음향 자극의 처리 저하로 말을 구분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증상

이다(Gates & Mills, 2005). 이로 인해 난청인들이 듣지 못한다

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노인성 난청인들이 듣는 어려

움뿐만 아니라 언어를 이해하는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노인성 난청의 경우 신경세포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현대의

학으로 회복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잔존 청력을 활용하는 

보청기 중재를 통한 청각재활을 시행한다면 청력 개선 및 말소

리 변별력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Kim & Yeo, 2015). 

하지만 대다수의 보청기 착용자들은 조용한 상황에서는 말

지각/어음 이해도는 높으나 소음 상황에서는 말지각/어음 이해

는 저하되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

Effect of Auditory Training with Music 
for Hearing Aid Users

Pyung Kon Tark1, Sung Hwan Kim1, Sungil Park2, Soo Bok Lee1, Hee Won Bae2, Ju Hong Park3

1Department of Speech-Language Therapy & Aural Rehabilitation, Woosong University, Daejeon, Korea 
2Park Sungil Aural Rehabilitation and Speech Center, Busan, Korea 

3Department of Audiology and Speech Language Pathology, Graduate School of Daegu Catholic University, Daegu, Korea

보청기 착용자의 음악 청능훈련 효과

탁평곤1·김성환1·박성일2·이수복1·배희원2·박주홍3

우송대학교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1, 박성일 청각재활센터2,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청각치료학과3

Purpose: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auditory training with music for hearing aid users. Methods: 
A total of 19 adults (9 for auditory training group and 10 for non auditory training group) with sensorineural hearing loss participated. 
The training group was involved at three times per a week for ten-weeks period. The auditory training with music was conducted for 30 
minutes, and the training with the speech in the noise, i.e., 0 and 6 dB signal-to-noise ratio (SNR) was conducted for 10 minutes. Word 
recognition scores and sentence perception in the noise conditions (+6 and 0 dB SNR) were measured at pre- and post-training and at 6 
months after the training sessions.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word recognition scores between two groups in 
the quiet condition. However, under noisy circumstances (at both +6 and 0 dB SNR), the auditory training group showed higher speech 
perception scores than the non-training group in the post-training and 6 month follow-up tests. Conclusion: We suggest that the au-
ditory training with music will be helpful to the adults with hearing aids. However, in order for the auditory training with music to be 
effective, their motivation should be considered.

Key Words:0 Auditory training, Hearing aid, Hearing impaired elderly, Music training.

Received: April 11, 2019 / Revised: June 16, 2019 / Accepted: July 16, 2019
Correspondence: Pyung Kon Tark, Department of Speech-Language Therapy & Aural Rehabilitation, Woosong University, 171 Dongdaejeon-ro, Dong-
gu, Daejeon 34606, Korea
Tel: +82-42-630-9224 / Fax: +82-42-630-9224 / E-mail: imswan@daum.net

RESEARCH PAPER 

pISSN 2635-5019 / eISSN 2635-5027 / Audiol Speech Res 2019;15(3):205-213 / https://doi.org/10.21848/asr.2019.15.3.205

ASR

cc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
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06

Auditory Training with Music for Hearing Aid Users ASR
해 보청기의 기능과 음향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소음 속에서 말

지각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뇌

의 가소성을 이용한 청능훈련(auditory training)에 대한 연구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Burk & Humes, 2007). 

중추청각계의 가소성에 기인하면(Lavie et al., 2015) 노화 혹

은 질환으로 인해 달팽이관의 유모세포 손상이나 뇌의 신경세

포가 퇴행하더라도 보청기를 통한 소리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

게 되면 뇌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다. 난청인들도 이러한 

뇌 가소성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보청기 착용 후 청능훈련

을 실시한다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Cappel et al., 2010; Cramer et al., 2011; Kim, 2014a). 

청능훈련의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훈련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그중 하나는 음악을 이용한 

청능훈련 프로그램이다. 음악을 이용한 청능훈련 프로그램은 

음악을 통해 음향 정보들을 듣는 것으로, 말소리를 듣는 것과 

같이 뇌가 인지하는 공통된 단서이기 때문에 음악훈련을 통하

여 청각 기능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과 주의력 및 기억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 음악이 뇌를 조율(tuning)하여 언어를 지배

하는 대뇌피질 영역에서 더 강력한 신경 반응이 나타난다(El-

mer et al., 2012). 또한 Patel(2011)은 음악은 음향 영역을 훈련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말소리처럼 의미에는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악으로 청능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의 진행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Schow 

& Nerbonne(2013)의 연구에서는 음악적 학습 경험이 없는 60~ 

85세 고령자를 피아노 레슨을 통해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3개월 만에 대조군에 비해 소음에서의 음성 인식 및 인지 기능 

향상을 보고하였다. 

음악을 이용한 청능훈련 프로그램 중에 The Listening Pro-

gramⓇ (TLP, Advanced Brain Technologies, Ogden, UT, USA)

은 저주파수에서 고주파수까지 조정된 음악을 이용해 청각 뉴

런을 자극하여 청각과 두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지각훈련 프로그램이다. TLP가 기존의 청지각훈련 프

로그램과 차별화되고 있는 점은 기도전도, 골전도가 함께 청취 

가능한 헤드폰을 사용해 효과적인 청취가 가능하며 이는 청각 

과민증 및 청지각훈련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었다

(Lucker & Doman, 2015). 또한 서라운드 제작 공정을 통해 청

각의 공간 지각력 인식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TLP 음악의 필

터에는 주파수 보상(frequency roll-off) 기술의 적용으로 날카

롭거나 불쾌한 소리를 없애 소리에 대한 거부 반응, 어지러움, 

수면장애 현상 등에 대한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TLP 프로그램을 정서장애와 학습장애 아동에게 매일 30분씩 

1개월간 청취시킨 결과 청각처리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자폐스

펙트럼 아동에게 매일 30분씩 10주간 TLP 훈련을 실시한 결과

에서도 청각처리능력이 향상되는 등 다양한 장애군에게서 청

각처리능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Jay & Alex, 

2012).

이외에도 다양한 훈련도구를 이용한 결과 향상된 어음인지

와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10주 이내의 단기간의 연구가 많았고 청능훈련 효과

가 지속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청능훈련 대상자 대부분이 아동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진 연구가 많아서 실제로 청능훈련 효과가 노인들 및 성인 난청

자에게서도 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성인 및 노인 중 보청

기 착용자를 대상으로 10주간의 음악을 이용한 청능훈련을 실

시하여 훈련 집단(auditory training group, ATG)과 비훈련 집

단(non auditory training group, NATG) 간에 어음인지능력에 

대한 개선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중재 종료 다음 6개월 

후까지도 유지 혹은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마산 소재의 한 이

비인후과를 방문한 만 55세부터 80세 이하의 성인 남녀 중 감각

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청능훈련 집단(ATG) 

9명과 비청능훈련 집단(NATG) 10명, 총 19명을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 선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고막운동성 

계측검사(tympanometry)에서 A type의 고막운동성을 나타내

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골도 역치 차이(air-bone gap)가 

10 dB 이내인 사람들로 선별하였다. 또한 이과적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이경검사를 실

시하였고, 그 후 연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순음청력검사를 실

시하여 4분법을 기준으로 청력 손실 정도가 40∼80 dB HL인 

사람들을 연구 대상자로 최종 선별하였다. 실험을 진행하기 전

에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및 시행 방법 등을 설명하였으

며, 그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연구 동의

서를 받았다. 그리고 음악 청능훈련 도중 훈련을 거부하거나 참

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를 하였다. 연구 대상자

에 대한 보청기 정보는 Appendix와 같다. 세부적인 청각 정보

는 연령, 평균 청력역치, 보청기 착용 전과 후의 어음 이해도와 

음장 검사별로 정리하였으며, 연구 대상자 1~9번까지는 ATG

이고, 10~19번까지는 NATG이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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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능훈련 및 평가 도구

청능훈련 프로그램

TLP는 미국에서 개발한 청지각훈련 프로그램으로 TLP 음

악은 모차르트, 하이든, 비발디, 단치 작곡의 클래식 음악을 각 

악기별로 개별적인 방음실에서 연주하여 조합한 고음질(24비트, 

192 kHz) 녹음 음악이다. 소리의 전달 방식인 공기전도(air)와 

골전도(bone)로 소리를 전달하고, 돌비 서라운드(Dolby Sur-

round, Dolby Laboratories, Inc., San Francisco, CA, USA) 헤

드폰을 이용하여 200곡의 음악을 들려준다. 200곡이 수록되어 

있는 TLP spectrum에는 각 대역별로 청취자의 발달 수준에 따

라 필터링된 음악을 제공한다.

평가 도구

본 연구는 TLP 스펙트럼 음악을 이용해 음악 청능훈련을 실

시하였다. 청력검사는 Aurical (Madsen Electronics, Schaum-

burg, IL, USA) 순음청력검사기기와 TDH 39 (SMART, Min-

neapolis, MN, USA)헤드폰을 사용하여 순음청력역치를 측정

하였다. 또한 조용한 상황에서의 어음변별능력을 측정하기 위

해 30~40 dB sensation level 및 most comfortable level 수준

에서 한국표준 일반용 단음절어표(Korean Standard Monosyl-

labic Word Lists for Adults) (Kim et al., 2008)를 이용하여 

단어 인지도(word recognition score, WRS)를 확인하였다. 검

사는 학습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4개의 목록 중 무작위 선택하

여 실시하였으며, 전체 문항 중 정반응한 단어 수를 계산하여 얻

은 점수에 대해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소음 상황에서의 문장변

별능력 측정은 Korean Speech Perception in Noise (K-SPIN) 

검사에 포함된 문장을 0 dB signal-to-noise ratio (SNR), 6 dB 

SNR 조건에서 제시한 후 정확하게 들은 대로 따라하게 하여 

정반응한 문장 개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소음하 문장변별능

력을 확인하였다. 이때 소음은 다화자 간 소음이 사용되었으며, 

이 CD는 표준말을 구사하는 남성의 목소리로 녹음되어 있다

(Han, 2004).

연구 절차 

연구 대상자들은 ATG와 NATG로 구분하였고, 모든 연구 대

상자들의 음장검사(sound field test) 결과는 가능한 40 dB HL 

이하가 되도록 보청기 적합을 실시하였다. ATG는 주 3회씩, 10

주간 중재를 실시하였으며(총 30회기), 회기당 30분간의 음악 청

능훈련을 실시하였다. 음악은 한 곡당 평균 15분 정도 소요되며, 

10주 동안에 60곡에서 70곡을 선정하여 듣게 하였다. NATG는 

음악 청능훈련은 실시하지 않고 그 외에는 ATG와 동일하게 시

행하였다. 음악 청능훈련의 세부적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청능훈련 실시 중에는 귀지로 인한 외이도의 문제나 보청기 

고장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음장검사를 실시하여 보청기 이득이 충분하게 잘 유지되고 있

Table 1. General and audiological information of the participants

Group Age Sex Education level Unaided PTA (dB) Unaided WRS (%) Aided PTA (dB) Aided WRS (%)
ATG   1 75 F High school 58 65 34 85

  2 67 M Elementary school 68 60 40 90
  3 70 F High school 54 65 34 70
  4 61 M Elementary school 63 85 40 100
  5 69 M High school 68 65 36 75
  6 59 F University 55 90 30 100
  7 73 M High school 60 30 40 75
  8 73 F Elementary school 59 60 40 80
  9 61 F Elementary school 68 45 45 95

NATG 10 79 F - 53 65 40 95
11 76 M - 66 70 43 85
12 76 M University 63 55 44 65
13 57 F High school 48 90 30 95
14 70 F Elementary school 58 90 40 90
15 59 F High school 51 90 31 95
16 73 M Elementary school 48 60 41 70
17 68 M High school 53 85 36 95
18 75 M Elementary school 68 50 45 85
19 61 F High school 64 40 38 95

PTA: pure tone average, WRS: word recognition score, ATG: auditory training group, NATG: non auditory train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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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매번 확인하였고, 보청기 이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는 보청기 적합(fitting)을 다시 실시하여 충분한 가청력을 확보

하도록 하였다. ATG 집단의 모든 대상자들은 한 번에 2곡씩만 

청취하도록 중재를 진행하였다. 

두 집단을 10주 후, 6개월 주기로 WRS, K-SPIN 검사를 진

행하여 평가 기록을 확보하였다. 이때 10주간의 음악 청능훈련 

실시 뒤 연구 대상자들의 청각 피로도(fatigue)를 배제하기 위

하여 1주 후에 평가를 시행하였다. WRS 검사는 %로 기록하였

고, K-SPIN 검사는 점수로 기록하였다. 본 연구에서 ATG 중 1

인은 3주째 개인적 사정으로 중도 훈련을 포기하여 총 9명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평가자 간 신뢰도 

본 연구의 검사 진행과 채점은 검사 수행자 1명, 신뢰도 평가는 

주 연구자를 포함한 2명이 실시하였다. WRS 검사는 lived voice

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 검사까지 신뢰도를 확

보하기 위해 청능사 1명을 지정하여 모든 검사를 진행하였다. 

평가자 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를 산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주 연구자 1인이 제1평가자로 참여하였고, 제2평가자

는 청각학 전공 석사생 1명이 참여하였다. 분석자료는 기준에 

따라서 연구 대상자 19명 데이터 중 중 무작위로 20%에 해당하

는 4명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평가자 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서 채점 기준에 따라 채점한 후 일치도(agreement)를 측정

하였다. WRS, K-SPIN 일치도는 각각 95%, 98%로 나타났다.

통계 분석

윈도우용 IBM SPSS (version 24.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음악을 이용한 청능훈련 

후 보청기 착용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 간 시점별 

문장변별능력, 어음변별능력의 변화는 반복측정 분산분석(re-

peated measured 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Mauchly

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여 구형성 가정을 만족시켰다. 

RESULTS

조용한 조건하에서 시점에 따른 집단 간의 어음변별능력 비교 

조용한 조건하에서의 어음변별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음장

검사를 통해 집단 간의 시점별로 단어인지도검사를 실시 후 비

교하였다. 그 결과 ATG의 단어 인지도는 착용 전 62.8% [stan-

dard deviation (SD) = 18.2], 10주 후 62.8% (SD = 20.3), 6개월 

후 86.7% (SD = 9.7)로 나타났으며, NATG의 경우 착용 전 

69.5% (SD = 18.5), 10주 후 72.5% (SD = 16.0), 6개월 후 87.8%  

(SD = 9.8)로 나타났다(Table 3).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음명료도에 대한 집단 간 주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났다[(F(1, 17) = 0.968, p ＞ 0.05]. 또한 집단과 시점 조건이 
어음명료도에 미치는 이차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났다[F(2, 34) = 0.678, p ＞ 0.01].

Table 2. Brief outline of 10-weeks auditory training program with music

Week (session) Music Fitting Contents of auditory training Environment of wearing hearing aids PTA and SF
  1 (1-3) 6 songs Automatic Orientation of hearing aids Indoor X
  2 (4-6) 6 songs Indoor noise differentiation Indoor X
  3 (7-9) 6 songs Manual Wearing hearing aids and listening to 

  indoor noise  
Quiet outdoors O

  4 (10-12) 6 songs Wearing hearing aids and listening to 
  environmental sounds

Quiet outdoors X

  5 (13-15) 6 songs Manual Adaptation to loud noise A general environment O
  6 (16-18) 6 songs Adaptation to loud noise A general environment X
  7 (19-21) 6 songs Manual The habit of looking at the mouth A general environment O
  8 (22-24) 6 songs Habituation of using visual cue (mouth) A general environment X
  9 (25-27) 6 songs Manual Conversation with several people A general environment O
10 (28-30) 6 songs Conversation with several people A general environment X

PTA: pure tone average, SF: sound field test

Table 3. Group comparison of word recognition scores as a func-
tion of time

Group Unaided HA After 10 weeks After 6 months
ATG (n = 9)
WRS (SD) 62.8 (18.2) 62.8 (20.3) 86.7 (9.7)
NATG (n = 10)
WRS (SD) 69.5 (18.5) 72.5 (16.0) 87.8 (9.8)
Unit: %. WRS: word recognition score, HA: hearing aid, ATG: audi-
tory training group, NATG: non auditory training group, SD: stan-
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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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 간의 6 dB SNR에서 K-SPIN을 이용한 

문장변별능력 비교

6 dB SNR의 소음하 조건에서 시점별로 K-SPIN 검사를 통

한 문장변별능력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 ATG는 착용 전 17.2

점(SD = 16.6), 10주 후 60.0점(SD = 16.28), 6개월 후 77.2점

(SD = 12.5)으로 나타났으며, NATG는 착용 전 11.9점(SD = 

18.8), 10주 후 32.8점(SD = 28.0), 6개월 후 40.0점(SD = 29.9)으

로 나타났다(Table 4).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장

변별능력에 대한 집단 간 주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17) = 21.485, p ＜ 0.01]. 또한 집단과 시점 조건이 문장변
별능력에 미치는 이차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였다[F(2, 34) = 

13.522, p ＜ 0.01]. 이는 이차상호작용 효과는 두 집단 간의 문
장변별능력 차이가 착용 전 시점에 10주 시점과 6개월 시점에 

유의하게 커져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두 집단 간의 0 dB SNR에서 K-SPIN을 이용한 

문장변별능력 비교

0 dB SNR의 소음하 조건에서 시점별 K-SPIN 검사를 통해 

문장변별능력을 살펴본 결과 ATG는 착용 전 0.0점(SD = 0.0), 

10주 후 18.8점(SD = 10.8), 6개월 후 23.3점(SD = 15.6)으로 나

타났으며, NATG는 착용 전 1.0점(SD = 3.16), 10주 후 6.0점(SD = 

14.5), 6개월 후 18.4점(SD = 16.4)으로 나타났다(Table 5). 반복

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장변별능력에 대한 집단 간 주 

효과가 유의하였지만[F(1, 17) = 21.485, p ＜ 0.01], 집단과 시점 
조건이 문장변별능력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

았다[F(2, 34) = 2.816, p ＞ 0.05].

DISCUSSIONS 

본 연구는 음악을 통한 청능훈련이 어음변별력과 문장변별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청능훈련

은 회기당 40분씩 총 10주(주 3회) 동안 실시하였다. 청능훈련 

효과를 분석할 때에는 연구 대상자를 청능훈련 집단(ATG)과 

비청능훈련 집단(NATG)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음악 청능훈련이 끝난 시점에서 측정한 집단 간 SNR에 따른 문

장변별력에서의 차이는 6과 0 dB SNR의 소음 상황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용한 조건하에서 보청기 착용 전, 10주 후, 6개월 후

의 ATG와 NATG 간의 어음변별능력을 비교하고자 음장검사

를 통한 단어인지도(WRS)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방음실 안에서 어음명료도

를 평가하였을 때 두 집단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p ＞ 0.05). 
둘째, 보청기 착용 전, 10주 후, 6개월 후의 ATG와 NATG 간

의 6과 0 dB SNR의 소음 상황에서 K-SPIN을 이용한 결과 문

장변별능력에서 집단 간 주 효과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보청기를 착용한 성인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청능훈

련을 실시한 후 소음 상황에서 어음인지도가 향상되었다고 보

고한 선행 연구(Chang & Lee, 2016; Kim & Bahng, 2017; Lim 

& Bahng, 2016)와 음악을 이용한 청능훈련을 실시하였을 때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연구들(Elmer et al., 2012; Kraus & 

Chandrasekaran, 2010; Musiek & Chermak, 2014)과 일치한

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언어와 음악은 주의 집중 및 기억

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음악가와 비음악가의 뇌 영상 연구

에서도 음악가가 신경 네트워크가 더 크게 활성화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Tierney et al., 2008). 음의 고저

(pitch) 판단은 우반구 상측두회(superior temporal gyrus)에

서(Samson & Zatorre, 1988; Zatorre, 1985), 리듬 판단과 재현

은 양반구의 앞쪽 상측두회에서 처리되고, 또한 박자 처리는 

좌반구에서, 음색 처리는 우반구에서 우세하게 처리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음악으로 뇌를 자극하면 좌반구의 언어청각

중추를 활성화시켜 언어 이해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할 수 있

다(Lee, 2006). 본 연구에서도 TLP 음악 청취를 하게 한 후 보

청기를 착용하고 청능훈련을 실시하였을 때 문장변별력이 향

상되었다. 이는 다양한 음악 레슨을 실시한 후 인공와우 착용

자들의 단어 및 문장의 어음인지도 그리고 작업 기억력에서 효

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들(Choi et al., 2017; Seo & Lim, 

2007)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청능훈련이 끝난 후 조용한 상황에서 ATG

의 어음변별능력은 62.8%인 반면 소음 상황(0 dB SNR)에서의 

Table 5. Group comparison of speech recognition scores at 0 dB 
SNR as a function of time

Group Unaided HA After 10 weeks After 6 months 
ATG (n = 9)
Mean (SD) 0.0 (0.0) 18.8 (10.8) 23.3 (15.6)
NATG (n = 10)
Mean (SD)   1.0 (3.16)   6.0 (14.5) 18.4 (16.4)
Unit: score. SNR: signal-to-noise ratio, HA: hearing aid, ATG: audito-
ry training group, NATG: none auditory training group, SD: stan-
dard deviation

Table 4. Group comparison of speech recognition scores at 6 dB SNR 
as a function of time

Group Anaided HA After 10 weeks After 6 months
ATG (n = 9)
Mean (SD) 17.2 (16.6) 60.0 (16.2) 77.2 (12.5)
NATG (n = 10)
Mean (SD) 11.9 (18.8) 32.8 (28.0) 40.0 (29.9)
Unit: score. SNR: signal-to-noise ratio, HA: hearing aid, ATG: auditory 
training group, NATG: non auditory training group,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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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변별능력은 18.8%로 나타나 소음 상황에서 보청기 착용자

들의 언어 이해력이 많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

부분의 보청기 착용자들이 소음 상황과 다화자 간의 대화에서 

보청기 사용에 대한 불만족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파수 압축 보청기 및 소음 제거 알

고리즘을 이용한 보청기, 방향성 기술을 사용하여 방향성 변별

력 향상 등 보청기의 음향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여전히 조용한 

환경에서의 보청기 효과는 상승하지만 소음 속에서 어음인지

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

기 위해 보청기를 착용 후 청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연구들

이 수행되었고(Burk & Humes, 2007; Ferguson et al., 2014; 

Kim & Lee, 2010; Noh, 2007; Yeo et al., 2014), 본 연구에서

도 TLP를 이용한 청능훈련이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따라

서 보청기 착용 후 보청기 적합 외에도 청능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보청기 착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에 의거하여 연구의 실천적 함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능훈련을 받도록 노인성 환자들의 동

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청능훈련을 실시하는 다양한 도구

와 방법(Chang & Lee, 2016; Lee, 2009; Lee et al., 2017; Lim 

& Bahng, 2016) 중 본 연구에서는 음악을 통한 청능훈련을 실

시하여 어음 이해력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클래식 음악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노인 환자들에게 TLP 클래

식 음악을 30분 동안 단순히 청취하게 하는 것은 노인 환자들

이 지루함을 느껴 청능훈련 도중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도 처음 시작은 30명이었으나 훈련 

도중 탈락자가 발생하여 9명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TLP 클래식 음악을 듣는 동안 음악 리듬에 맞춰 몸동작 및 손

동작을 사용하게 하는 것과 같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

들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청능훈련 프로그램

에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 맞춤형 훈련 도구가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둘째, 노인들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청능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노인층으로, 매주 3회 정도 청능훈련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센터에 방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였다. 따라서 센터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쉽게 혼자서도 청능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

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집에서 부모의 지도하에 아동 스

스로 청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 프로그램들이 개

발되어서 청능훈련에 활용되고 있다(Cameron & Dillon, 2012; 

Lee, 2009; Yu & Lee, 2011). 이처럼 노인 환자들이 집에서도 

혼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컴퓨터 및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기반으로 하여 가정용 청능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절

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청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센터 및 병·의원 시스템 구

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 및 선행 연구에서 밝혔듯이 청능훈련

은 보청기 착용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현재 국

내에서 보청기 착용자를 대상으로 청능훈련을 실시하는 센터 

및 병·의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보청기를 관리하는 전

문가들에게 청능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이에 대한 정보 및 

구체적인 방법들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

요하다. 또한 노인 및 성인 대상자들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청

능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켜 청능훈련을 받을 수 있는 동

기를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약 30만 명에 해당하는 청각장애에 대한 재

활치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재활

의료 서비스 공급이 적절하지 못한 이유와 사회적으로 청각재

활의 동기 부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Ministry 

for Health &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009). 이처럼 청능재활 훈련의 필요성은 선행 연구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사회적 참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일

부 병·의원 및 보청기 및 청각언어재활센터에서 청능훈련이 일

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자나 재활 담당자도 이러한 부분에 대

해서는 아직 인식 및 사회적 공론화가 미비한 상태이다. 이처럼 

청능재활에 대한 신뢰성 부족과 재활의료 서비스 체계 부분이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아 병·의원이나 청각언어재활센터 등에

서 적극적으로 재활 훈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청각

장애인들이 청능재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보청기를 착용하는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최소한 5~10회

(Chang & Lee, 2016; Shin, 2015) 이상으로 장기적인 재활 기

간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보청기 착용자들이 노령 인구이다 보

니 신체적인 문제점이나 접근성 등의 한계점으로 재활이 순조

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의 동기 부족과 관련된 것

으로, 재활이라는 것이 단 한 번에 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상당

한 시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 

방법은 가정에서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청능재활훈련 프로그램 

및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개별적 청능훈련 프

로그램이 개발된 사례가 있는데 DVD,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직접 재활을 할 수 있는 훈련 도구들이 소

개되고 있다(Baek & Lee, 2016; Yu et al., 2014). 이처럼 보청

기 착용자의 주 대상이 노인 인구가 다수이므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청능재활훈련 프로그램이 계속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연

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어음 분별력을 높이고자 하면 양이 착용이 되어

야만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쪽 귀로만 착용하였기 때문에 

향후 양이 착용을 할 경우 연구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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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평가를 할 때 스피커 성능에 따라 그 결과 값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상적인 대화는 스피커로 듣는 것

보다는 성대를 통한 말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

후 lived voice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TLP라는 고화질로 재생

성된 음악을 사용 청취해 청능훈련을 하여 상기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이는 환자가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장비를 구입하기에는 고가이기 때문에 청능훈련 도구로서

는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TLP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일반

적인 클래식 음악을 이용한 중재를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 보

는 것이 필요하다. 

중심 단어0:0�청능훈련·보청기·노인성 난청·음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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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The Hearing Aid’s Specification and Related Information of the Participants (n = 19)

Group Type Model name/company Channel Fitting formula

  1 ATG ITC LOONA/Hansaton 8 CH NAL-NL2

  2 ATG ITC LOONA/Hansaton 8 CH NAL-NL2

  3 ATG ITC Jam/Hansaton 24 CH NAL-NL2

  4 ATG ITC EY3/ReSound 8 CH NAL-NL2

  5 ATG CIC TST6/Beltone 12 CH BAFA

  6 ATG CIC TST6/Beltone 12 CH BAFA

  7 ATG RIC PR05M/Beltone 9 CH BAFA

  8 ATG CIC AY3/Beltone 8 CH BAFA

  9 ATG ITC AY3/Beltone 8 CH BAFA

10 NATG ITC AY3/Beltone 8 CH BAFA

11 NATG ITC Jam/Hansaton 24 CH NAL-NL2

12 NATG ITC Sterling/Rexton 12 CH NAL-NL2

13 NATG CIC EY3/ReSound 8 CH NAL-NL2

14 NATG ITC AY4/Beltone 10CH BAFA

15 NATG CIC LS5/ReSound 12 CH NAL-NL2

16 NATG ITC LT5/ReSound 12 CH NAL-NL2

17 NATG CIC Sterling/Rexton 16 CH NAL-NL2

18 NATG CIC AY3/Beltone 8 CH BAFA

19 NATG RIC LND17/Beltone 17 CH BAFA

ATG: auditory training group, NATG: non auditory training gro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