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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2017년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인구의 5%가 넘는 3억 6,000

만 명의 사람들이 청력 손실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에 3,200만 

명이 아동이라 보고하였다. 아동은 유치원, 학교, 놀이터 등과 

같이 다양한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생활하게 된다. Park 

et al.(2001)은 국내 도심지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소음이 64~69 dBA, 쉬는 시간의 경우 교실 내 소

음이 67~72 dBA이라고 밝혔다. 국외 연구에서도 교실 내 소음

이 48~69 dBA가량이고 주로 관찰된 신호대잡음비가 1~5 dB 

signal-to-noise ratio (SNR)라 하였다(Crandell & Smaldino, 

2000). Jamieson et al.(2004)은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소음 

환경에서 의사소통에 더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였다. 다양한 소

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청각장애 아동이 학습해야 한다면 언

어 발달, 읽기, 쓰기뿐 아니라 학업, 정서, 인지 발달 면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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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Crandell & Smaldino, 2000; 

Klatte et al., 2010, 2013; Valente et al., 2012). 따라서 보청기

만으로 소음 속 상황에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청

능훈련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청능훈련이란 청각 자극에 반응하는 뇌의 가소성에 기초하

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듣는 연습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개선

을 목표로 한다(Henshaw & Ferguson, 2013). 청능훈련은 개

개인의 인지 정도와 복합적인 상호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훈

련을 실시한 영역만 향상되는 것이 아닌 훈련을 시행하지 않은 

영역 혹은 인지기능과 감각기관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통

합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Moore & Amitay, 2007). 국외 연구

자들은 다양한 청능훈련 도구와 평가 절차를 통하여 긍정적인 

청능훈련 효과를 보고하였다(Alonso & Schochat, 2009; 

Lotfi et al., 2016; Mishra et al., 2015, 2018; Rochette & Big-

and, 2009; Rochette et al., 2014; Sullivan et al., 2013; Wu et 

al., 2007). 예를 들어 Wu et al.(2007)은 10명에게 컴퓨터를 활

용한 청능훈련을 10주간 시행하였고 훈련 후, 어음인지도가 증

가하였고 그 효과는 훈련 종료 후 2개월까지 유지되었다고 하

였다. Roman et al.(2016)의 연구에서 인공와우 사용 아동에게 

청능훈련을 시행한 결과 훈련에 참여한 아동의 인지도가 향상

하였고 특히 어릴수록 훈련의 효과는 더 컸다. 13명의 인공와

우 사용 아동에게 소음하 어음인지 청능훈련을 시행한 Mishra 

et al.(2015)은 훈련 후 소음하 어음인지도가 증가하였을 뿐 아

니라 훈련에 사용하지 않은 숫자인지 능력도 증가하였으며, 훈

련 종료 3주 후까지 효과가 유지되었음을 보고하였다. Mishra 

et al.(2018)은 14명의 인공와우 사용 아동에게 5주간 순방향숫

자기억하기 훈련을, 13명의 다른 인공와우 사용 아동에게는 역

방향숫자기억하기 훈련을 시행하였다. 훈련 후 작업기억 능력

이 향상하고 훈련 후 5주 후에도 효과가 유지되었으나 소음하 

어음인지의 향상으로까지 일반화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Nanjundaswamy et al.(2018)은 컴퓨터 기반 청능훈련 도구를 

분석하였고, 각각의 청능훈련 도구가 소음하 어음, 다화자 어

음, 시청각 어음, 음악, 환경음 등의 다양한 자극음을 콘텐츠로 

포함하고 있으나 훈련 효과를 검증하는 데 사용할 평가 도구가 

제한적임을 밝혔다. 

국내의 경우 난청 성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 가능한 청

능훈련 도구가 다수 발표되었으나(Ahn & Lee, 2016; Baek & 

Lee, 2016; Lee et al., 2016b; Lim & Bahng, 2016) 아동을 대

상으로 한 청능훈련 도구 개발 및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는 제

한적이다(Park & Han, 2019). Rayes et al.(2019)은 인공와우 

착용 아동을 대상으로 청능훈련의 효과를 밝힌 다양한 선행연

구를 리뷰한 결과, 많은 연구에서 청능훈련의 효과를 밝혔으나 

훈련에 사용하지 않은 자극음에 대한 인지도, 삶의 질이 향상

하였는지 밝힌 연구가 부족하고 훈련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

되는지 보고한 연구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Lee et al.(2017)은 3~5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이용

한 아동용 청능훈련 도구를 개발하고 건청 아동을 대상으로 

목록 간 난이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ee et al.(2017)

의 아동용 청능훈련 도구를 이용하여 8주간의 청능훈련을 시

행한 후 보청기 착용 난청 아동의 어음인지도가 향상하는지, 

부모가 답한 주관적 설문 결과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청능훈련의 효과를 보고할 때 훈련 효과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훈련 효과가 유지(retention)되

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능훈련의 효과를 보고한 선

행연구 대부분이 청능훈련 종료 3주 후(Mishra et al., 2015), 1

개월 후(Green et al., 2019; Oba et al., 2011), 2개월 후(Wu et 

al., 2007), 3개월 후(Sullivan et al., 2013)에 재평가를 시행하

여 훈련 효과가 유지되는지 확인하였다. 위의 선행연구 모두 훈

련 효과가 유지되었다고 보고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훈련 

종료 4개월 후에 재평가를 시행하여 훈련의 효과가 유지되는지 

평가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에는 보청기 착용 아동 8명(남아 4명, 여아 4명)이 대

상자로 참여하였다. 8명 아동의 평균 연령은 만 6세 8개월[범위: 

만 5세~7세 4개월, standard deviation (SD): 9.6]이었고, 대상 아

동의 보청기 착용 기간이 평균 28개월이었다(SD: 15.2). 8명 대

상 아동 중 7명은 양이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1명은 

좌측 귀에 보청기를 우측 귀에는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있었다. 

보청기를 착용하기 전 500, 1,000, 2,000 Hz의 평균순음역치

(pure tone threshold average, PTA)를 계산한 결과, 우측 귀의 

경우 평균 57.4 dB HL(SD: 15.3), 좌측 귀의 평균 PTA는 59.2 

dB HL(SD: 18.3)이었다. 보청기 착용 시 평균 PTA는 우측 귀가 

33.8 dB HL(범위: 28.3~43.3 dB HL, SD: 5.6), 좌측 귀가 37.1 

dB HL(범위: 23.3~55.0 dB HL, SD: 9.8)이었다.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를 통해 대상 아동의 언

어 발달을 평가한 결과(Kim, 2000), 본 연구에 참여한 난청 아

동의 평균 수용언어 연령은 5세(SD: 0.5), 평균 표현언어 연령은 

4.6세(SD: 0.9)였다. 표준화된 한국어음청각검사도구를 이용하여 

아동 개개인의 쾌적 레벨에서 단어와 문장인지도를 측정한 결과

(Lee et al., 2010), 평균 단어인지도와 문장인지도는 60.0%(SD: 

14.8), 68.8%(SD: 26.7)였다. 

훈련에 참여하기 전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연구의 목적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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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참여 동의서에 서명

을 하였다. 매번 훈련을 시작하기 전 성능 분석 장비(Audioscan 

Verifit2, Audioscan, Ontario, Canada)를 이용하여 아동 개개

인이 선호하는 보청기 적합 상태를 확인하였고, 매번 훈련을 시

작하기 전 보청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훈련을 진행하였다.

평가 방법 및 장비

청능훈련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청능훈련 시작 전(pre-train-

ing, 0주)과 8주의 청능훈련이 끝난 후(post-training, 8주)에 

조용한 상황(in quiet)과 10, 5, 0 dB SNR에서 단어인지도 및 

문장인지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훈련을 종료한 지 1개월 후

(1-month follow-up), 4개월 후(4-month follow-up)에 동일한 

검사를 진행하여 훈련 4개월 후까지 인지도가 유의하게 감소하

지 않고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청능훈련 효과를 평

가하기 위해 조용한 상황(quiet)과 10, 5, 0 dB SNR의 다화자 

소음하 조건에서 한국어음청각검사도구(Lee et al., 2010)를 이

용하여 어음인지도 검사를 시행하였고, 목표 단음절어 및 문장

은 일상 평균 대화 레벨인 65 dB SPL에서 제시하였다. 소음하 

어음청각검사를 위해 목표 단어 혹은 문장과 다화자 배경 소

음(Shin & Lee, 2010)의 실효 값(root mean square)이 일정하

도록 조절하였고(Adobe Audition CC 2015, Adobe System 

Inc., San Jose, CA, USA), 청능훈련 효과의 평가를 위해 청력

검사기(GSI AudioStar Pro, Grason-stadler, Eden Prairie, 

MN, USA), 음장검사용 스피커(JBL Control 1 Pro, JBL pro-

fessional, Northridge, CA, USA)를 사용하였다.

위의 객관적 평가 외에 한국어 버전 일상생활 청각행동 설문

지(auditory behavior in everyday life questionnaire, ABEL) 

(Choi et al., 2017a)를 부모에게 조사하여 청능훈련 전후(0주와 

8주) ABEL 점수 변화를 확인하였다. 한국어 버전 ABEL은 설

문 문항이 짧고 간결하며 평가 도구로써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

하였다. 따라서 청능훈련 전후 ABEL 설문을 시행하여 청능훈

련 후 부모가 느끼는 아동의 청각 행동의 변화뿐 아니라 청각 

경험에 따른 심리사회적 기술 면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청능훈련 도구 및 절차 

청능훈련은 8주간 총 8회(주당 1회) 실시하였으며, 매 회기당 

훈련 40분, 부모 상담 10분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Lee et al.(2017)이 발표한 아동용 청능훈련 문장 음원

을 사용하였다. 개발 당시 1,616개의 음원을 조용한 환경과 6, 

3, 0 dB SNR의 소음 환경에서 제시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훈련

에 총 6,464개의 문장 음원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문장에 부합

하는 그림판이 존재하고, 목표 문장 내에 최소 2개, 최대 4개의 

중심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청능훈련은 소음 측정기(TES-1350A sound level meter, TES 

Electrical Electronic Corp., Taipei, Taiwan)를 사용하여 소음 

레벨이 40 dBA 이하의 방에서 시행하였다. 훈련용 문장 음원

은 컴퓨터(DM500T8A-A58, Samsung, Seoul, Korea)와 음장 

스피커(Realtek High Definition Audio, Samsung)를 통해 약 

65 dB SPL에서 제시하였다. 훈련 시 목표 문장을 듣고 틀리게 

답을 하는 경우 최대 5회까지 반복하여 제시하였다.

청능훈련 시 난이도가 너무 쉬운 경우 대상 아동이 지루해할 

수 있고, 너무 어려운 경우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훈련 시 대상 아동이 50~80%의 정반응을 보일 수 있는 

난이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난이도 조절을 위해 훈련에 사용

할 문장 내 중심 단어의 수(최소 2개 → 최대 4개), 반응 방법(그

림판 보기에서 중심 단어 고르기(closed-set) → 문장 듣고 따라 

말하기(open-set), 신호대잡음비(소음 강도를 증가), 그림판 보

기의 수(최소 4개 → 최대 16개의 그림 보기)를 조절하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목표 문장이 “기린이 배를 탄다.”인 

경우 중심 단어가 ‘기린’과 ‘배’이다. Figure 1에 제시한 것처럼 

아동의 집중 정도에 따라 8개의 그림판 보기 중 목표 그림(‘배

를 타고 있는 기린’)을 고르거나(예시 1) 16개의 그림판(8개의 

동물, 8개의 탈 것 그림) 중 ‘기린’과 ‘배’의 2가지 그림(예시 2)을 

선택하게 하였다. 

통계 분석

자료는 SPSS version 20.0 (IBM Corp., Armonk, NY, USA)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룹 내 독립 변수인 평가 

시기(평가 전후), 평가 조건(quiet, 10, 5, 0 dB SNR)에 따라 종

속변수인 단어인지도 혹은 문장인지도가 유의하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각 반복 측정된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

였다. Mauchly 구형성 검정 결과 구형성 가정에 위배되는 경우 

Greenhouse-Geisser의 수정된 자유도와 F 값을 확인하였다. 

청능훈련 효과의 유지를 확인하기 위해 훈련 후, 훈련 종료 1개

월 후, 훈련 종료 4개월 후의 단어인지도 혹은 문장인지도의 변

화를 확인하였다. 훈련 전후 ABEL 설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Wilcoxon 부호순위검정(signed rank test) 분석을 시행하였다. 

더불어 Spearman 상관 분석을 통해 객관적 인지도와 주관적 

설문 평가의 결과에서 훈련 후 향상 정도 간 상관성을 확인하

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유의 수준 0.05 미만에서 검증하였다.

RESULTS

청능훈련에 따른 평균 어음인지도 향상

Figure 2는 평가 시기(훈련 전, 훈련 후, 그리고 훈련 종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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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후, 4개월 후)에 따라 조용한 상황과 소음하 상황(10, 5, 0 

dB SNR)에서 측정한 단어인지도와 문장인지도를 보여준다. 먼

저 단어인지도를 살펴보면 훈련 전, 훈련 후, 훈련 종료 1개월 

후, 훈련 종료 4개월 후에 측정한 조용한 상황에서의 평균 단어

인지도는 60.0%, 71.5.%, 71.3%, 73.6%(SD: 14.8, 15.9, 13.2, 12.2)

였다. 10 dB SNR의 소음 상황에서 평균 단어인지도를 평가 시

기의 순서대로 나열하면 45.5%, 59.0%, 58.0%, 60.8% (SD: 15.0, 

13.8, 13.9, 12.5), 5 dB SNR의 소음하에서 구한 평균 단어인지도

는 같은 순서대로 28.5%, 47.0%, 45.0%, 48.8%였다(SD: 14.7, 

15.8, 16.0, 11.8). 본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듣기 조건인 0 dB 

SNR에서 측정한 평균 단어인지도는 14.5%, 27.0%, 25.5%, 

26.4%였다(SD: 13.7, 20.8, 18.4, 13.7).

통계 분석 결과 훈련 전후에 따라[F(1, 7) = 53.8, p ＜ 0.001], 
듣기 조건에 따라[F(3, 21) = 86.4, p ＜ 0.001] 단어인지도가 유
의하게 달랐다. 훈련 전에 비해 훈련 후 모든 조건에서 11~19%

가량 증가하여 이원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F(3, 21) = 

1.48, p ＞ 0.05]. Bonferroni 대응별 다중비교 결과를 확인한 
결과 네 가지 듣기 조건 간 인지도의 차이는 모두 유의하였다. 

Friedman 비모수 검정 결과 조용한 상황, 10, 5, 0 dB SNR에

서의 단어인지도는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아(p ＞ 0.05) 훈련 종
료 1개월 후, 4개월 후까지 훈련에 의해 향상된 단어인지도가 

유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문장인지도를 살펴보면 훈련 전, 훈련 후, 훈련 종료 1개월 

후, 훈련 종료 4개월 후에 측정한 평균 인지도가 68.8%, 84.7%, 

Examples of closed-set plates with 8 pictures (Ex 1) or 
16 pictures (Ex 2) for picture identification task

Correctly identified 
picture

Ex 1

Ex 2

Figure 1. Examples of closed-set plates 
with 8 or 16 pictures for picture identifica-
tion task. Ex: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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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90.0%였다(SD: 26.7, 15.3, 15.1, 10.0). 10 dB SNR의 소

음 상황에서 훈련 전, 훈련 후, 훈련 종료 1개월 후, 4개월 후에 

구한 평균 문장인지도는 순서대로 50.9%, 80.6%, 80.6%, 

82.5%(SD: 25.9, 12.7, 14.5, 9.0), 5 dB SNR에서 측정한 평균 

문장인지도는 평가 시기 순서대로 29.7%, 60.0%, 60.9%, 66.5%

였다(SD: 22.6, 22.0, 21.1, 14.3). 가장 어려운 듣기 조건인 0 dB 

SNR에서 측정한 평균 문장인지도는 평가 시기 순서대로 나열

하면 7.2%, 29.3%, 25.5%, 21.3%였다(SD: 10.5, 12.1, 11.8, 13.2).

분석 결과 훈련 전후[F(1, 7) = 55.7, p ＜ 0.001]와 듣기 조건
에 따라[F(3, 21)= 97.0, p ＜ 0.001] 문장인지도가 유의하게 달
랐다. Bonferroni 대응별 다중비교 결과를 확인한 결과 네 가

지 듣기 조건 간 인지도의 차이는 모두 유의하였다. 조용한 상

황과 0 dB SNR에서는 훈련 전에 비해 훈련 후 약 16~22%가량 

향상하였으나 5, 10 dB SNR 조건에서는 약 30%가량 향상 정

도가 더 커서 듣기 조건에 따라 훈련 전후 결과 차이가 달랐다

[F(3, 21) = 3.65, p ＜ 0.05]. Friedman 비모수 검정 결과 조용한 
상황, 10, 5, 0 dB SNR에서의 문장인지도는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았다(p ＞ 0.05). 훈련 종료 1개월 후, 4개월 후까지 훈련에 의
해 향상된 문장인지도가 유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청능훈련에 따른 개인별 어음인지도 향상

청능훈련 효과를 확인할 때는 훈련 후 대상자의 평균 인지도 

변화뿐 아니라 대상자 개개인의 인지도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훈련 전과 후에 8명 아동의 개인별 단어인지

도와 문장인지도가 얼마나 향상하였는지를 Figure 3에 제시하

였다. 인지도 향상 정도는 훈련 후 측정한 인지도에서 훈련 전 

측정한 인지도를 빼 계산하였다. 

Figure 3의 상단 그림은 8명 아동 개개인의 단어인지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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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ean word and sentence rec-
ognition scores (error bar: standard de-
viations) in four listening conditions ob-
tained from the pre-training, post-train-
ing, 1-month follow-up, and 4-month fol-
low-up tests. WRS: word recognition 
score, SRS: sentence recognition score, 
SNR: signal-to-nois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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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하단 그림은 문장인지도의 향상 정도를 보여준다. 단어

인지도를 살펴보면 조용한 상황에서 평균 11.5% 인지도가 향

상하였고, 10, 5, 0 dB SNR에서 약 13~18%가량 인지도가 향

상하였다. 개인별 결과를 살펴보면 S2, S5, S8을 제외하고는 모

든 듣기 조건에서 단어인지도가 향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S6의 경우 훈련 후 조용한 상황, 10, 5, 0 dB SNR 각각의 

평가 조건에서 12%, 20%, 24%, 36% 향상되었다. S2의 경우 5 

dB SNR에서 훈련 후 단어인지도가 24% 향상하였으나, 가장 

어려운 평가 조건인 0 dB SNR 조건에서 훈련 전후 모두 0%의 

인지도를 보여 훈련에 따른 향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S5의 경

우에도 훈련 전 5 dB SNR에서는 훈련 후 20% 증가하였으나 0 

dB SNR 조건에서 훈련 전후 동일하게 20%의 인지도를 보여 

훈련에 따른 향상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S8의 경우 훈련 전 인

지도가 56%였고 훈련 후 조용한 상황 속 인지도가 52%로 4%

가량 감소하였다. 

문장인지도를 살펴보면 조용한 상황에서 평균 16%가량 인

지도가 개선되었고, 10 dB SNR과 5 dB SNR에서는 약 30% 

향상, 0 dB SNR에서는 약 22% 인지도가 향상하였다. 8명 대

상자 중 S1, S3을 제외한 다른 대상 아동은 모든 조건에서 훈

련 후 문장인지도가 향상하였다. 특히 S4, S6, S8 아동은 10 

dB SNR에서 40~50%의 인지도 향상을, S3, S4, S6은 5 dB 

SNR에서 40~45%의 향상을, S3과 S6 아동은 0 dB SNR에서 

30~35%의 인지도 향상을 보였다. S1과 S3 역시 조용한 조건에

서 훈련 전후 문장인지도가 같아 향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다른 평가 조건에서는 모두 인지도가 향상되었다. 

청능훈련에 따른 ABEL 설문 결과 변화와 어음인지도와의 

상관 분석

한국어 버전 일상생활 청각행동 설문지(ABEL)는 청각, 구화 

및 청각적 인식 영역과 더불어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대

화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훈련 전후 측정한 ABEL 

평균 및 개인별 점수를 Figure 4에 제시하였다. 청능훈련 전 측

Figure 3. Individual improvements (error 
bar: standard deviations) in word and 
sentence recognition scores. S: subject,  
WRS: word recognition score, SRS: sen-
tence recognition score, SNR: signal-to-
nois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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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ABEL 점수는 평균 94.6점(SD: 14.1)이었고 8주의 훈련 

후 같은 설문을 시행한 결과 평균 110.3점(SD: 11.5)으로 훈련 

후 약 15.6점가량 상승하였다. 비모수 분석 결과 훈련 전보다 

훈련 후 ABEL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하였다(p ＜ 0.05). 훈련 
전과 훈련 후 개개인별 점수를 비교해 보면 대상 아동 8명 중 

S4는 최소 1점, S2는 최대 55점 향상하였다.

위에 열거하였듯이 대부분의 대상 아동은 청능훈련 후 객관

적 단어인지도, 문장인지도뿐 아니라 설문 평가 결과가 향상하

였다. 객관적 어음인지도의 향상 정도와 주관적 설문 결과의 

변화 간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p ＞ 
0.05). 즉, 객관적 인지도 결과에서 아동의 단어인지도 혹은 문

장인지도가 향상하였을수록 부모가 답한 ABEL 설문 결과가 

상관성 있게 향상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훈련 후 조용한 상황

과 10, 5, 0 dB SNR 소음 상황에서 측정한 단어인지도 간 변화

에도 서로 상관성이 없었다. 그러나 훈련 후 조용한 상황에서 

문장인지도가 많이 향상하였을수록 10 dB SNR의 소음하 문

장인지도가 유의하게 향상하였고(r = 0.79, p ＜ 0.05), 훈련 후 
5 dB SNR에서 소음하 문장인지도가 많이 향상한 아동일수록 

0 dB SNR의 소음하 문장인지도가 유의하게 향상하였다(r = 

0.79, p ＜ 0.05).

DISCUSSIONS 

청각 보조기기에 다양한 음향학적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으

나 여전히 보청기 착용만으로 다양한 소음 속에서 난청인의 의

사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다양한 소음하 청능훈련 연구가 진행되었고 긍정

적인 훈련 효과가 다수 보고되었으며(Burk & Humes, 2008; 

Ferguson & Henshaw, 2015; Ferguson et al., 2014; Jo et al., 

2013; Lee et al., 2016a; Yeo et al., 2014), 청능훈련 및 재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청각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건청 아동

에 비해 상대적으로 듣기 및 언어 발달이 지연되어 있으므로 난

청 아동에게 조기에 청능훈련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Stelmachowicz et al., 2004).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에게 적용 가능한 청능훈련 도구의 부족, 훈련에 

참여 가능한 아동 모집의 어려움, 기타 행정적, 경제적 지원 등

의 부족으로 인하여 난청 아동을 대상으로 청능훈련의 효과를 

밝힌 연구가 비교적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청기 착용 난청 아동 8명을 대상으로 8주

간 소음하 문장인지 청능훈련을 시행하고 훈련의 효과가 어떠

한지, 훈련의 효과가 훈련 종료 4개월 후까지 유지되는지 평가

하였다. 분석 결과 훈련 전보다 훈련 후 조용한 상황뿐 아니라 

10, 5, 0 dB SNR 소음환경에서 단어인지도와 문장인지도가 향

상되는 긍정적인 훈련 효과를 확인하였다. 훈련 종료 1개월 후, 

4개월 후까지도 인지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아 훈련의 효과

가 유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 아동의 

경우 조용한 상황에서 측정한 단어인지도와 문장인지도가 평

균 60%로 조용한 상황에서 의사소통하는 데는 매우 큰 어려

움은 없으나 5 dB SNR에서는 평균 30% 미만의 인지도를, 0 

dB SNR에서는 평균 15% 미만의 인지도를 보여 일상적인 교실 

소음 상황인 0~5 dB SNR (Crandell & Smaldino, 2000)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들이었다. 훈련 후 개선된 정

Figure 4. Individual and mean ABEL 
scores (error bar: standard deviations) 
obtained from pre-training and post-train-
ing tests. ABEL: auditory behavior in ev-
eryday life questionnaire, S: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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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는 개인 간 차이가 있었으나, 조용한 상황뿐 아니라 10, 5, 

0 dB SNR 소음 조건 모두에서 훈련 후 인지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난청 아동을 대상으로 친숙한 단어와 주제를 가진 

문장을 이용하여 소음하 청능훈련을 실시한 Sullivan et al. 

(2013)은 청능훈련 후 소음하 어음인지도가 향상하였음을 보

고하였다. 어음이 아닌 다른 자극음을 이용한 국내외 아동 청

능훈련 연구에서도 아동에게 훈련의 효과가 긍정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면 Choi et al.(2017b), Fu et al.(2015), Ro-

chette et al.(2014)은 음악을 이용한 청능훈련을 시행한 이후 

아동의 어음인지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하였고, Oba et al.(2011)

은 소음하에서 숫자를 이용하여 청능훈련을 시행한 결과 인공

와우 착용 아동의 어음인지도가 향상하였다고 하였다. Lotfi et 

al.(2016)은 훈련 후 난청 아동의 청각 측분별 능력의 향상을 밝

혔고, Alonso & Schochat(2009)은 중추청각처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8주간 청능훈련을 실시 후 아동들의 청각기억 능력

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경우 아동이 선호하는 

자극음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청능훈련을 시행하면 자극음의 

종류에 상관없이 어음인지도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훈련 후 객관적 인지도뿐 아니라 한국어 버전 

일상생활 청각행동 설문지(ABEL) 점수가 유의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개인별 ABEL 점수를 확인하였을 때, ABEL 결과가 

훈련 후 최소로 상승(1점 상승)한 아동(S4)은 실제로 객관적 어

음인지 결과에서는 10 dB SNR에서의 문장인지도가 50%, 5 dB 

SNR에서의 문장인지도는 40%가량 상승한 아동이었다. 반대로 

S2 아동의 경우 훈련 후 ABEL 점수가 최대로 향상한 경우였으

나(55점 향상), 5 dB SNR, 0 dB SNR 조건에서의 문장인지도 개

선 정도가 다른 아동에 비하면 더 적은 편이었다. 통계 분석 결

과에서도 객관적 인지도의 향상과 주관적 설문 결과의 향상 정

도 간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었다. 따라서 훈련에 따른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과 부모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아동의 청

각 행동의 변화 정도가 관련성을 가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표본 수가 작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8주간 매주 청능훈련에 참여가 가능하고 훈련 종료 1개월 후, 4

개월 후에도 재평가를 위해 아동과 보호자가 방문이 가능하여

야 하였으므로 훈련 효과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30명 이상의 대

상 아동을 모집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비슷한 

연령대와 비슷한 평균 순음 청력역치를 보이는 난청 아동이 대상

자로 참여하였으나 난청 시작 시기, 보청기 착용 기간, 주파수별 

청력, 아동의 전반적인 인지적 능력, 착용 중인 보장구 종류 등의 

다양한 요인이 아동의 인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 대상 

아동 8명 중 7명은 양이에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1명

(S5)만 좌측 귀에 보청기를 우측 귀에는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있

었다. S5 대상 아동은 0 dB SNR 조건에서 훈련 전후 인지도가 

동일하여(20%) 훈련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평가 조

건에서 어음인지도가 10~30%가량 향상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요인을 통제하기에는 8명의 대상자 수가 부족하므로 향

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

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음하 문장인지하기를 주 훈

련 내용으로 시행하였으나 향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청능훈

련 연구에서는 어음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자극음을 아동이 

쉽게 접하는 배경소음 속에서 제시하는 등 아동의 실제 일상생

활과 유사한 평가 조건에서 훈련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보청기 착용 난청 아동 8명을 대상

으로 8주간 청능훈련을 시행하였다. 훈련 후 조용한 상황뿐 아

니라 다양한 소음 상황에서 아동의 단어인지도와 문장인지도

가 향상하였다. 훈련 종료 1개월 후와 4개월 후에 실시한 재평

가 결과 훈련의 효과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객관적 어

음인지도와 더불어 부모의 주관적 설문 결과에서도 훈련 전보

다 훈련 후 아동의 청각적 행동 등이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소음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보청기 착용 아동에

게 소음하 문장인지 청능훈련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기

대할 수 있겠다.

중심 단어0:0�아동 청능훈련·청각 재활·난청·소음하 어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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