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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elect hearing aid is an essential process for successful hearing rehabilit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hearing aid selection considerations between receiver in-the-canal (RIC) 
and custom hearing aid (CHA) in order to guide appropriate selection of the hearing aid. This 
study discussed three key factors in the hearing aid selection including physical, acoustic and 
electroacoustic characteristics and other aspects. Advantages of RIC types are comfort to wear, 
reduction of the occlusion effect, presence of directional microphones, on-site fit, easy connectivity 
with other devices, and use of rechargeable batteries. On the other hand, the CHA types have their 
advantage in terms of being comfort to wear with masks, proper insertion and placement, reduction 
of the acoustic feedback, good approximation of frequency response curve, improvement of speech 
in noise perception, expanded hearing aid candidacy with varying hearing thresholds, and easy 
telephone use. We concluded that appropriate selection of the hearing aid would contribute to 
successful hearing rehabilitation, if considering physical, psycho-social, and acoustical characteristics.

Key Words: Hearing aid, Open-canal fitting, Closed-canal fitting, Receiver in-the-canal, Custom 
hearing aid.

INTRODUCTION

보청기는 전기음향파라미터(electroacoustic parameter)의 

조절 방법에 따라 비프로그램(non-programmable)과 프로그

램(programmable), 입출력함수곡선(input output function 

curve)의 특성에 따라 선형(linear type)과 비선형(non-

linear type), 신호처리 방식에 따라 아날로그(analog)와 디지

털(digital), 채널의 수에 따라 단채널(single channel)과 다채

널(multi-channel) 보청기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착용 시 보

청기몸체(hearing aid shell) 또는 이어몰드(earmold)가 외이

도를 폐쇄하는 정도에 따라서 외이도폐쇄적합(closed-canal 

fitting)과 외이도개방적합(open-canal fitting) 보청기로 구분

할 수 있다.

외이도폐쇄적합 보청기는 보청기 자체를 외이도 내에 삽입

하는 것으로 난청인의 귀에서 채취한 귓본을 토대로 제작하는 

갑개보청기(in-the-ear, ITE), 외이도보청기(in-the-canal, 

ITC), 고막보청기(completely in-the-canal, CIC) 등의 귓

속형(custom hearing aid, CHA) 그리고 보청기몸체를 귓바

퀴 뒤에 착용한 후 증폭음을 이어몰드튜브 또는 전선을 통해 외

이도 내에 삽입한 이어몰드 또는 수화기로 전달하는 귀걸이형

(behind-the-ear, BTE) 보청기가 있다. 외이도폐쇄적합형의 

보청기는 보청기몸체 또는 이어몰드에 음향임피던스(acoustic 

impedance)가 높은 작은 직경의 환기구(vent)를 사용하기 때

문에 외이도를 폐쇄하는 형태이다. 이에 반해 외이도개방적합 보

청기는 음향전달 임피던스를 낮추기 위해 보청기몸체 또는 이어

몰드에 ipsilateral routing of signal (IROS)과 같이 직경이 큰 

환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외이도를 개방하여 고막 부근의 음압

레벨(sound pressure level)을 외이도 밖으로의 배출을 용이하

게 하는 CHA 또는 BTE 보청기를 들 수 있다(Caporali et al., 

2019; Prakash et al., 2013). 그리고 BTE의 형태로 수화기가 

외이도 내에 위치하는 receiver-in-the-ear canal (RITE)과 

보청기몸체에 위치하는 receiver-in-the-aid (RITA) 보청기는 

외이도 내에 위치한 이어돔(ear dome)의 큰 환기구로 인해 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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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개방하는 대표적인 외이도개방적합 보청기로 알려져 있다

(Dillon, 2012). 본고에서는 최근의 문헌(Caporali et al., 2019)

과 시장의 동향을 감안하여 RITE 대신 receiver in-the-canal 

(RIC)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RIC 보청

기는 미관, 편안한 착용감, 방향마이크로폰의 내장, 폐쇄효

과(occlusion effect) 및 음질의 개선 등 외이도폐쇄적합 보

청기에서 구현할 수 없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Gnewikow & 

Moss, 2006; Kochkin, 2011; MacKenzie, 2006; Prakash 

et al., 2013; Winkler et al., 2016). 이에 RIC 보청기의 판

매 비중은 북미 지역에서 2009년 24%, 2014년 58%, 2017년 

69%로 급격히 증가하였다(Sim & Kim, 2019). The Hearing 

Review(2021)는 RIC 보청기 판매비율의 증가 원인을 미관, 편

안한 착용감, 소음 하 어음청취능력의 개선 등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RIC는 The Hearing Review(2021)에서 보고한 장점

이 있지만 단점 또한 존재한다. 이를 살펴보면 Jo et al.(2021)의 

연구에서는 0.75 kHz 이하의 주파수에서 RIC의 실이삽입이득

은 외이도폐쇄적합에 비해 5 dB 정도 낮게 나타나며, Park and 

Lee(2019), Prakash et al.(2013)은 외이도의 직경이 작은 경우 

폐쇄효과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Aazh 

et al.(2012), Hoen and Fabry(2007)는 직경이 큰 환기구로 인

해 고주파수, 특히 4.0 kHz 부근의 주파수 대역에서 음향피드

백으로 인해 충분한 이득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고 하

였다. 그리고 Sanders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현재 보청기

의 조절에 사용하고 있는 보청기적합소프트웨어의 National 

Acoustic Laboratories-non-linear 2 (NAL-NL2)의 작은

(soft) 그리고 보통(moderate) 크기에 대한 이득은 3.0 kHz 이

상의 주파수에서 원래의 NAL-NL2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고 보

고하였다. 이에 Winkler et al.(2016)은 중·고주파수 대역의 청

력역치(hearing threshold level)가 70 dB HL 이하인 경우에

만 개방형 돔을 사용하는 RIC 보청기의 사용이 효과적이라고 하

였다.

위에서 기술한 RIC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RIC의 

판매량은 국내외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외이도

개방 및 외이도폐쇄적합 보청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상기에서 

기술한 미관, 편안한 착용감, 방향마이크로폰의 내장, 폐쇄효과 

및 음질의 개선 외에 난청인의 신체, 보청기의 형태에 따른 음향 

및 전기음향적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IC와 CHA 보청기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두 

보청기의 특징을 신체 및 보청기의 착용, 음향 및 전기음향적 특

성 그리고 기타 고려사항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장단

점을 정리하였다.

METHODS

본 연구에서는 외이도폐쇄적합 보청기인 CHA와 외이도개방

적합 보청기인 RIC의 효과적인 선택을 위해 각 보청기의 특징을 

확인하고, 주요 사항을 Appendix로 정리하여 첨부하였다. 확인

한 주요 내용은 첫째, 미관, 작은 외이도의 크기, 보청기의 착용 

등 신체적인 특성과 보청기의 착용, 둘째, 폐쇄효과, 음향피드백, 

주파수반응곡선, 착용 가능한 청력역치, 소음 하 어음청취능력, 

방향마이크로폰 등 전기음향적 특성, 마지막으로 제조 기간 및 

조절, 전화의 사용, 다른 기기와의 연결, 충전식 전지 등 기타 고

려사항이었다.

DISCUSSIONS

신체적인 특성(physical characteristics)

미관(cosmetics)

RIC 보청기는 BTE의 한 종류로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크기가 눈에 띄게 작아졌으며, 수

화기에서 발생한 증폭 음향을 이어팁으로 전달할 때 튜브가 아

닌 직경이 가는 전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관적으로 우수하다

(Kochkin, 2011). 그리고 외이도개방적합 보청기의 초기 버전인 

RITA는 보청기몸체에 내장된 수화기에서 튜브를 사용하여 증

폭음을 이어몰드와 고막으로 전달하였지만, RIC 보청기는 증폭

한 전기신호를 가느다란 전선을 통하여 외이도 내에 삽입한 수화

기에 전달한 다음 변환된 증폭음향을 고막으로 전달하기 때문

에 미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대부분 외이

도폐쇄형 보청기인 CHA 또한 좋은 미관을 고려하기 위해 ITE, 

ITC, CIC 보청기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타인의 눈에 띄

는 것을 고려하여 더욱 작은 형태인 초고막(invisible in-the-

canal, IIC) 보청기를 개발하여 사용자들의 미적인 측면에 있어

서 만족감을 주고 있다.

작은 외이도 크기(small size of ear canal)

보청기 착용 시 수화기를 일정하고 정확한 위치에 삽입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수화기의 삽입 깊이에 따라 고막 부

근의 잔여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막 부근에서의 음압 또는 

이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Munro & Davis, 2003). 일반적인 

형태와 직경의 외이도는 RIC 보청기의 수화기를 포함한 이어돔 

또는 CHA 보청기를 삽입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러나 지

나치게 작은 직경의 외이도는 RIC 보청기의 수화기를 일정한 위

치에 삽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일정한 이득 또는 음압의 제

공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이어돔의 일그러짐으로 인해 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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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형되어 환기구가 작아짐으로 인해 착용감의 저하 및 폐쇄

효과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Park & Lee, 2019; 

Prakash et al., 2013). CHA 보청기 역시 작은 직경의 외이도

는 폐쇄효과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보청기를 

깊게 그리고 꽉 차게 삽입하여 해결이 가능하다(Park & Lee, 

2019).

보청기 착용(hearing aid wearing)

RIC 보청기는 크기가 작아지고 수화기와 연결하는 튜브 대신 

가느다란 전선을 사용함으로 인해 착용감이 좋아졌다. 하지만 

최근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마

스크의 착용이 일상화되었는데 RIC의 경우 보청기몸체를 착용

하는 위치와 마스크 줄을 거는 위치가 같기 때문에 보청기를 착

용하고 벗을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CHA 보청기는 

갑개(concha) 또는 외이도 내에 위치함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

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정확한 귓본의 채취와 스캔 그리고 3차

원 프린터 기법을 이용한 제작기술의 발전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가능케 하였다.

RIC와 CHA 보청기의 선택 시 신체적인 고려사항을 미관, 작

은 외이도의 크기, 보청기의 착용으로 구분하여 Appendix 1에 

정리하였다. 

음향 및 전기음향적 특성(acoustic & electroacoustic 

characteristics)

폐쇄효과(occlusion effect)

폐쇄효과는 Figure 1과 같이 외이도 내로 전달되어 재생성된 

성대의 진동이 보청기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고막으로 전달될 

때 주로 발생한다(Dillon, 2012). 이 경우 개방형 이어돔을 사용

하는 RIC 보청기는 큰 환기구의 낮은 음향임피던스로 인해 재생

성된 음향을 쉽게 외부로 배출하여 폐쇄효과의 해결에 효과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Caporali et al., 2019; Prakash et al., 

2013; Winkler et al., 2016). 하지만 폐쇄효과와 관련하여 RIC 

보청기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협착으로 인한 

타원형의 형태 또는 작은 직경을 가진 외이도의 경우는 수화기 

주변의 이어돔이 일그러져서 고막 부근의 증폭음향의 배출을 방

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청력역치의 증가로 인해 개방형이 아닌 폐

쇄(closed) 또는 이중(double) 돔을 사용하는 경우 고막 부근의 

음압을 외이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해서 폐쇄효과가 오히려 증가

할 수 있다(Park & Lee, 2019). 반면에 CHA 보청기는 외이도의 

모양을 나타내는 귓본(ear impression)을 채취하여 보청기를 

제작하기 때문에 외이도 협착으로 인해 음출구(sound outlet)

의 일그러짐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외이도의 작은 공간적인 

문제로 큰 직경의 환기구의 제작이 불가능하여 폐쇄효과의 해결

에 어려움이 있지만 보청기에서 외이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깊게 

그리고 외이도와 밀착되도록 삽입하여 폐쇄효과의 효과적인 해

결이 가능하다(Dillon, 2012; Park & Lee, 2019).

음향피드백(acoustic feedback)

보청기에서의 음향피드백은 다양한 발생 원인이 있지만 증폭 

음이 마이크로폰으로 재유입되는 양 그리고 수화기와 마이크로

폰 간의 간격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Dillon, 2012; Hoen 

& Fabry, 2007). 음향피드백과 관련하여 RIC와 CHA의 형태

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RIC는 큰 직경의 개방형 돔, CHA는 수화

기와 환기구 간의 간격이 가까움으로 인해 음향피드백의 발생확

률이 높아진다. 결국 RIC 보청기는 음향피드백제어시스템(anti-

feedback system)을 작동한다 하더라도 제조사의 보청기적

합 소프트웨어에서 음향피드백 방지를 위해 이득을 낮게 설정하

기 때문에 4 kHz 부근의 이득을 보청기적합공식(예; NAL-NL1)

에 근접하도록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Aazh et al., 

2012; Chalupper & Kasanmascheff, 2008). 따라서 RIC 보

청기는 중고주파수 대역의 청력역치가 70 dB HL 이상인 경우는 

A B

Microphone
Microphone

Signal Noise
Amplified sound
Sound transmitted from the vocal cords

Ear dome
Receiver Tympanic

membrane

Tympanic
membrane

Custom hearing aid

Figure 1. The path of sound to the eardrum in receiver in-the-canal (A) and custom hearing ai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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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Winkler et al., 2016). 수화기와 

환기구 간의 간격이 가까운 CHA 보청기의 경우는 작은 직경의 

환기구 그리고 정확한 귓본의 채취를 통해 외이도를 정확하게 밀

폐함으로 인해 음향피드백의 발생확률을 낮출 수 있다(Dillon, 

2012). 

주파수반응곡선(frequency response curve)

RIC 보청기는 수화기를 외이도 내에 삽입하기 때문에 주파수

반응곡선은 CHA와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다. 하지만 RIC는 개

방 돔의 큰 환기구로 인해 고막 부근의 음압을 외이도 밖으로 과

다하게 배출하며(Groth & Mecklenburger, 2011; Jo et al., 

2021; Kuk & Baekgaard, 2008; Teie, 2009), 음향피드백시

스템의 작동으로 인해 2.0 kHz 이상 주파수 대역의 이득이 낮

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RIC의 주파수반응곡선을 보청기적합

공식에서 산출한 값에 근접하도록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Chalupper & Kasanmascheff, 2008). CHA와 다르게 나타

나는 RIC 보청기의 주파수반응곡선에 따른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주파수반응곡선의 차이는 보청기의 음질, 조용한 곳 

또는 소음 하에서의 어음인지도, 만족도 등에 영항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음 하 어음청취(speech perception in noise)

난청인의 어음청취능력은 소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

은 잘 알려져 있다(Başkent, 2006; Needleman & Crandell, 

1995). Figure 1은 보청기 외부의 어음신호와 소음이 보청기

를 통해 고막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1A의 

RIC 보청기에서 외부의 어음신호와 소음이 고막으로 전달되는 

과정과 음압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마이크로폰에서 

전기신호로 변환된 다음 보청기의 증폭기에서 증폭된 후 다시 

음향신호로 변환되어 고막으로 전달된다. 이때 어음신호는 청력

역치의 정도에 알맞게 증폭되며, 소음은 적절한 음압레벨로 조

절된다(주로 감소). 둘째, 마이크로폰으로 유입된 어음신호와 소

음은 큰 직경의 환기구로 인해 원래의 음압레벨을 유지한 채 이

어돔을 통해 고막으로 전달된다. 이 경우 환기구로 유입된 어음

신호는 증폭신호와 비교하였을 때 너무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 하지만 환기구로 유입된 저주파수 또는 큰 음압레벨의 소

음은 에너지의 감소 없이 고막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소음 하에

서 어음의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저주파수 대역의 청력

역치가 나쁘지 않은 경우 저주파수 스펙트럼을 가진 소음은 어

음의 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Figure 1B는 CHA 

보청기의 일종으로 어음신호와 소음은 대부분 마이크로폰과 보

청기의 증폭기에서 적절한 음압레벨로 조절된 다음 고막으로 전

달된다. 그리고 환기구로 전달된 어음신호와 소음레벨은 작은 직

경의 환기구로 인해 크게 감소한다. 결국 환기구를 통해 고막으

로 전달된 소음레벨은 RIC에 비해 CHA에서 크게 감소하여 소

음에 의한 영향은 CHA에서 적게 나타난다.

이를 종합해 보면 CHA 보청기에 비해 환기구의 직경이 커

서 외이도를 개방하는 RIC 보청기는 고막으로 전달되는 소음

의 양이 많기 때문에 소음 하에서 난청인의 어음인지도가 저하

될 우려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Froehlich & 

Littmann(2019)은 소음 하에서 이어몰드의 종류에 따른 어음

인지능력을 확인하였는데, 문장 50%를 인지하기 위한 신호대잡

음비는 외이도폐쇄형 이어몰드가 외이도개방형 돔에 비해서 낮

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Froehlich et al.(2019)은 조

용한 곳 및 잡음 하에서의 문장인지도는 외이도개방형에 비해 

외이도폐쇄형 이어몰드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여 잡음 하

에서의 어음인지는 RIC에 비해 CHA가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

다.

방향마이크로폰(directional microphone)

방향마이크로폰은 특정 방향 또는 잡음이 유입되는 방향

의 음압레벨을 줄여서(cut off) 신호대잡음비(signal-to-noise 

ratio)를 개선하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어음청취능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방향마이크로폰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마이크로폰에서 음입구(sound inlet) 간

의 거리를 적당한 간격으로 유지하도록 해야 가능하다(Dillon, 

2012). RIC는 음입구를 보청기몸체에 설치하거나 보청기몸체와 

수화기 부근에 설치할 수 있어서 방향마이크로폰의 구현이 가능

하다(Anderson & Van Doorn, 2011). 하지만 CHA 보청기의 

경우 ITE, ITC를 제외한 CIC 또는 IIC에서는 마이크로폰의 음

입구 간의 간격 확보가 불가능하여 방향마이크로폰의 내장이 불

가능하다. 그렇지만 CHA의 경우 마이크로폰이 외이도 입구 부

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귓바퀴로 인한 방향마이크로폰의 특성을 

구현할 수 있어서 뒤편(180o)에서 유입되는 소음레벨을 어느 정

도 줄일 수는 있다.

적용 가능한 청력역치(applicable hearing threshold level)

수화기와 마이크로폰의 간격이 일정할 때 환기구의 직경이 증

가하면 음향피드백의 발생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막에 제시

할 수 있는 이득은 낮아진다(Hoen & Fabry, 2007). 이로 인해 

Kuk and Baekgaard(2008)는 RIC 보청기는 심한 청력손실자

가 사용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며, 청력역치가 높아지면 사용할 수 

있는 환기구의 직경은 작아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물론 RIC 보

청기의 경우 청력역치가 증가하면 폐쇄형 또는 이중 돔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환기구가 없거나 작아지는 효과로 인해 고막 부

근의 음압을 외이도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하며, 이어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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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막 가까이 삽입하기가 어려워서 폐쇄효과가 증가할 수 있다

(Park & Lee, 2019). Winkler et al.(2016) 또한 RIC 보청기의 

경우 중고주파수 대역의 청력역치가 70 dB HL 이상인 경우는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청력손실이 심

한 경우 충분한 이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돔을 사용하

는 RIC보다는 외이도폐쇄적합형인 CHA 보청기가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RIC와 CHA 보청기의 선택 시 음향 및 전기음향적 고려사

항을 폐쇄효과, 음향피드백, 주파수반응곡선, 소음 하 어음청

취능력, 방향마이크로폰, 적용 가능한 청력역치로 구분하여 

Appendix 2에 정리하였다.

기타 고려사항(other considerations)

제조 기간 및 즉각적 조절(production period & on-site fit)

RIC 보청기는 기성품으로 이어돔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면 

별도의 제작 기간이 필요 없다. 따라서 컴퓨터에 내장된 보청기

적합 소프트웨어와 연결하여 즉시 착용, 조절 및 판매가 가능하

다. 하지만 CHA 보청기의 경우는 접수, 제작 및 발송을 위해 5일 

내외의 기간이 필요하여 즉시 착용, 조절 및 판매가 불가능하다.

다른 기기와의 연결(connection to other devices)

블루투스(bluetooth), near-field magnetic induction 

(NFMI), 2.4-GHz 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ISM) 대역, 

900-MHz ISM 대역 등의 무선주파수 이용하여 보청기를 스마

트폰 등 다른 음향 또는 통신기기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안테나가 필요하다(Galster, 2010). BTE의 한 형

태로 귓바퀴 뒤에 착용하는 RIC 보청기는 일정한 형태와 용적

을 갖기 때문에 신호의 전달을 위한 무선 안테나의 내장이 가능

하여 다른 기기와의 연결이 용이하다. 반면에 CHA 보청기는 사

용자마다 보청기몸체의 형태 및 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내부 공간

의 확보가 어려워 다른 기기와의 연결이 어렵다. 최근 일부 ITE, 

ITC 및 CIC 보청기의 경우 무선 안테나를 내장하기 시작했지만 

제품의 크기가 커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무선 

안테나를 내장함에도 그 크기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화기의 사용(phone usages)

RIC 보청기는 마이크로폰이 귓바퀴 뒤에 착용한 보청기몸체

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화 통화 시 전화기의 수화기를 외이도 입

구가 아닌 마이크로폰과 같은 곳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

만 CHA 보청기의 경우는 음향피드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건청

인과 비슷한 형태로 전화기의 수화기를 외이도 입구에 위치하도

록 하여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

충전식 전지(rechargeable battery)

RIC 보청기는 모델별 형태가 일정하기 때문에 충전식 전지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고령자의 경우 전지의 교체 시 비용, 삽

입과 제거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충전식 보청기를 선택하는 경향

이 있다. 그러나 CHA의 경우는 같은 형태 및 모델이라 하더라도 

외이도의 형태에 따라 보청기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충전식 

전지의 적용이 어려운 편이다. 그러나 최근 특정 회사에서는 충

전식 전지를 적용한 ITC를 출시하여 향후 CHA 보청기의 경우

도 충전식 전지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RIC와 CHA 보청기의 선택 시 고려해야 할 기타 사항을 제조

기간 및 조절, 다른 기기와의 연결, 전화의 사용, 충전식 전지의 

적용으로 구분하여 Appendix 3에 정리하였다.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외이도개방적합 보청기인 RIC와 외이도폐쇄적

합 보청기인 CHA 보청기의 효과적인 선택을 위하여 각 보청기

의 특징을 신체적인 특징, 음향 및 심리음향적 특성, 기타 고려사

항으로 구분하여 확인한 후 그 내용을 Appendix에 정리하였

다. 내용을 요약하면 RIC 보청기는 편안한 착용, 폐쇄효과의 감

소, 방향마이크로폰의 내장, 즉시 착용 및 조절, 손쉬운 다른 기

기와의 연결, 충전식 전지의 사용 등에 대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CHA 보청기는 마스크의 착용, 일정한 삽입 위치, 음향피드백의 

감소, 주파수반응곡선의 구현, 소음 하 어음청취능력, 적용 가능

한 청력역치의 범위, 전화의 사용 등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

보청기를 효과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상기에서 기술한 내

용 외에 청각기관의 형태, 손의 민첩성, 시력 등 신체적인 요소, 

생활환경, 나이, 보청기 착용 경험, 성격, 착용시간, 미적인 요소, 

재정 및 직업 등 심리사회적인 요인, 주파수별 청력역치레벨과 음

량증가(loudness growth), 조용한 곳 및 소음 하에서의 어음인

지능력 등 청각적 요인, 보청기의 증폭특성, 형태, 조절 방법, 다

른 기기와의 연결 등 보청기의 특징을 고려하여야 난청인의 성공

적인 보청기 착용을 기대할 수 있다.

중심 단어: 보청기, 외이도개방적합, 외이도폐쇄적합, 외이도

내수화기, 귓속형보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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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Considerations for selecting hearing aid between RIC and CHA types: physical characteristics

RIC(외이도내수화기) CHA(귓속형 보청기)

Cosmetics(미관) - 미관 상 좋음
-   보청기몸체를 귓바퀴 뒤쪽 즉, 외이도 외부에 착용하기 노출

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음
-   보청기몸체와 수화기를 연결하는 가는 전선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음

- CIC, IIC: 미관 상 좋음
-   ITE 및 ITC의 경우는 미관 상 싫어하는 

경우가 있음

Hearing aid wearing 
(보청기의 착용)

- 편안한 착용감
-   손의 움직임이 둔한 경우 보청기몸체를 귓바퀴 뒤에 걸고, 

수화기를 외이도 내 정확한 위치에 넣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   마스크 착용 시 마스크 줄이 보청기 착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비교적 편안한 착용감
-   손의 움직임이 둔한 경우 착용에 어려움

이 있음
-   마스크 착용 시 마스크 줄이 보청기 착

용에 영향을 주지 않음

Small size of ear canal 
(작은 외이도 직경)

-   수화기를 정확한 위치에 삽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일정
한 이득과 음압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이어돔의 일그러짐으로 인한 폐쇄효과의 제거에 어려움이 
있음

-   폐쇄형 또는 이중 이어돔을 사용하는 경우 폐쇄효과의 해결
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

-   항상 일정한 위치에 보청기를 삽입하여 
일정한 이득과 음압을 제공할 수 있음

-   작은 환기구로 인해 폐쇄효과의 해결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

-   폐쇄효과는 보청기를 꽉 차게 그리고 깊
게 삽입하여 폐쇄효과 해결이 가능

RIC: receiver in-the-canal, CHA: custom hearing aid, CIC: completely in-the-canal, IIC: invisible in-the-canal, ITE: in-the-ear, ITC: in-the-canal

Appendix 2. Considerations for selecting hearing aid between RIC and CHA types: acoustic and electroacoustic characteristics

RIC(외이도내수화기) CHA(귓속형 보청기)

Occlusion effect 
(폐쇄효과)

-   오픈 이어돔을 사용하는 경우 폐쇄효과의 해결에 
효과적임

-   이어돔이 일그러지는 경우 환기구의 변형으로  
인해 폐쇄효과의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    청력역치의 상승으로 인해 폐쇄형 또는 이중 이어
돔을 사용하는 경우 폐쇄효과의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   작은 직경의 환기구로 인해 폐쇄효과의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   보청기몸체(hearing aid shell)를 꽉 차게 그리고 
깊게 삽입하여 폐쇄효과를 해결할 수 있음

Acoustic feedback 
(음향피드백)

-   수화기와 마이크로폰의 간격이 멀어서 음향피드
백의 발생확률이 낮아짐

-   개방형 이어돔의 경우는 큰 직경의 환기구로 인해 
음향피드백의 발생확률이 높아짐

-   음향피드백의 발생을 막기 위해 폐쇄형 또는 이중 
이어돔을 사용하면 폐쇄효과가 증가할 수 있음

-   수화기와 마이크로폰의 간격이 가까워서 음향피드
백의 발생확률이 높아짐

-   보청기몸체의 작은 직경의 환기구로 인해 음향피
드백의 발생확률이 낮아짐

Frequency response 
curve(주파수반응곡선)

-   저/고주파수의 이득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음질, 어음인지도, 만족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보청기적합공식에서 산출한 주파수반응곡선을  
제공하는 데 유리함

Speech perception in 
noise(소음 하 어음청취
능력)

-   큰 환기구로 인해 소음 하에서의 어음인지능력이 
저하될 수 있음

-   저주파수 대역의 청력역치가 좋은 경우 주변의 소
음이 어음의 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RIC에 비해 주변 소음의 영항이 적음
-   저주파수의 청력역치가 좋더라도 어음의 인지에 

있어서 소음의 영향이 적음

Directional 
microphone(방향마이
크로폰)

-   두 개의 마이크로폰에서 음입구(inlet) 간의 거리 
확보가 가능하여 방향마이크로폰의 내장이 가능

-   CIC 또는 IIC의 경우 두 개의 마이크로폰에서 음
입구 간의 간격 확보가 어려워 방향마이크로폰의 
내장이 어려움

-   ITE 또는 ITC의 경우는 방향마이크로폰의 내장이 
선택적으로 가능

-   귓바퀴가 방향마이크로폰의 역할을 할 수 있음

Applicable hearing 
threshold level(적용 가
능 청력역치)

-   중∙고주파수 대역의 청력역치가 60~70 dB HL 이
상인 경우 음향피드백의 영향으로 사용에 제한이 
있음

-   음향피드백의 영향으로 폐쇄형 또는 이중 이어돔
을 사용하는 경우 폐쇄효과의 해결이 어려울 수 
있음

- 청력역치가 높은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
-   형태가 작은 CIC의 경우 RECD를 활용하면 심한 

청력손실자도 착용이 가능

RIC: receiver in-the-canal, CHA: custom hearing aid, CIC: completely in-the-canal, IIC: invisible in-the-canal, ITE: in-the-ear, ITC: in-the-canal, 
RECD: real-ear to coupler difference 

□ APPEND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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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Considerations for selecting hearing aid between RIC and CHA types: additional aspects

RIC(외이도내수화기) CHA(귓속형 보청기)

Production period & fitting 
(제조 기간 및 조절)

-   이어돔을 크기별로 갖추면 별도의 제작 
기간이 필요 없어서 즉시 착용, 조절 
및 판매가 가능함

-   접수 및 발송 기간을 포함하여 1주일 내외의 제작 기간이 
필요

- 따라서 즉시 착용, 조절 및 판매가 어려움

Connection to other 
devices(다른 기기와의 연결)

-   블루투스 또는 기타 무선 안테나의 내
장이 가능하여 다른 기기와의 연결이 
손쉬움

-   블루투스 또는 무선 안테나의 내장이 어려워서 다른 기기
와의 연결이 어려움

-   ITE, ITC에는 안테나의 내장이 가능
-   최근에 CIC에도 안테나를 내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청

기의 크기가 커질 우려가 있음 

Phone usages(전화의 사용) -   마이크로폰이 귓바퀴 뒤에 착용하는 
보청기몸체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화 
통화 시 주의가 필요

-   음향피드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건청인과 비슷한 형태
로 전화 통화가 가능 

Rechargeable battery(충전식 
전지)

-   모델이 같은 경우는 보청기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충전식 전지의 적용이 가능

-   같은 모델의 경우에도 외이도의 형태에 따라 보청기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충전식 전지의 적용이 어려움

-   최근에 충전식 전지를 사용할 수 있는 CHA (ITC 등)를 
출시하기 시작하였음

RIC: receiver in-the-canal, CHA: custom hearing aid, ITE: in-the-ear, ITC: in-the-canal, CIC: completely in-the-ca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