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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 this study, changes before and after adjustment in high frequency bands were assessed 
for aided threshold, psychoacoustic evaluation, word recognition scores (WRSs) in noise and sound 
quality to aid in electroacoustic adjustment, and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hearing aids. Methods: 
The subjects were 16 sensorineural hearing impaired (25 ears) with 63.4 years old of mean age, 
60.8% WRS and 46.6 months of aided experience. For the experiment, hearing aid gain of high-
frequency bands adjusted to preferred gain was increased to a higher level. Aided threshold, Korean 
version of international outcome inventory for hearing aids (K-IOI-HA), Korean version of profile 
of hearing aid benefit-quick version (K-PHAB-Q), WRSs in noise for 10 dB and 5 dB signal-to-noise 
ratio (SNR) and sound quality were subsequently evaluated after two weeks and the results were 
quantitatively compared before and after gain adjustment in high-frequency bands. Results: This 
study results in as follows; first, improvement in aided threshold for frequencies above 2.0 kHz was 
shown. Second, K-IOI-HA and K-PHAB-Q in easy communication and localization categories resulted 
in significant enhancements. Third, WRS in 5 dB and 10 dB SNR was improved. Fourth, improvements 
were shown for occlusion and clarity of the sentence in the evaluation of sound quality, but 
significant results were not shown for sharpness and loudness of noise conditions. Conclusion: With 
sensorineural hearing loss, a sufficient gain in high frequency bands provides improved satisfaction to 
hearing aids and enhanced word recognition ability in various listening environments.

Key Words: Hearing aid, High frequency gain, Word recognition scores, Sound quality, Real-ear 
insertion gain.

INTRODUCTION

외이, 중이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감각신경성난청(senso-

rineural hearing loss)의 경우, 좁은 역동 범위, 다양한 환경에

서 단어인지도의 저하 등으로 인해 기도 보청기를 착용하였을 때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및 보청기의 음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적 이득을 산출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채널(multi-channel), 프로그램

(programmable) 보청기에서는 다양한 입력 음압레벨(sound 

pressure level, SPL)에 대한 최적이득을 산출하기 위해 보청기

적합 소프트웨어에 내장된 보청기적합공식(hearing aid fitting 

formula)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비선형(non-linear type)의 보청기적합공식은 

연구소 주도로 개발한 National Acoustic Laboratories (NAL)-

NL1 또는 2 (version 1 or 2) (Dillon, 1999; Keidser et al., 

2011; Keidser et al., 1999), Figure 6 (Killion & Fikret-Pasa, 

1993), desired sensation level multi-stage input-output al-

gorithm (DSL mIO) (Ching et al., 2013; Seewald et al., 2005), 

the independent hearing aid fitting forum (IHAFF) (Cox, 

1999; Valente & Van Vliet, 1997) 그리고 한국형 보청기적합공

식 hearing aid gain for Korean hearing impaired, version 

2.0 (HAG-K v2.0) (Lee et al., 2021) 등이 있다. 그리고 보청기 

제조사에서 개발하여 사용 중인 최근의 보청기적합공식은 벨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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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tone)의 Beltone adaptive fitting algorithm (BAFA), 오

티콘(Oticon)의 voice activity compression (VAC+), 포낙

(Phonak)의 adaptive phonak digital 2.0 (APD2.0), 시그니

아(Signia)의 X-FIT, 스타키(Starkey)의 e-stat, 와이덱스(Wi-

dex)의 Widex fitting rationale (WFR) 등이 있다. 연구소 및 

제조사 주도로 개발한 보청기적합공식은 대부분 각각의 주파수

에서 청력역치레벨(hearing threshold level, HTL)에 따른 이

득을 산출하며, 난청인의 좁은 역동 범위(dynamic range) 또는 

음량증가(loudness growth)를 개선하고, 보통 크기의 대화음

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으며, 말소리의 청취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ark & Lee, 2001). 이를 위

해 비선형의 보청기적합공식에서는 어음의 SPL을 작은(50~55 

dB), 보통(65~70 dB), 큰(80~85 dB) 소리로 구분하여 이득을 

각각 산출한다. 그리고 보청기 착용 시 낮은 주파수 대역의 증폭

음이 고주파수 대역 음의 인지를 방해하는 상향차폐(upward 

spread of masking) 또는 높은 주파수 대역의 증폭음이 저주

파수 대역 음의 인지를 방해하는 하향차폐(downward spread 

of masking)를 방지하고, 음질을 개선하기 위해 주파수반응 곡

선의 조절을 위한 이득을 산출한다.

그러나 연구소에서 개발한 보청기적합공식에 의한 이득과 선

호이득(preferred gain) 또는 제조사의 보청기적합공식 간에

는 이득 및 주파수반응 곡선의 형태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를 살펴보면, Bang and Lee(2020)의 연구에서 한국 감각신

경선 난청인의 선호이득과 제조사의 보청기적합공식에서 산출

한 55 dB 및 65 dB SPL에 대한 이득은 저주파수 및 2.0 kHz 이

상의 고주파수 대역에서 연구소의 보청기적합공식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Jo et al.(2021)의 연구에서는 개방적합(open-canal 

fitting)과 폐쇄적합(closed-canal fitting) 보청기의 선호이득

을 비교하였는데 2.0 kHz 이상에서 고주파수 대역으로 갈수록 

HTL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적합과 폐쇄적합 보청기

의 선호이득은 모두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 연구소의 보청기적

합공식에서 산출한 이득과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Sanders et 

al.(2015)의 연구에서도 입력 SPL 55 dB 및 65 dB에 대한 이득

은 3.0 kHz 이상의 주파수에서 연구소의 보청기적합공식에 비

해 제조사에서 산출한 이득이 낮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여 차이

를 나타냈다. 이에 Sanders et al.(2015)은 제조사 보청기적합공

식의 낮은 이득에 대해서 다양한 환경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확

인 및 음질의 확인을 위해 실이측정(real-ear measurement) 

등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에 따른 다양한 환경에서의 어음인지 및 

선호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Plyler and Fleck(2006)는 고

주파수 대역의 증폭이 조용한 곳 및 잡음 하에서의 어음인지도

와 주관적인 선호도를 개선하였다고 보고하였다. Pascoe(1975)

는 고주파수 난청인에게 고주파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말소

리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Skinner(1980)와 Sullivan et 

al.(1992)은 고주파수 정보를 추가하면 고주파수 대역에 위치하

는 자음의 변별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어음의 인지 능력의 향상

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잡음 하에서 저주파수통과

여과기(low pass filter) 또는 고주파수통과여과기(high pass 

filter)를 사용하여 고주파수 대역의 정보를 차단하였을 때, 고

주파수 대역의 어음정보가 부족할수록 낮은 어음인지도가 나타

났다고 보고하였다(French & Steinberg, 1947; Lee & Kim, 

2012; Studebaker et al., 1987; Studebaker & Sherbecoe, 

1991; Studebaker et al., 1993; Wong et al., 2007). 그러나 

Bang and Lee(2020)의 연구에서 낮게 나타난 고주파수 대역의 

선호이득을 NAL-NL2와 같게 조절하였을 때, 단어인지도(word 

recognition score, WRS)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

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을 조절한 직후 단

어인지도를 측정하여 순응(acclimatization)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

상기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Pascoe, 1975; Plyler & Fleck, 

2006; Sullivan et al., 1992)의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이 조용한 곳 및 소음 하에서 어음인지도, 음질 및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Sand-

ers et al.(2015), Bang and Lee(2020)가 보고하였듯이 제조

사의 보청기적합공식에서 산출한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 또는 한

국 난청인의 선호이득은 연구소에서 산출한 이득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난청

인의 주관적인 반응을 토대로 조절한 선호이득에서 고주파수 대

역의 이득을 증가시켰을 때 소음 하에서의 어음인지도, 음질 및 

심리음향적인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고주파수 대역의 정보

가 부족할수록 낮은 어음인지도를 나타났다고 보고한 Lee and 

Kim(2012), Studebaker and Sherbecoe(1991), Studebaker 

Figure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hearing threshold levels 
for subjects. Bar means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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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1993) 등의 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보청기적합 현

장에서 난청인의 주관적인 반응을 통해 조절한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을 높였을 때 음질 및 WRS가 개선될 것으로 가설을 세웠

다.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보청기의 주파수 대역별 이득의 조절, 

그리고 보청기의 만족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 및 경상남도에 소재한 5곳의 청

능재활센터(보청기센터)에서 모집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3.4세(범위, 29~90세; 표준편차, 16.1)로 육안 관찰 시 외이 및 

중이에 이상 소견이 없으며, 기골도차(air-bone gap)가 15 dB 

이내인 경도에서 중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인 16명(남, 9명; 여,  

7명; 25귀)이었다. 헤드폰 착용 시 쾌적강도레벨(comfortable 

level)에서 대상자의 WRS는 60.8% (범위, 24~96%; 표준편차, 

19.3%), 보청기 평균 착용 기간은 46.6개월(범위, 1~395; 표준

편차, 105.6), Korean version of international outcome in-

ventory for hearing aids (K-IOI-HA) (Chu et al., 2012) 점수

의 평균은 25.18 (범위, 20~29; 표준편차, 2.79)이었다. 대상자가 

착용한 보청기는 외이도내수화기보청기(receiver in-the-ca-

nal)가 15귀, 고막보청기(completely in-the-canal)가 8귀, 외

이도보청기(in-the-canal)가 2귀였으며, 이 중에서 양이에 보청

기를 착용한 대상자는 9명이었다. 대상자의 주파수별 평균 HTL

Table 1. Gender, ages of the subjects and side, type, number of channel, durations of use, vent size or dome type of HA in this study

Subject Gender Age (yr) HA side HA type No. of channel Duration of use (months) Vent size or dome type 

S1 M 78 R RIC 8 4 Closed

S2 M 82 L CIC 12 10 Closed

S3 M 70 R RIC 12 12 Closed

S4 M 70 L RIC 12 12 Closed

S5 M 71 L RIC 16 4 Closed

S6 M 90 R CIC 15 4 1 mm

S7 M 33 R ITC 16 395 1 mm

S8 M 33 L ITC 16 395 1 mm

S9 M 29 R CIC 16 2 1 mm

S10 M 29 L CIC 16 2 1 mm

S11 F 69 L CIC 16 24 1 mm

S12 M 62 R RIC 20 16 Closed

S13 F 74 R CIC 8 72 1 mm

S14 F 74 L RIC 8 72 Closed

S15 F 62 R CIC 16 10 1 mm

S16 F 62 L CIC 16 10 1 mm

S17 F 62 R RIC 8 10 Closed 

S18 F 62 L RIC 8 10 Closed 

S19 M 78 R RIC 12 3 Closed 

S20 F 70 R RIC 12 1 Closed 

S21 F 70 L RIC 12 1 Closed 

S22 F 66 R RIC 12 36 Closed 

S23 F 66 L RIC 12 36 Closed 

S24 F 62 R RIC 12 12 Closed 

S25 F 62 L RIC 12 12 Closed 

Mean - 63.4 - - - 46.6 -

SD - 16.09 - - - 106.59 -

HA: hearing aid, M: male, R: right, RIC: receiver in-the-canal, L: left, CIC: completely in-the-canal, ITC: in-the-canal, F: female,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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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표준편차는 Figure 1에, 성별, 나이, 보청기의 착용 귀, 형태, 

채널 수, 환기구 또는 돔의 형태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연구 장비

순음 기도 및 골도 HTL, 쾌적강도레벨에서의 WRS는 청력

검사기 AD629 (Interacoustics; Copenhagen, Denmark) 

또는 Primus Pro (Auditdata, Copenhagen, Denmark)

와 TDH-39 (Telephonics, Farmingdale, NY, USA) 또는 

RADIOEAR 3045 (RadioEar, Middelfart, Denmark) 헤드

폰을 사용하였다. 증폭역치(aided threshold), 소음 하 증폭 

WRS (aided WRS)는 1분간 측정하였을 때 소음레벨이 40 dB 

LAeq 이하인 방음실에서 확인하였다. WRS는 한국산업표준 일

반용 단음절어(KS I ISO 8253-3, 2009)를 사용하였으며, 단음

절어 및 소음은 방음실 내에서 4 또는 8옴(Ohm)의 라우드스피

커(loudspeaker)를 통해 제시하였다. 실이삽입이득(real-ear 

insertion gain, REIG)을 구하기 위한 실이측정은 Affinity 

2.0 (Interacoustics A/S, Assens, Denmark), Freefit (GN 

Otometrics, Copenhagen, Denmark)을 사용하였다. 보청

기 착용만족도는 각 항목의 점수가 1점에서 7점으로 7개의 항

목으로 구성한 K-IOI-HA, 보청기 착용 전후 심리음향적 변화

는 쉬운 의사소통(easy of communication, EC), 배경잡음

(background noise, BN), 잔향음(reverberation, RV), 크고 

날카로움(aversiveness of sound, AV), 음원탐지(localization, 

LC)의 각각의 항목에서 2개 문항으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

한 Korean version of profile of hearing aid benefit-quick 

version (K-PHAB-Q) (Kim & Lee, 2020)을 사용하였다. 음

질평가는 날카로움(sharpness), 울림(occlusion), 대화음의 선

명도(clarity), 잡음의 크기(loudness of noise)를 0점에서 10점  

척도로 나타낸 음질평가지를 사용하였다(Figure 2). 그리고 보

청기의 REIG 조절을 위한 목표이득은 대화음 레벨과 스펙트럼 

등 한국어의 특성과 한국인의 심리음향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

발한 HAG-K v2.0 (Lee et al., 2021)을 사용하였다.

연구 절차

이득 조절 전 평가

대상자의 방문 시 이득 조절 전 평가절차는 첫째, 연구동의서

의 작성과 배경정보 및 설문평가를 실시하였다. 둘째, 육안으로 

외이도 및 중이에 이상이 없음을 이경을 통해 확인한 후 헤드폰

을 착용하고 기도와 골도 HTL 및 쾌적강도레벨에서 WRS를 측

정하였다. 셋째, K-IOI-HA와 K-PHAB-Q의 설문을 직접 작성

하게 하였다. 넷째, 방음실에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로 FM음

(FM tone)을 제시하여 증폭역치 그리고 10 dB 및 5 dB 신호대

잡음비(signal-to-noise ratio, SNR)의 백색잡음(white noise) 

하에서 증폭 WRS를 측정하였다. 증폭 WRS 측정 시 단음절어

의 SPL은 50 dB HL, 스피커와 피검자의 거리는 1.0 m 그리고 

단음절어와 잡음은 모두 보청기를 착용한 쪽 귀에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질을 평가한 후 실이측정을 통하여 0.125 kHz에

Figure 2. Rating scales for sharpness, occlusion, clarity of sentence and loudness of noise.

0 1 2 3 4 5 6 7 8 9 10
Sharpness

Not sharp at all Very sharp

0 1 2 3 4 5 6 7 8 9 10
Occlusion

Not occluded at all Very occluded

0 1 2 3 4 5 6 7 8 9 10
Clarity

Not clear at all Very clear

0 1 2 3 4 5 6 7 8 9 10
Noisy

Not noisy at all Very noi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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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8.0 kHz까지 1/2옥타브 주파수에서 55 dB, 65 dB, 80 dB 

SPL에 대한 REIG를 확인하였다.

REIG의 조절

보청기의 REIG 조절 방법은 첫째, 보청기를 보청기적합 소

프트웨어와 연결하였다. 둘째, 프로브마이크로폰(probe mi-

crophone)과 제어마이크로폰(control microphone)을 보정

(leveling)한 후 실이공명이득(real-ear unaided gain)을 측

정하였다. 셋째, 국제어음시험신호(international speech test 

signal)를 보청기에 제시하여 실이증폭이득(real-ear aided 

gain)을 측정하여 보청기의 조절 전 REIG를 확인하였다. 넷째, 

1.0 kHz 이상의 REIG를 HAG-K v2.0에서 산출한 이득에 최

대한 일치하도록 조절한 후 대상자의 주관적 반응을 통하여 소

리의 크기가 조절 전과 같도록 전체 음량을 조절하였다. 이때 대

상자가 보청기의 음질 등에 있어서 특별하게 불만족감을 호소하

는 경우는 음질을 최소한으로 조절하였다. 그리고 실이측정 시 

보청기의 잡음감소(noise reduction) 및 음향피드백제어시스템

(anti-feedback system)은 그대로 두었다. 마지막으로 0.125 

kHz에서 8.0 kHz까지 1/2옥타브 주파수에서 55 dB, 65 dB, 

80 dB SPL에 대한 REIG를 기록하였다. 

이득 조절 후 평가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을 조절한 후 대상자의 일상생활에서  

2주간의 적응 기간을 가진 후 재방문하게 하였다. 이득 조절 후 

K-IOI-HA와 K-PHAB-Q의 설문 그리고 방음실에서 증폭역치 

그리고 증폭 WRS 및 음질을 평가하였다. 단음절어와 백색잡음

의 제시 방법은 이득 조절 전 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을 조절하였을 때 조절 전후에 따른 백

색잡음 10, 5 dB SNR에서 증폭 WRS의 차이는 반복측정 이

원분산분석(two-way analysis of variance with repeated 

measures), 옥타브 주파수에서 증폭역치의 변화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보청기의 이득 조절 전후 K-IOI-

HA, K-PHAB-Q, 음질의 차이는 비모수검정(Wilcoxon 부호

순위)으로 확인하였다. 통계 분석에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SPSS 

version 25 (IMB Corp., New York, NY, USA)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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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hanges of real-ear insertion gain, and aided threshold pre and post gain adjustment. (A) Fifty-five dB sound pressure level (SPL) 
input, (B) 65 dB SPL input, (C) 80 dB SPL input, (D) aided threshold. Target means real-ear insertion gain from HAG-K v2.0 and bar means 
standard deviation.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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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본 연구에서는 한국 감각신경성 난청인이 보청기를 착용한 후 

대상자의 반응을 토대로 조절한 선호이득에서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을 HAG-K v2.0으로 증가시켰을 때, 이득 조절 전후의 증

폭역치, 증폭 WRS, K-IOI-HA, K-PHAB-Q, 음질(날카로움, 울

림, 선명도, 잡음의 크기)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EIG와 증폭역치의 변화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 조절 전(선호이득)과 후, 한국형 보청기

적합공식 HAG-K v2.0에서 산출한 55 dB, 65 dB 및 80 dB 입

력 SPL에 대한 REIG 그리고 증폭역치는 Figure 3에 나타내었

다. Figure 3(A)와 Figure 3(B)에서 조절 후의 55 dB 및 65 dB 

SPL에 대한 REIG는 조절 전에 비해서 상승하였으며, 0.5 kHz 

이하의 주파수에서는 조절 후의 REIG가 낮게 나타났지만 통계

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05). 그리고 3.0 kHz 이상

의 주파수에서는 조절 후의 REIG가 HAG-K v2.0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Figure 3(D)에서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 조절 

후의 증폭역치는 2.0 kHz (t[24] = 5.170, p < 0.001), 3.0 kHz 

(t[24] = 4.253, p < 0.001), 4.0 kHz (t[24] = 5.148, p < 0.001) 

및 8.0 kHz (t[24] = 3.878, p < 0.01)에서 조절 전에 비해 개선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 kHz 이하의 주파수에서는 이

득 조절 전후의 증폭역치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

다(p > 0.05).

K-IOI-HA와 K-PHAB-Q의 변화

Figure 4에 고주파수 이득 조절 전후의 K-IOI-HA와 

K-PHAB 점수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득 조절 후 K-IOI-HA 

점수는 28.62점(표준편차, 3.12)으로 조절 전 25.18점(표준편

차, 2.7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z = -3.28, p < 0.01). 이득 조

절 전과 후의 K-PHAB-Q에서 EC는 39.16% (표준편차, 28.91)

와 9.28점(표준편차, 18.07), BN은 55.47% (표준편차, 19.12)

와 50.60점(표준편차, 24.46), RV는 64.25% (표준편차, 16.39)

와 53.63% (표준편차, 30.07), AV는 55.75% (표준편차, 24.87)

와 51.00% (표준편차, 26.85), LC는 56.09% (표준편차, 9.43)

와 31.47점(표준편차, 15.35)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의미 있

는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은 EC (z = -2.79, p < 0.01)와 LC (z = 

-3.26, p < 0.01)로 나타났다.

소음 하 WRS의 변화

Figure 5에서 고주파수 대역 이득의 조절 전과 후 백색잡음 

하에서의 WRS는 10 dB SNR에서 29.80% (표준편차, 17.16)

와 45.54% (표준편차, 19.98), 5 dB SNR에서 24.60% (표준편

차, 19.98)와 33.68% (표준편차, 21.16)로 나타났다.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이득 조절(F[1, 24] = 19.42, p < 

0.001)과 SNR (F[1, 24] = 23.94, p < 0.001)에 따른 차이가 나

타났다. 이득 조절과 SNR에 따른 유의미한 상호작용(F[1, 24] = 

6.99, p < 0.05)이 나타났는데,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 조절 후 그

리고 SNR이 높을수록 WRS가 높게 나타났다. 

음질의 변화

Figure 6에 소리의 날카로움(sharpness), 울림(occluded), 

선명도(clarity) 및 잡음의 크기(noisy)의 4개 항목에서 실시한 

음질평가 결과를 나타내었다. 고주파수 대역 이득의 조절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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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scores of (A) Korean version of international outcome inventory for hearing aids (K-IOI-HA) and (B) Korean version of pro-
file of hearing aid benefit-quick version (K-PHAB-Q) pre and post the high frequency gain adjustment. Bar manes standard deviation. **p 
< 0.01. EC: easy of communication, BN: background noise, RV: reverberation, AV: aversiveness of sound, LC: l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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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평균은 날카로움이 4.5 (표준편차, 2.83)와 4.4 (표준편차, 

3.31), 울림은 4.9 (표준편차, 2.58)와 3.5 (표준편차, 2.73), 선명

도는 5.6 (표준편차, 2.13)과 8.1 (표준편차, 1.91), 잡음의 크기

는 5.2 (표준편차, 2.51)과 3.6 (표준편차, 2.78)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항목에서 Wilcoxon의 부호순위검정을 실시한 결과, 울

림(z = -2.06, p < 0.05)과 선명도(z = -3.01, p < 0.01)에서만 의

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DISCUSSIONS

본 연구에서는 연구소 중심으로 개발한 보청기적합공식에서 

산출한 고주파수의 이득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감각신경성 난청

인의 선호이득에서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을 한국형 보청기적합

공식 HAG-K v2.0에서 산출한 이득에 근접하게 조절하였을 때 

만족도와 심리음향, 소음 하 WRS 및 음질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선 고주파수 대역 조절 후 55 dB, 65 dB, 80 dB SPL의 

REIG는 2.0 k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 모두 상승하였으나 

HAG-K v2.0 (Lee et al., 2021)의 목표이득에는 미치지 못하

였다. 증폭역치가 HAG-K v2.0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현재 

시중에 출시한 보청기 제조사의 보청기적합 소프트웨어의 경

우 음향피드백(acoustic feedback)을 방지하기 위해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을 제한하고 있으며, 조절 후 보청기의 사용 기간이  

2주로 음질에 대한 적응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고주파수 대역

의 이득을 목표이득까지 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Plyler and Fleck(2006)의 연구에서도 3.0 k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의 SPL이 목표이득에 못 미치는 경향이 나타나 본 연구와 비

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비증폭역치(unaided threshold)

와 증폭역치의 차이인 기능이득(functional gain)과 고막 부

근에서 측정한 삽입이득(insertion gain)은 이론적으로 같게 

나타난다고 하였다(Dillon, 2012). 하지만 본 연구에서 증폭역

치는 2.0, 3.0, 4.0, 8.0 kHz에서 조절 전에 비해 개선된 것으

로 나타나 기능이득 또한 REIG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Cuda et 

al.(1922)은 기능이득과 삽입이득의 반복측정의 변동성을 확인

한 연구에서 기능이득과 삽입이득의 차이는 5 dB 미만이었으나 

표준편차가 11 dB로 보고하여 둘 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Stelmachowicz and Lewis(1988)는 3명의 감각신

경성 난청인을 대상으로 기능이득과 삽입이득을 비교하였는데 

많은 증폭이득의 개선으로 인해 기능이득이 더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Plyler and Fleck(2006)의 연구에서 고주

파수 대역의 조절에 따른 어음인지도 및 심리음향적 변화를 확

인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3.0 k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이 목표

이득에 미치지 못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기능이득과 삽입이득

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 외에 증폭역치와 실이측정 시 어

음, 순음 등 보청기에 제시하는 신호음, 환기구, 음향피드백 제어

시스템, 잡음제어 기능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 조절 전후의 K-IOI-HA는 25.2에서 

28.6으로 개선되었다. Plyler and Fleck(2006)은 고주파수 대

역(3, 4, 6 kHz)의 평균 HTL이 55 dB HL 이하 또는 이상인 감

각신경성 난청인을 대상으로 고주파수 대역의 실이증폭반응(re-

al-ear aided response)을 증가 또는 감소시켰을 때 어음인지

도, abbreviated profile of hearing aid benefit (APHAB) 및 

음질의 선호도를 확인하였다. 결과에서 두 그룹 모두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을 제공하였을 때 주관적인 선호도가 증가하여 본 

연구와 일치성을 나타냈다. 그리고 K-PHAB-Q에서는 EC와 LC 

항목에서 의미 있는 개선이 나타났다. EC의 개선은 고주파수 난

Figure 5. Word recognition scores pre and post high frequency 
gain adjustment in the white noise of 10 dB and 5 dB signal-to 
noise ratio (SNR). Bar means standard deviation.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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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인에게 고주파수 정보를 제공함으로 말소리 인지도 및 WRS

가 향상되었다는 보고(French & Steinberg, 1947; Skinner, 

1980; Sullivan et al., 1992)를 통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Dillon(2012)이 정리한 교재에서 수평방향성(horizontal lo-

calization)은 양 귀에 도달하는 음원의 이간시간차(interaural 

time difference)와 이간레벨차(interaural level difference)

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간레벨차는 1.5 kHz 이상의 주파수가 중

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Moore(2003)는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

이 증가함으로 인해 방향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대상자 중 9명의 양이 보청기 착용자가 참여하였으며, 고주

파수 대역의 이득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LC가 개선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 조절 후 10 dB와 5 dB SNR의 소음 하 

WRS는 15.7%와 9%가 개선되었다. Plyler and Fleck(2006)는 

고주파수 대역(3, 4, 6 kHz)의 평균 HTL이 55 dB HL 이하 또는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인을 대상으로 고주파수 대역의 실이증

폭반응을 증가시켰을 때 조용한 곳 및 잡음 하에서 어음인지 능

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을 제공해

야 주관적 및 전반적인 선호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

한 Skinner(1980)는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 증가로 인해 언어인

지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성

을 나타냈다.

음질평가에서 고주파수 대역의 조절 후 소리의 날카로움과 잡

음의 크기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Gatehouse 

and Killion(1993)은 새로운 소리에 대한 코르티(corti)의 변화

를 신경연결망(neural connection)의 재결선(rewiring)에 근

거한 순응(acclimatization)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을 증가시켰음에도 소리의 날카로움과 잡음의 크기

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근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문장의 소리의 울림과 문장의 선명도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절 후의 REIG는 고주파수 대역에서는 증

가하였지만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소폭 감소하여 소리의 울림에 

영향을 준 것(Dillon, 2012; Park & Lee, 2019)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에서 고주파수 대역의 REIG를 증가시킨 

이후 소음 하 WRS가 개선되었는데 이는 문장의 선명도가 증가

한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첫째, Plyler and Fleck(2006)

은 고주파수 대역의 평균 HTL을 55 dB HL 이하 또는 그 이상으

로 구분하여 어음인지도 및 음질을 평가하였을 때 차이가 나타

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HTL을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Jo et al.(2021)의 연구에서 개방적합과 폐쇄적합 보청기의 선호 

REIG는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청

기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 보청기의 착용 기간은 소리 

청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Keidser et al., 2008), Gatehouse 

and Killion(1993)은 새로운 소리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1달 전

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 조절 후의 적응 기간이 2주로 비교적 짧았다. 넷째, 현재 사

용하고 있는 보청기적합 소프트웨어에서 이득 조절의 한계 및 대

상자의 주관적인 거부반응으로 인해 REIG를 HAG-K v2.0의 

목표이득으로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의 증가는 난청인의 보

청기 착용 만족도, 조용한 환경에서의 대화 능력, 잡음 하에서의 

WRS, 소리의 울림 및 대화음의 선명도 등에 있어서 개선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Plyler and Fleck(2006)의 연구에서도 지적하

였듯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을 때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

을 효과적으로 제공하여야 주관적 만족도 및 다양한 환경에서의 

어음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능재활 현

장에서는 보청기의 전기음향 조절은 난청인의 주관적인 반응에

만 의존하기보다는 순응(acclimatization) 기간에 따른 전기음

향 및 심리음향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청기 

착용 시 다양한 환경에서 난청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개선하기 위

해서는 대상자의 주관적인 반응을 포함하여 음장에서의 증폭역

치, 소음 하 WRS, 2-cc 커플러측정, 실이측정, 자가설문의 평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청기의 이득을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심 단어: 보청기, 고주파수이득, 단어인지도, 음질, 실이삽

입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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