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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of tele-audiology service delivery and accessibility has highlighted with the 
COVID-19 pandemic. Tele-audiology is an alternative method delivering various hearing intervention 
services including counselling, evaluation, fitting, and rehabilitation through telecommunication. 
The essential goal of tele-audiology service delivery is to obtain the best hearing rehabilitation 
outcomes equivalent to face-to-face service. Even though it has several advantages in aspects of 
service accessibility and effectiveness, convenience, and cost, still there are many challenges faced 
by audiologists, clients and administrators in order to implement tele-services in Korea. The present 
brief communication seeks to raise awareness in preparing and delivering the tele-audiology services 
with several considerations and challenges. We also focus on professional liability and training, 
service environment and information technology, and establishment of social system underling the 
tele-audiology service delive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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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는 보건, 교육 및 경제

활동 등 전반적 삶의 영역에서 원격근무, 원격회의, 원격교육, 원

격진료와 같은 텔레 서비스(tele-service)를 자연스럽게 도입하

는 계기가 되었고,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대전환점

을 마련하였다. 청각관리에서의 텔레 서비스는 COVID-19 이전

부터 그 수요와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였으며, 최근 준비

와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Coco et al., 2020; Mao et al., 2021; Muñoz et al., 2021).

청각관리 영역의 텔레 서비스인 “tele-audiology”는 거리와 

시간상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고, 장소 및 전문인력 부족의 해

소에 기여하며, 소수의 전문가가 여러 지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서비

스 비용이 절감되고 고객과 전문가 간의 상호작용이 증대될 수 

있다(Bush et al., 2013; Coco et al., 2016).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텔레 서비스가 비대면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

하며 청각전문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은 간

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발생 가능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고려 사항을 잘 인지하고 준비하여 질 높은 텔레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청각관리 전반이 아닌 보청기상담, 적합, 

사후관리의 일부 영역에서만 텔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각

관리 텔레 서비스의 본격적인 국내 도입에 앞서, 청각관리 전문

가(audiologist)의 책임 있는 역할과 서비스에 대한 세부지침을 

확립하고 안전한 서비스 환경과 사회 제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단보에서는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질 높은 청각관리 텔레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고 관련 쟁점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자, 청각전문가의 책임 있는 역할, 안전한 서비스 환경구축 및 사

회적 제도 도입 측면에서의 고려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Tele-audiology”의 정의

텔레(tele)는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의 의미로 텔레 

서비스는 원격관리나 캐어가 동반된 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Tele-audiology”는 청각관리 서비스 제공에서 원격시스템을 

도입한 개념으로 청각관리 관련 원격교육, 진단, 재활, 상담, 적합 

등에 tele를 붙여서 사용하고 “eAugiology”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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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청각전문가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은 사용자를 위

해 전기통신과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청각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정의하며(Audiology Australia, 

2022), 미국에서는 청각전문가가 고객과 그 가족을 위해 제공

하는 상담, 교육, 진단, 중재 영역의 대안적 서비스 제공 방법으

로 정의하고 있다(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2022). 또한 Kim et al.(2021)에 따르면 청각관리 

관련 전 영역의 원격케어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성을 확보

하면서 원격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Tele-audiology”는 이렇듯 전기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전문가가 고객에게 원격으로 상담, 평가, 중재, 교육 및 재활을 포

함하는 청각관리 전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청각관리 텔레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을 통

한 실시간 서비스, 이메일, 전화,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

용 가능하며, 서비스 내용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담, 평

가, 중재, 관리 및 재활의 전반적 청각관리 영역이 포함된다

(D’Onofrio & Zeng, 2022). 

“Tele-audiology” 모델

“Tele-audiology” 모델은 크게 동시모델(synchronous 

model)과 비동시모델(asynchronous mode)로 구분한다

(Krumm, 2016; Krumm & Syms, 2011). 동시모델은 서로 다

른 장소에 위치한 청각전문가와 고객이 실시간 원격으로 상호작

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연결과 소프트웨어 공유 애

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청각전문가가 검사 기기를 원격으로 조

정하고 실시간으로 고객과 상호작용하여 평가한다. 비동시모델

은 청각전문가가 서로 다른 시간(실시간이 아닌)에 상호작용하

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미리 전송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각전문가가 필요한 조치를 고객에게 다시 전송한다. 경우에 따

라 이러한 동시모델과 비동시모델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

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 고객이 미리 자료를 입력한 뒤 이를 근거

로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이다. 청각관리 텔레 

서비스 영역에서 동시 또는 비동시모델의 활용은 제공되는 서비

스의 내용, 서비스 우선순위, 환경과 기술, 선호 방식, 개인적 특

징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텔레 

서비스에서 청각전문가와 고객 이외에 제3의 조력자가 관여할 

수도 있다. 이때 조력자의 역할은 국가별 여건과 환경,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다르며, 서비스의 직접적인 시행을 보조하

거나 중간에서 자료와 의견을 전달하고 서비스 환경 구축을 지

원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청각관리전문가가 부

족하고 지역 간 이동이 어렵거나 불편한 경우에는 조력자의 역할

이 클 수 있으나, 서비스와 전문가의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한 국

내의 경우 활용도가 낮을 수 있다. 

국내 “tele-audiology”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찰

국내 “tele-audiology” 서비스의 내용은 크게 평가, 중재, 재

활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 연구에서

는 텔레 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과 관련된 결과 보고가 거의 없

으며 텔레 서비스의 국내 적용관련 연구는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평가관련 국외 선행 연구에서는 고막검사, 순

음 및 어음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 이음향방사검사를 포

함하여 다양한 평가 분야의 텔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으

로 보고하였다(D’Onofrio & Zeng, 2022). 또한 몇몇 연구에

서 텔레 서비스를 활용한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보

고하였고(Ho et al., 2009; Margolis et al., 2010; Swanepoel 

et al., 2010), 이러한 평가 데이터는 기계학습과 딥러닝의 자료

로 축적되어 결과의 정확성이 점차 확보되는 추세이다(Cha et 

al., 2019; Chan et al., 2019; Pitathawatchai et al., 2022; 

Swanepoel et al., 2014). 

텔레 서비스의 평가 영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검사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과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위해 청

각전문가와 고객 간 원활한 양방향 시스템 연결도 중요하다. 무

엇보다도 텔레 서비스를 활용한 평가의 범위, 비용청구 및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례로 청성

뇌간유발반응검사의 텔레 서비스 제공은 현재의 국내 제도에서

는 실현이 다소 어려운 항목이며 텔레 서비스 시스템 구축 또한 

용이하지 않다.

텔레 서비스를 활용한 보청기 중재와 재활은 현재 주요 보청

기회사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동시적, 비동시적 방법으

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블루투스 통신 

등을 활용한 텔레 서비스는 앞으로 좀 더 발전되고 활성화될 것

으로 기대한다. Kim et al.(2021)에 따르면 Oticon, Phonak, 

Starkey, Widex 등 주요 보청기제조사에서 현재 동시적 및/또

는 비동시적 방법의 보청기적합, 미세 조절, 만족도 설문, 사용데

이터 등의 텔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청기 이득 조절과 

관련된 텔레 서비스 제공 기능은 조사된 6개 제조사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청기 중재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의 

적용 범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ISO 21388 “Hearing aid 

fitting management” (International Standard, 2020)에서

는 대면 형식의 보청기적합관리 서비스를 크게 고객프로파일, 상

담, 보청기적합, 검증과 확인, 사후상담, 사후관리의 6개 영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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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이 중 국내에서 텔레 서비스가 시행 가

능한 영역은 고객프로파일의 일반적 대상자 선정과 평가, 상담, 

미세 조절, 사후상담 및 사후관리 영역이며, 평가, 보청기 첫 구

입 후 조절, 검증 및 확인 영역의 텔레 서비스 제공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보청기적합을 위한 정확한 청각평가와 초기 

조절 및 검증과 확인 단계에서는 청각전문가의 직접적인 개입과 

대면 서비스 제공이 효과적이며 보청기 만족도 향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되나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결

과 비교 및 만족도 차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

으로 보청기적합관리 전 과정에 대한 텔레 서비스의 제공을 위

해서는 기술과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연구가 지

속되어야 한다.

인공와우 매핑의 경우 텔레 서비스의 진행을 보조하는 조력

자가 사용자와 함께 청각전문가와 상호작용하면서 원거리 매핑

을 시행한다(Hughes et al., 2018; Luryi et al., 2020; Ramos 

et al., 2009). 텔레 서비스 제공 시 매핑시간은 좀 더 소모되

었지만 거리이동 단축, 비용 감소, 매핑 결과 측면에서 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조인력의 유무에 따라서 매핑에 대

한 만족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Rodríguez et al., 2010; 

Schepers et al., 2019; Slager et al., 2019; Wasowski et al., 

2012). 비록 인공와우 중재에서 텔레 서비스의 활용이 긍정적 결

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나, 국내 시행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인공와우 매핑이 대부분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원격 의료 관련 법적, 제도

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조력자의 요건이 명확하지 않

고 국내 병의원 접근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텔레 서비스

를 활용한 국내 인공와우 매핑의 시행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서

비스 항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재활 영역의 국외 연구에서는 이명재활, 청능재활, 평형재

활 등에서 텔레 서비스의 활용을 보고하였다(Saunders & 

Roughley, 2021). 환경 시스템 구축과 표준 지침이 뒷받침된다

면 재활 영역에서 텔레 서비스는 국내에서 일부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청능재활이나 이명재활에서 텔레 서비스 적용 

가능한 부분과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American 

Academy Audiology, American Speech-Language-

Hearing Association), 호주(Audiology Austria), 영국

(British Academy of Audiology) 등에서는 이미 이러한 비대

면 재활관련 교육과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

지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DISCUSSION 

국내 “tele-audiology” 서비스 도입을 위한 위한 제언

텔레 서비스는 평가, 중재, 훈련 및 재활, 교육 등 대부분의 청

각관리 영역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들 

또한 여전히 남아있다. 이와 관련하여 Eikelboom et al.(2021)

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

의 부족, “tele-audiology” 서비스의 낮은 활용과 서비스에 대

한 낮은 가치 평가, 텔레 서비스의 성공적 결과에 대한 인식 부

족, 텔레 서비스에 대한 임상 증거의 부족 등 청각관리 텔레 서비

스의 제공과 관련된 쟁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전문가는 비대면 

상황에서 고객이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전문

가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객과 전문가 간 친숙한 상호작

용이 부족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서비스 제공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대면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텔레 서비스의 제공 목적은 질 높

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고객이 만족하

는 청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국내 청각관리 텔레 서

비스의 도입을 위해서 먼저 이러한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며 이

를 중심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각 청각관리 서비스 항목에 대해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 중 어느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

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시행 가능한 텔레 서비스 세부 지침이 필

요하다. 청각전문가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텔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과 표준화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청각전문가가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

하고 준비하며,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

는 관련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문가가 제공하는 텔레 서비

스의 질은 관리 질에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모두

에게 만족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대면 서비스와 동등한 질의 텔레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

한 전문가는 비대면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상호작용의 어려움, 

고객의 고충, 활동의 제약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훈련과 기술습득이 필요하다.

셋째, 텔레 서비스 환경구축을 위한 기술적, 환경적 요인을 고

려해야 한다. 전문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소음레벨

을 최소화한 조용한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외에

도 적절한 인터넷의 연결과 연결 속도가 전문가와 고객 모두에게 

확보되어야 한다. 고객 또한 편안함과 안정성을 고려한 공간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는 고객에게 인터넷 연결, 통신

기기의 활용 등 관련 사항과 지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기술 및 환경과 관련된 어려움을 최소화했을 때, 고객은 안정적

인 상태에서 텔레 서비스를 경험하며, 이는 서비스 만족에 영향



264

Tele-Audiology Service Delivery

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넷째, 고객 측면의 비용 절감을 고려한 적절한 서비스 비용의 

책정과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위와 관련하여, 청

각관련 기기, 기술(hearing technology) 비용은 1인당 국민 

총소득의 3%를 넘지 않도록 권고된 바 있으며(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2021년 국내 1인당 국민 총소득 35,373미 

국달러(Statistics Korea, 2022)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61.2미 

국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미국이 65,910미국달러(2019년 

기준)로 1,977.3미국달러, 이디오피아가 890미국달러(2020년 

기준)로 26.7미국달러임을 비교했을 때(D’Onofrio & Zeng, 

2022) 나라마다 비용 책정의 차이가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텔레 서비스 제공전문가 측면에서도 서비스 환경 구축과 관리

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텔레 서비스의 제공 후 고객 만족도 및 결과에 대한 확

인이 필요하다. 고객 만족도 결과는 사후관리 계획과 전략 수립

의 토대가 되며 이는 텔레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과 만족도 향상

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전문가와 고객 입장에서

의 사후 만족도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는 국내 청각관리 

텔레 서비스의 정착과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내 “tele-audiology” 서비스의 발전과 성

공적 시행을 위한 다각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중심 단어: 텔레 청각관리,  텔레 서비스 전달, 텔레 서비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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