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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이식수술 후 사후관리 및 문제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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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blem Cases in Managing Cochlear Implantees 
 

Hyung-Ah Moon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Ajou University Hospital, Suwon, Korea 

 
Expanding numbers of cochlear implantees and clincs have brought various issues in managing cochlear implant programs. One of 
the critical issues was the failure of cochlear implant devices and related audiologists need to manage individual cases properly. 
These device failures could potentially damage both audiological performance and psychological status. In this report, three follow-
up cases of cochlear implant were reviewed for proper intervention and management as general guidelines for similar problems. 
 
KEY WORDS：Cochlear implant·Managing system·Device failure. 

 
 

INTRODUCTION 
 

일반적으로 인공와우는 양측 귀에 고도이상의 감각신경

성 난청환자에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를 사용하여 

청각재활을 시도한 후 유용한 청력 향상이나 효과가 없을 

때 적응이 된다. 18세를 기준으로 소아와 성인이 구별되며, 

와우 이식 초기에는 언어습득 후 난청이 된 18세 이상의 

성인이 대상이 되었으나, 현재는 연령의 제한이 낮아지면

서 최근 12개월 이상의 유아에서도 FDA가 승인한 바 있

다.1-3) 보통 체내에 이식되는 수신자극기, 몸체에 착용하

는 어음처리기, 헤드셋(마이크로폰, 연결선, 연결코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공와우의 마이크로폰에 입력된 소리는 

어음처리기에서 전기적 신호로 분석되고 압축된다. 이렇게 

분석된 신호들은 와우 속에 청신경섬유를 자극하는 전극으

로 보내지고 신경섬유들은 소리를 해석하는 뇌로 소리를 

전달하게 되어 이를 통해 그 동안 들을 수 없었던 소리의 

높낮이, 크고 작음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 중 

대상자가 잘못 선정되었거나, 기기의 구성, 전달방법 중 어

느 한 곳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인공와우를 통해 소리를 듣

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환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

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다음은 사례를 통해 환자에게 발

생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METHODS AND RESULTS 
  

사례 1：인공와우를 장시간 중단 후 다시 착용을 시도한 

사례 

2002년 10월 28일에 왼쯕에 Nucleus 24M 인공와우 

이식술을 시행 받은 11세 된 여아로 농아원에 거주하며, 

수화와 구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지속적인 매핑으로 전 주

파수에서 40 dB의 청각역치를 보이며, 주 2회 언어치료를 

통해 청각 및 구어법으로 1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던 중 농

아원 사정으로 아동이 실종되어 치료가 중단되었다. 그 후 

3년 후 2006년 9월에 아동이 다시 농아원으로 찾아와 생

활하기 시작하였다. 아동은 3년 동안 인공와우를 착용하지 

않았으나, 잘 보관하고 있었다. 농아원 선생님께서 인공와

우 착용을 권유하였으나, 아동이 매우 놀라고 시끄럽다고 호

소하여 내원하였다. 

 

평가 및 조치 

아동은 똑같은 프로그램에서 과거에는 시끄러움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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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매우 시끄러워, 착용에 대한 심한 거

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매핑을 시행한 결과 T/C level

이 수술 후 첫 매핑 할 때와 같이 역동범위(DR)가 매우 

좁아져 있었으며, 3개월간 지속적인 매핑으로 과거의 역동

범위와 유사하게 C-level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작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이득 검사상(Functional 

gain test) 55 dB의 수준을 보여, 어음처리기의 마이크를 

교체하였다. 이 후 소리반응은 좋으나, 생활환경이 농아원

이고, 의사소통 수단을 주로 수화로 사용하기 때문에 구어

발달이 되지 않고 있다. 

 

사례 2：타인의 어음처리기를 착용한 사례 

2006년 7월 26일 오른쪽 Nucleus Freedom 인공와우 

이식술을 시행 받은 6세 된 남아로 저주파수의 잔존청력

이 있어, 늦은 나이에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여 빠른 속도

로 듣기 및 언어발달에 진전이 있는 아동이다. 이 아동의 

동생은 2년 전 먼저 Nucleus 24M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

았다. 2006년 9월 10일 아침, 유치원 가기 전에 보호자가 

실수로 동생의 인공와우를 형에게 부착시키자마자, 아동이 

놀라움과 무서움을 호소하며, 본인의 인공와우 착용까지 

거부하였다. 몇 시간 후 다시 착용하였으나,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 내원하였다. 

 

평가 및 조치 

impedance test 결과 모든 전극에서 이상 없었으며, 매

핑을 시행한 결과, T/C level의 큰 변화는 없었으며, 이득 

검사 상(Functional gain test) 30 dB의 청력역치수준을 

보였다. 아동의 implant가 freedom의 프로그램을 인식함

으로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소리를 듣게 되어 불편함과 거

부감을 야기 시켰을 것으로 추정한다. 아동이 경험한 불쾌한 

반응을 동감하고, 이해해줌으로서 불안한 아동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었으며, 다시 착용을 시도할 수 있었다. 특

별한 이상 없이 현재 잘 착용하며 재활치료 중이다. 

 

사례 3：정전기로 인하여 프로그램이 지워진 사례 

2006년 4월 18일 오른쪽에 Nucleus 24M 인공와우 이

식술을 시행 받은 4세 된 여아로 주로 2번 프로그램만 계

속 사용하다가, 유치원 귀가 후 어음처리기를 살펴보니, 3번

으로 프로그램이 바뀌어져 있었고, 다시 2번으로 설정하려 

했으나, 2번 프로그램이 없어졌다고 보고하였다(Fig. 1). 

 

평가 및 조치 

내원 후 seech processor status 결과, 4개의 프로그램 

중 2번 프로그램만 지워진 경우로, 유치원에서 놀이기구나, 

친구 간에 활동 중, 정전기가 발생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

었던 프로그램이 손상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어음처리기가 정전기의 일시적인 영향을 받았

으므로 어음처리기 전체를 reset한 후, 프로그램을 다시 입

력하여 간단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DISCUSSIONS 
 

사례 1의 경우는 아동이 농아원에 거주하여 옆에서 세

밀하게 인공와우 착용을 독려하고, 관리해 줄 보호자의 부

재로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으나, 잘 착용할 수 없었다. 또

한 수화를 주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고, 늦은 나이에 

수술을 하여 아동이 기대한 만큼 효과가 크지 않아, 스스로 

동기부여가 어려웠다. 특히 농아원에 거주하는 경우는 구

화발달이 힘들고, 기기관리에도 한계가 있다. 표면적인 문

제뿐만 아니라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수화만을 사용하는 

다른 친구, 선·후배와의 갈등도 존재한다. 인공와우 수술

을 한 농아인 이라면, 이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이

해하고,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각 

전문가들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농아인의 인공와

우 수술은 그 대상자의 선정에 더욱 신중해야 하며, 자의식

이 또렷한 아동의 경우 아동의 의사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사례 2는 형제자매가 같이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거나, 

특수학교 또는 치료실 등 인공와우 착용자가 함께 모여 있

는 경우,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는 기기에 이름이 적어놓거나, 부모나 선생님의 각별한 관

심이 필요할 것이다. 

사례 3은 외부환경에 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정

전기의 방전이 인공와우 이식기의 전기적 요소에 손상을 

초래하여 어음처리기의 프로그램을 훼손시켰다. 이러한 경

우 인공와우 이식자는 사람 혹은 사물에 접하기 전에 도체

Fig. 1. 프로그램 2번이 지워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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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을 가진 금속성 문의 손잡이나, 타인과의 악수 등을 

통해 정전기를 배출하도록 하며, 지나친 정전기를 발생시

키는 활동(플라스틱 미끄럼틀, 고무볼풀)은 어음처리기와 

헤드셋을 벗고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공와우 이식은 이제 고도난청환자의 청각재활에 필수

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공와우 이

식도 그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시술연령이 더욱 낮아지고 

있으며, 양측귀의 이식, 이식기의 기술향상 등 계속적인 변

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공와우 이식자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술 후 합병증이나, 의과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수행

능력의 저조, 기대치 조절실패로 인한 만족도 저하, 일상생

활에서 발생하는 기기고장 등 문제점도 증가되었다.4)5) 따라

서 인공와우 이식을 결정할 때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에 의해 충분한 평가에 의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

으로 술 후 결과에 대한 기대치도 조절되어야 한다. 또한 여

러 가지 요인에 의해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빠른 시간 안

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

가들이 인공와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이식자

와 그 부모님, 또한 이식자와 관련된 주변인에게 홍보 및 

교육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중심 단어：인공와우·관리시스템·기기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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