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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rical Visible Speech(AVS) Technology in Hearing Aid Fitting 
 

Dong-Geun Han 

GN ReSound Korea, Seoul, Korea 

 
Customer satisfaction for hearing aid, by definition, implies that customers are satisfied with full procedures for selecting hearing aids 
and wearing hearing aids. Therefore, they may have proper expectation and should easi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auditory rehabil-
itation with hearing aids. In practice, however, it has been hard to get these goals from daily counselling and current onsite evaluation 
schemes. In this context, AVSTM system introduced by GN Otometrics was reviewed and this may be a good complementary tool for 
counselling, evaluation and fitting procedures. The AVSTM system consisted of three main functional parts. First, Hearing Loss Simu-
lation (HLS) was a good method to simulate hearing loss to family or relatives of customers. This also demonstrated a visual effects to 
customers and their family for explanation. Second, Hearing Instrument Simulation (HIS) was a helpful tool to decide how to select 
hearing aids and when to wear binaural hearing aids. Third, Speech Mapping (SM) module was available for verifying hearing aid 
fitting and this module was based on Real Ear Measurement. Audiologists could verify the stats of current fitting and, if necessary, 
perform re-counselling. In summary, AVSTM system appeared to be a helpful tool for professional audiologists to give satisfaction to 
their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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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보청기를 통해 듣는다는 것은 청력손실자에게 있어서는 

새롭게 못 듣던 소리를 다시금 듣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기

도 하지만, 여러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또 하나의 도

전이기도 하다. 이러한 도전에 잘 적응한 경우에는 큰 어려

움 없이 보청기를 통해 듣기가 익숙해지지만 그렇지 못하

고 도중에 포기하거나 보청기 착용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거에는 보청기의 성능이나 기술

적인 측면에 주로 관심을 보였다면, 최근에는 기술적인 측

면 뿐만 아니라 보청기 착용자들의 실생활적인 측면에서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다양한 조사들이 시도되고 있다. 여러 시

도들이 많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고 이러한 결

과들은 보청기 개발단계에서부터 적용되어 진보된 기술을 

선보이는 보청기가 출시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4)6)7) 

한편으로, 청각손실자들이 자신들의 난청의 상태나 보청

기에 대한 기대감 등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

으로 보청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보청기를 통한 재활을 

방해하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특히 노인성 난

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물지각인지 능력이 떨어지므로 더

욱이 잘못된 편견을 갖거나 잘못된 기대감을 갖는 부작용

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

각손실자에게 최대한 시각적 단서나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청력손실자의 이해

력을 높이고 보청기를 통해 재활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미

리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GN Otometrics사에서는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도구이자, 보청기 착용 후 평가 및 적합에까지 적

용할 수 있는 AVSTM(Aurical Visible Speech)라는 새로

운 기기를 출시하였다(Fig. 1). 이는 기존의 Medson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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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ble Speech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사용의 편의성 

및 시각적 구성을 더욱 강화된 기기이다.5) 

 

METHODS AND RESULTS 
 

시스템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 장비에 비

해서 BluetoothTM 기능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측정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용상의 편의성을 증대시켰으며, 

양이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가지고 있다. 

 

하드웨어의 구성 

하드웨어의 구성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컴퓨터 

본체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와 둘째, 실이측정이 가능하도

록 한 무선 양이 probe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음원을 제

시 할 수 있는 스피커로 구분된다. 

 

소프트웨어의 구성 

소프트웨어의 구성은 AVSTM 시스템의 주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첫째로 HLS(Hearing Loss Simulation)기능이 있

다. 이는 난청의 초기 상담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로 청력

손실자의 난청의 정도를 주위 보호자로에게 설득력있게 설

명할 수 있는 도구라 할 수 있다. 정상청력이 들었을 때의 소

리크기와 특정난청을 갖고 있을 때 들리는 소리를 비교하

여 들려줌으로써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난청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며, 청력손실자가 적극적으로 청각재활의 과정에 동

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객관적이

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래프와 시각적 

도구들로 구성이 되어있다(Fig. 2). 

둘째로 HIS(Hearing Instrument Simulation) 기능을 들 

수 있다. 이 기능은 난청의 정도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실

제 보청기를 착용할 경우에 어떻게 들리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이다. 실제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 헤드폰을 통

해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저

장된 다양한 음원, 라이브 보이스, CD를 통해 녹음된 음원, 

즉석에서 녹음된 소리 등의 음원을 청력손실자에게 제공하

여 보청기 착용시 듣게 되는 혜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편측착용과 양측착용을 각각 경험할 수 있

어 더욱 양이 착용의 장점을 부각하고, 양이 착용의 중요성

을 체험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Fig. 3). 

셋째로 기존의 실이 측정(Real Ear Measurement)를 기

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 SM(Speech Mapping) 기능이 있

다.1) 기존의 실이 측정과 SM의 차이점은 다양한 입력음(말

소리부터 녹음된 음원 등)으로 실이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Fig. 1. Aurical visibl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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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LS가 동작하는 화면. 

dB
 

 

With H.I. 
SPL                                                            Left 

140

130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0

125       250       500        1 k       2 k        4 k        8 k 

Hz 

Fig. 3. HIS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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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기존의 실이측정이나 기능이득(functional gain)

을 측정하는 방식보다는 보청기 착용자들의 실생활에 바탕

을 두고 측정하는 기능이다. 또한 AVS는 양이를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검사시간을 줄여 주며, 이를 통

해 착용한 보청기가 적절한 이득이 주어지고 있는지, 소음

감소 기능이나 피드백 제어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도 살펴볼 수가 있다.2)3) 

AVS는 이러한 3가지의 주요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NOAH와 호환되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질 수도 있다.5) 

 

AVS 기능 시행 결과 분석 

AVS의 우수한 기능들이 보청기 상담이나 보청기 적합과

정에서 적절히 사용되어 질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약 3개월에 걸쳐 100여명의 청력손실자를 상대로 만족도 

및 반응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조사 장소로는 보청기 고

객센터 1개소와 종합병원 4개소, 일반이비인후과 4개소 총 

9개소의 장소에서 실시하였다. 총 검사 대상자는 115명이

었으며, 기존 보청기 착용자가 104명, 보청기 처음 상담하

는 경우가 11명이었다. 이들을 각각 난청의 정도에 따라 분

류를 하였고, 그 결과는 Fig. 4와 같다. 경도부터 심도까지 

청력손실자 중 중도난청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는 기존에 보청기를 착용한 경우가 중도난청이 가장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5) 

다음은 기존 착용자와 신규 상담자간의 AVS를 체험하고 

나서의 만족도에 대한 반응 결과를 분석하였다(Fig. 5). 결

과에서와 같이 난청의 정도에 관계없이 고르게 만족도가 높

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보통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경우

는 33케이스로 전체의 29%정도는 보통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불만족을 표현하는 케이스는 없었다. 

AVS의 기능을 체험한 후 청력손실자 또는 보호자들이 

선호하거나 만족감을 표현한 이유로는 난청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고 둘째로는 양이착용의 

필요성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셋째로는 Speech map-
ping을 통하여 실제 보청기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잘못된 적합상태를 수정할 수 있어 유익했다는 의

견 등이 있었다. AVS 기기를 직접 시연했던 센터 및 병원

의 반응으로는 보청기 첫 상담이나 양이착용을 설명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특히 환자 불평 등의 대처

에 용이 할 것으로 생각하는 의견 등이 있었다. 

 

CONCLUSIONS 
 

보청기의 기술은 나날이 발전되고 있고 새로운 기능의 제

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의 발달과 보청

기 착용자의 만족도가 동반하여 상승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난청에 대한 잘못된 인

식, 충분치 못한 상담, 전문적인 상담도구의 부재, 보청기 

착용에 대한 이점의 시연부족 등의 요소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GN Otometircs사의 AVS는 신뢰

성있고 전문성있는 상담으로 이끌어주며, 고객만족을 증대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의 하나로 생각되어진다. 
 

중심 단어：보청기·AVS·청능재활상담·청능재활평가·

보청기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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