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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재인도를 활용한 보청기 청능재활 사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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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ditory Rehabilitation Using Hearing Aids with Word Recognition Scores：Case Study 
 

Hye-Jung Paek 

Siemens Hearing Aid Center, Seoul, Korea 

 
The one of the important aims of auditory rehabilitation with hearing aids was to improve auditory detection and discrimination in daily 
lives of hearing aid wearers. Audiologists were required to perform professional practices for adequate hearing evaluation and hearing 
aid fitting through individual consultations and auditory rehabilitation plans. In this paper, two clinical cases with hearing aids were 
analyzed using Korean word recognition scores with special reference to hearing aid selection, verification of auditory improvement, 
hearing aid fitting, and long-term/short-term plans for auditory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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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보청기를 착용하는 주요한 목적중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의 청취력향상과 명료도의 개선이다. 그러므로 청능사는 보

청기를 착용하는 난청자에게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최대한 

감소시켜주고 난청인의 청력평가에 따라 보청기의 전기음

향학적인 반응을 잘 맞추어 주어야하며 난청인의 특성에 맞

는 보청기상담과 체계적인 청능재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

요하다.3)6) 이 과정에서 여러 청각평가도구가 사용되게 된

다. 일반적으로 여러 주관적인 평가도구 중에서 어음청력평

가는 순음청력평가와 다르게 언어의 명료도를 판정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청력장애 부위 추적의 보조적인 역할, 중추청

각기능의 평가 및 감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

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어음의 이해 측정, 의사소통장애

에 대한 정보제공, 재활치료의 선택과 결과의 평가, 보청기 

착용효과 판단 등에 있어서 순음검사에 추가하여 매우 주

요한 정보를 주는 평가법이다.1)2)4) 특히, 어음재인도평가는 

청각기능손상에 대한 조치 및 그 예후 판정과, 이과적인 약

물 및 수술효과, 청각개선효과, 난청의 정도 등을 판정하는

데 유용하며, 각 평가실에서도 순음청력평가와 더불어 빈

번히 시행되고 있는 과정이다.5) 본 논고는 이러한 관점에

서 어음재인도 결과를 가지고 보청기의 선택, 보청기 착용

전후의 청각 개선 효과검증, 보청기 fitting, 개별 청능재활

의 장단기 계획으로 활용한 보청기평가 사례이다. 

 

MATERIALS AND METHODS 
 

보청기평가 사례 1 

이름：○ ○ ○ 

생년월일：1945년 2월 16일 

평가일：2006년 12월 22일 

청각재활：2006년 12월~2008년 6월 

 

배경정보 

환자는 본 센터를 방문하기 한달 전, 감기로 인한 돌발성

난청이 시작되어 서울에 소재한 종합병원에서 3차례 응급

실로 입원을 하였으나 청력이 호전되지 않아, 심한 우울증

을 겪고 있었고 가족과의 대화방식을 글을 써서 의사소통을 

하였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본 센터를 방문

논문접수일：2008년 4월 8일 
심사완료일：2008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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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2) 532-6442·전송：(02) 537-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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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10년 전부터 소낙비가 내리는 듯 하는 이명

이 있었고 40대부터 사냥을 취미생활로 했던 고객으로 가

족력은 없었다. 

 

평가 결과 및 해석 

본 센터에서의 평가한 순음청력역치는 3분법으로(0.5, 1, 

2 KHz) 우측은 65 dBHL, 좌측은 68.3 dBHL로 우측은 

250 Hz부터 500 Hz까지는 중도난청으로 수평형(flat)을 

보이고 500 Hz에서 4 KHz까지는 중도난청에서 중고도난

청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4 KHz에서 8 KHz까지는 중

고도난청에서 고심도난청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형태의 감각

성난청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좌측은 250 Hz에서 500 Hz

까지는 중도난청에서 중고도난청으로 하락하다가 500 Hz에

서 8 KHz까지는 고도난청으로 수평형(flat)을 보이는 감각

신경성난청을 나타내고 있었다. 우측 SRT는 60 dBHL, 좌

측 SRT는 65 dBHL로서 순음 청력검사와 일치성을 보이

고 있었으며 WRS 결과는 우측은 80 dBHL에서 24% 좌측

은 85 dB에서 22%로 저조한 어음재인도를 보였다(Fig. 1). 

 

보청기 적합 결과 및 제언 

 

첫 방문(2006/12/22) 

피검자는 가족과 함께 상담을 받았고 상담자는 평가결과

를 분명하고 간결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였다. 이 과

정에서 환자의 청력을 고려해 어음의 가청 부분을 들을 수 

없는 부분과 함께 분류하여 보여주었고 고주파수 난청이 어

음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어

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주었다. 보

청기의 목표는 증폭에 의한 청력개선 뿐만 아니라, 청능재

활 과정은 손실된 육체적, 정신적 또는 사회적 기능을 회복

시켜줌으로써 난청으로 인해 환자가 느끼는 장애도 감소시

킨다는 것을 설명해주었다. 어음재인도 결과가 우측은 24% 

좌측은 22%로 보청기 착용시 예견되는 낮은 효과를 설명

하고 보청기에 대한 기대치 교육과 청각 순응에 대한 상담

을 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Siemens 16채

널, Matrix 115/40, 0.5 mm 환기구(vent), 리모컨이있는 

Acuris CIC 제품을 양측으로 착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보청기 적합 1차 결과(2007/01/15) 

처음 보청기 제작시 제조사 보청기성능분석표는 Fig. 2와 

같고 본 센터에서 최대출력과 최대이득을 확인하였다. 

보청기 fitting시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실험조건에 따라

서 보청기 조절을 하였다. 

첫번째 실험조건, SIEMENS fitting 프로그램의 오디오

그램에 청력검사자료 중에서 기도검사(AC)와 골도검사(BC)

를 기록하고 NAL-NL1 적합공식을 사용 한 결과를 먼저 

환자에게 들려주고 두 번째 실험조건, SIEMENS fitting 프

로그램의 오디오그램에 청력검사자료 중에서 단지 기도검사

(AC)만 기록하고 NAL-NL1 적합공식을 사용 한 결과를 

비교검증 하여 환자에게 들려주었더니, BC검사를 뺀 프로

그램 결과의 소리에 더 만족하여 오른쪽은 최대출력 115 

dBSPL Master Gain 25 dBSPL로 조절하고 왼쪽은 최대

출력 115 dBSPL Master Gain 26 dBSPL로 조절한 후 양

이 모두 volume range를 8 dB로 Fitting하고 2주 후에 

재방문을 예약 했다. 

 

보청기 적합 2차 결과(2007/02/15) 

시끄러운 장소에서 듣기와 TV보기와 전화사용에 불편함

을 호소하여 미세조절기능과 리모콘의 메모리 기능을 이용하

여 1번은 조용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적합으로 저장, 2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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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사례의 좌우 청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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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장소에서 사용하는 적합으로 저장, 3번은 TV 보

기에 적합한 소리로 저장하고 전화사용 불편함은 보청기와 

전화 수화기의 각도와 위치를 잘 조절하는 방법으로 불편한 

점을 해결하여주었다. 보청기 사용자에게 시끄러운 상황에서 

듣기에 관하여 기존 보청기 보다 진보된 디지털 보청기가 나

오면서 개선되기는 했지만 보청기 기능이 아직 이러한 관점

에서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시켰으며 보청기 리모콘의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10분간 반복 교육을 실시하였다. 

 

보청기 적합 3차 결과(2007/04/15) 

점검문항(Fitting Sheet) 설문지 평가에서는 보청기 착용

전보다 20%로 향상된 결과를 보였으나 음장이득측정(so-
und field measurement) 결과에 따르면 오른쪽귀의 이득

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와서 보청기 최적이득을 전체적으로 

한 단계 줄여주었다. 

보청기를 통한 새로운 소리적응기간을 마치고 일년간 다

음과 같은 내용으로 장기 재활계획을 세웠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음절어 중 200개의 단어를 선정한 목록 

중에서 50개씩 외국어 단어공부를 하듯이 매일 소리 내어

서 읽는 반복 훈련과 신문을 10분씩 소리내어 읽는 방법을 

권고하고, TV에서 뉴스의 자막을 이용하여 미리 뉴스의 내

용을 유추하고 내용을 생각하는 훈련과 듣기능력을 촉진시

키고, 점차적으로 TV 볼륨을 줄여가면서 아나운서의 입모

양과 얼굴표정을 읽는 독화훈련을 권하였다. 또한 전화사용

이 어려울 때는 전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무선전화기의 사

용은 피하고 전화기의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양이로 전

화 받는 방법을 제언하였으며, 핸드폰 사용 시에는 전화수화

기와 보청기 마이크 위치에 따라 각도를 조절하여 사용하

도록 권하고, 돌발성난청이 온 뒤 심리적으로 회피하였던 가

족간의 노래방 이용에 있어서는 비교적 단조롭고 반복적인 

트롯트 형태의 노래를 연습하여 적응하도록 권하였다. 

 

보청기 적합 3차 결과(2008/06/27) 

피검자의 방문 상담시에 어느 쪽 귀인지는 모르겠지만 말

소리가 울려서 리모컨으로 2단계 줄여서 사용한다고 하여, 

순음청력검사, 어음재인도(WRS)검사, 음장이득측정를 재실

시하였다. 순음청력검사 결과로서는 양이 모두 2006년 12

월 22일 기준 보다 청력이 향상되어 역치가 좀 더 낮게 나

왔다(Fig. 3). 

음장이득측정 역시 오른쪽 귀에서 전 주파수에서 평균 30 

dBHL을 나타내었고(Fig. 4), 2006년 12월 22일 검사 결

과에 비하면 WRS가 우측귀는 24%에서 42%로 18%향상

되었고 좌측귀는 22%에서 54%로 32% 높은 결과를 보였

다. 피검자가 주관적으로 울린다고 표현한 것과 객관적인 음

장이득측정을 참고하여 오른쪽 보청기의 이득을 2 dBSPL 

내려주었다. 

Fig. 2. 보청기 성능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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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평가 사례 2 

이름：○ ○ ○ 

생년월일：1923년 7월 10일 

평가일：2007년 10월 14일 

청각재활：2007년 10월~2008년 1월 

 

배경정보 

약 3~4년 전 부터 시작된 난청으로 이명이 15년 전부터 

왼쪽 귀에 있었으며 전화사용과 TV시청이 어렵고 시끄러

운 장소에서 어음변별이 어려워 보청기 상담을 위해 2007

년 본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 

  

평가 결과 및 해석 

본 센터에서의 순음청력역치는 3분법으로(0.5, 1, 2 kHz) 

우측은 38.3 dBHL, 좌측은 48.3 dBHL로 우측은 250 Hz

부터 500 Hz까지는 경도난청으로 상승형(Reserve)을 나

타내다가 500 Hz에서 1 kHz까지는 경중도난청으로 하락

하는 형태를 보이고 1 kHz에서 2 kHz까지는 다시 수평형

을 보이고 2 kHz 이후에서는 중도난청으로 완만하게 하락

하는 형태의 감각성난청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좌측은 250 

Hz에서 500 Hz까지는 경도난청으로 상승형을 나타내다가 

500 Hz에서 1 kHz까지는 경중도난청으로 하락하는 형태

를 보이고 1 kHz에서 8 kHz까지는 완만하게 하락하는 형

태의 감각신경성난청을 나타내고 있었다. 우측 SRT는 40 

dBHL, 좌측 SRT는 45 dBHL로서 순음 청력검사와 일치

를 보이고 있었으며 WRS는 우측은 65 dBHL에서 70% 좌

측은 70 dB에서 70%로 보통 정도의 어음이해도를 보였다. 

이경검사 시 외이도나 고막에 염증성 소견이나 천공은 보이

Fig. 3. 향상된 청각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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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음장이득 측정. 
125    250    500      1k     2k      4k       8k Hz 

20       Right      CH2 8,000 CH1    Left 85 

125    250    500       1k    2k      4k      8k Hz 

dBHL 

0 

 
20 
 

40 
 

60 
 

80 
 

100 
 

120 

-20 -15 -10 -6 -3 –1  0 +1 +6 OL Patient -20 -15 -10 -6 -3 -1  0 +1 +6 OL 



 
 
 
 
 
 

 

AUDIOLOGY • 청능재활  2008;4:74-80 78 

지 않았고 과도한 귀지도 없었으며 외이도의 길이와 굴곡

을 살펴봤을 때 특이한 점은 없었다(Fig. 5). 

 

보청기 적합 결과 및 제언 

 

첫 방문(2007/10/14) 

보청기선택 상담 시 환자가 경제적상황과 사회활동여부를 

근거하여 한쪽 귀 착용을 선호하였고, 보청기 선택 기준에

서 볼 때 양이청력이 60 dBHL 보다 좋은 청력이고 왼쪽귀

가 오른쪽 귀에 비해 AC는 다소 떨어지지만 WRS 점수는 

70%로 오른쪽과 같아서, 보청기선택은 왼쪽 귀에 Siemens 

4채널 , Matrix 113/40, 0.5 mm 환기구(vent), Prisma2 

CIC 제품으로 착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처음 보청기 제작 

시 제조사 보청기성능분석표와 비교하여 본 센터에서 최대

출력과 최대이득을 확인하였다. 

 

보청기 적합 1차 결과(2007/10/20) 

보청기 fitting시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실험조건에 따

라서 보청기 조절을 하였다. 

첫 번째 실험조건, SIEMENS fitting 프로그램의 오디오

그램에 청력검사자료 중에서 기도검사(AC)와 골도검사(BC)

를 기록하고 NAL-NL1 적합공식을 사용 한 결과와(Fig. 6) 

두 번째 실험조건, SIEMENS fitting 프로그램의 오디오그

램에 청력검사자료 중에서 단지 기도검사(AC) 만 기록하고 

NAL-NL1 적합공식을 사용 한 결과를(Fig. 7) 피검자에게 

보청기를 조절하여 비교검증 착용하였더니, BC검사를 뺀 프

로그램 결과의 소리에 만족하여 최대출력 113 dBSPL Ma-
ster Gain 24 dBSPL로 조절 하였다. 

보청기의 적응상담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강조

하였다. 피검자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적응 기간의 필요, 증

폭된 소리로 일반대화 듣기적응, 보청기 착용시간조절, 조용

한 장소에서 보청기 처음사용, 보청기 착용방법에 대한 설명

을 하고 2주일 뒤에 방문예약을 하였다. 

 

보청기 적합 2차 결과(2007/11/05) 

여전히 시끄러운 장소에서 듣기와 전화사용의 불편함을 호

소하였고, 식사 시 음식 씹는 소리가 불편하고, 착용 시 본

인 목소리 울림과 귀의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전화사용 불

편함은 보청기와 전화 수화기의 각도와 위치를 잘 조절하

는 방법으로 불편한 점을 해결하여주었다. 노화의 경우 청능 

평가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원래의 상태로 듣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보청기가 제한된 청력만을 회복할 수 있

다는 것을 이해시켰다. 보청기를 사용한다고 갑자기 정상

적으로 듣는다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반면에 

보청기가 점차적으로 개선된 음질을 제공하여 어음이해력

도 상대적으로 더 개선되고 다양한 환경에서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보청기에 대한 기대치 교육과 청각 

순응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음장이득측정(sound field measure-
ment)을 실시하였더니 기준인 40 dBHL에서 크게 벗어나

지는 않았다. 환자에게 보청기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는 귀

와 뇌는 보청기에 의해 커진 소리를 듣는 것에 재교육 되어

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고 보청기를 사용하기 전 감각

에서 갑자기 길거리의 소음처럼 잊었던 소리세계에 노출되

므로 이러한 새로운 소리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 필요함을 

알려주었다. 보청기 적응을 위한 초기단계 이므로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소리상태인 음식 씹는 소리와 본인목소리 

울림 해결을 위해 125 Hz에서 500 Hz까지의 loud sound 

소리를 낮추어주고 CR도 높여주고 1 mm 정도의 Vent를 

만들어주었다. 왼쪽귀의 2차 WRS 검사시에는 MCL 레벨

Fig. 5. 순음 청력 역치 평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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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하지 않고 먼저 환자의 SRT 값을 0 dBSL로 정하

고, 10 dBSL, 20 dBSL, 30 dBSL, 불쾌역치 직전의 35 

dBSL까지 자극단계음을 높여가며 WRS값을 구하였더니 각

각 16%, 38%, 64%, 70% 72%였다. WRS의 자극 단계 

음이 커질수록 어음재인도가 높아지는 전체적으로 비례적

인 기울기의 심리음향기능곡선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토

대로 MPO를 113 dBSPL로 조절하고 추후 전체이득을 높

일 것을 예측하였다. 

 

보청기 적합 3차 결과(2007/12/05) 

음장이득측정(sound field measurement)과 어음재인

도(WRS)검사를 재실시한 결과 음장이득측정은 전주파수

에서 평균 40 dBHL을 나타내었고 2006년 10월 20일 검

사 결과에 비하여 WRS가 우측 귀는 70%로 그대로였으

나 좌측 귀는 70%에서 74%로 4%가 향상되는 결과를 보

였다. WRS검사를 실시하였던 50개 단음절어 중에서 반복

하여 틀린 키, 용, 댁, 차, 혀, 논, 벌, 터, 상, 서 10개의 단

음절어를 선정하여 본 센터에서 청능훈련을 실시한 후 1개

월 동안 200개의 단음절어 목록을 주고 집에서 매일 반복 

훈련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보청기 적합 4차 결과(2008/1/10) 

점검문항(Fitting Sheet) 설문지 평가에서 보청기 착용

시 불편함이 30% 향상되었고, 어음재인도(WRS)검사를 동

Fig. 6. AC, BC 검사기록 후 fitting
상태. 

Fig. 7. AC 검사만 기록 후 fitting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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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단음절어 목록으로 재실시한 결과 2007년 12월 5일 

검사 결과에 비하여 WRS가 우측귀는 70%에서 74%로 

4% 높게 나왔고 좌측귀는 70%에서 80%로 10%로 높게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이것으로 기본적인 보청기 적응 프

로그램을 마치고 추후에 불편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예약 

방문할 것을 권하고 6개월에 한번씩 청력평가와 보청기 점

검을 위하여 방문 할 것을 제언하였다. 

 

DISCUSSIONS AND CONCLUSIONS 
 

청능재활의 기본 원칙은 재활이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제

공되어야 하며, 재활의 결과가 대상자에게 어떠한 변화가 올

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청능사들은 대상자에게 보청기

를 맞춰줄 때 잘 들리고, 편안하게 듣고, 큰 소리도 적절하

게 들리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청각재활의 가장 중요한 부

분이다. 그러므로 보청기 fitting 목표는 어음영역을 잘 들

을 수 있도록 보청기를 적합하고 보청기의 SSPL 90을 환

자가 듣기 싫어하는 강도 아래로 유지시켜주며, 보청기 오리

엔테이션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보청기를 착용 후 실제적인 

기대에 관한 상담을 해주어야한다. 한 연구를 보면 노인의 

보청기 만족도와 효과는 대게 실제 보청기를 맞추기 전에 가

지고 있는 보청기에 대한 기대와 태도에 의해 영향 받는다

고 했다.7) 청능사는 심리사회적인 설문지평가를 이용하여 난

청인의 자가 평가와 당사자의 삶의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알고 대상자의 전체적인 청각재활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3) 

보청기의 선택과 fitting, 청능 재활(Audiologic Rehabi-
litation)을 위한 여러 검사가 필요하지만 어음재인도 검사

의 중요성과 활용성에 중심을 두고 위의 두 사례를 발표하

였다. 어음재인도 검사를 통하여 보청기 착용효과의 검증

과, 심리음향곡선을 그려보고 최대출력(MPO)과 이득의 범

위를 검토하고, 단음절어의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말 지각

에서 나타나는 결함의 유형을 예측하고 이해하여 해당 주

파수의 이득을 조절 할 뿐만 아니라 틀린 단음절어를 이용

한 청능훈련은 청각과 시각을 함께 사용하여 어음변별력을 

높여주고 나아가 청각으로 언어를 받아들이고 대화의 변화

와 자발성을 촉진시키는 훈련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청능사는 청능재활과 훈련이 필요한 한국적 실정에 

맞는 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임

상경험 정보를 공유하여 WRS와 같은 청각평가 지수 향상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용이성을 통하여 자아 존중감을 강

화시켜주고 삶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청각 재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중심 단어：보청기·어음재인도·청각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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