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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se Reports of Hearing Aid Fitting with Real Ear Measurement 
 

Dongil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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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advancement in hearing aid technology boosted the performances of digital hearing aids. The hearing aid wearers also had 
higher expectation on hearing assistive devices than before. Thus, more elaboration was needed on objective evaluation, selection, 
and fitting for the potential benefits of hearing aids. From this context, real ear measurement (REM) became important for accurate 
measurement of resonances in ear canal since these resonance properties were characteristic and habituated for individuals. Potential 
hearing aid wearers would feel comfortable and natural with the amplified sounds from fittings based on REM. In this article, 
exemplary cases of effective hearing aid fittings were reviewed with the application of real rear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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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전자기술은 보청기의 성능

향상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는 아날로그 보청기를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디지털보청

기가 대중화 된 시대에 보청기의 발전속도와 더불어 보청

기를 사용하는 착용자들의 전반적인 수준 또한 예전에 비

해 많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청기 착용을 위

한 검사, 평가와 보청기 선정, 적합 등도 보다 객관적인 자

료를 근거로 정확히 진행되어야 한다.  

보청기를 통한 청능재활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

로 정확한 청각검사가 되어야 하고 이 검사결과에 따른 적

절한 보청기를 선택하고 적합을 통해 소리를 제대로 들려

주는 것은 청능사들의 역할이다. 보청기 적합과정을 살펴보

면 보청기 제조사에서 제공한 Fitting software를 이용하

여 주파수별 난청의 양상과 정도에 따라 보청기의 채널 별 

증폭량의 가감, 압축과 확장 등을 통해 환자들에게 소리를 

들려주게 된다.1)4) 최근 각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Fitting soft-
ware는 예전에 비해 매우 직관적이고 정확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청기를 적합하는 청능사

는 프로그램에서 시뮬레이션되는 그래픽만보는 것이어서 직

접 정확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제한 점이 있다.  

Real ear measurement(REM)를 보청기 적합에 사용하

면 Fitting software에서 나타내는 수치를 별도의 Ana-
lyzer에서 청능사가 보청기를 조절한 만큼 실제 출력의 변

화가 있는지 즉시 확인 할 수 있다.2)3) REM을 보청기 착

용자에게 실시하면 개인별 REUR, REIR, REIG를 모두 관

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별 외이도 공명현상의 특성

을 알아낼 수 있다. 왜냐하면 보청기를 사용할 대상자의 

외이도 형태나 용적은 사람마다 다르며 외이도의 길이, 직

경 등에 따라 소리의 공명현상이 저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공명현상은 보청기 착용자의 개

인 고유의 것이고 착용자에게 가장 익숙한 소리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별 공명현상의 주파수 특성을 이용하여 

보청기의 증폭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면서 보청기 적합

을 실시한다면 보청기 착용자에게 보다 자연스러운 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 소리에 대한 커다란 만족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사례보고에서는 이 REM을 이용한 효과적인 보

청기적합 예와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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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AND RESULTS 
 

사례 배경정보 

68세의 여성으로서 출생 시 이상이나 난청과 관련된 가

족력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특별히 소음등에 노출된 

적도 없었다. 난청은 15년전부터 시작되었으며 보청기를 10

년 이상 사용해 오고 있다. 이명은 없었으며 특이사항으로

는 국소경부암으로 인하여 수술과 치료를 1년 이상 해온 

병력이 있었다.  

 

청각검사 결과 및 해석 

순음검사 결과로는 우측 귀의 기도청력이 250~1 kHz 

까지는 45 dBHL로 동일하나, 2 kHz, 4 kHz에서는 각각 

105 dBHL, 110 dBHL로 급격히 떨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좌측 귀의 기도청력 역시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250 Hz, 500 Hz, 1 kHz에서는 50 dBHL, 45 dBHL, 55 

dBHL이나 2 kHz, 4 kHz에서는 각각 85 dBHL, 95 dBHL

로 급격히 하강하고 있다. 양쪽 귀의 골도청력 역시 기도

청력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음검사 결과로는 어음분별점수는 우측 귀 65%, 좌측 

귀 70%이었으며 어음을 제공하여 얻은 MCL 75 dB의 어

음강도로 측정하였다. 그간 근거 자료에서는 이러한 난청이 

국소경부암 수술 및 치료 당시 투약한 약물에 의한 감각신

경난청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보청기선정 

청각검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저음(250~1 kHz)

은 Flat한 중도난청이고 2 kHz 이후 급격한 청력저하를 보

이고 있으므로 우측 귀에 Canal receiver 기술을 사용한 

Phonak사의 microPower IX 300 dsz BTE모델을 선정하

였다. 대략 10년 간 CIC형태를 사용해오던 이 여성은 처음

에는 BTE 형태의 보청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작은 크기와 

실제 착용시 보이지 않는 다는 점, 그리고 강한 출력을 경

험하고 착용하기를 결정하였다.  

 

1차 보청기 적합 

착용하기 전 보청기의 Fitting software에 착용대상자의 

청력을 입력하고 최적적합을 한 상태에서 REM을 활용하였

다. Analyzer는 Frye사의 Fonix7000 사용하였다. 

REM시 Analyzer에는 미리 입력된 착용대상자의 청력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Target gain이 설정되며 보청기 적합 

시 Target gain은 참고 자료로만 이용하게 된다. REUR, 

REIR을 순차적으로 검사하고 이를 토대로 REIG가 산출

되어 나온다. 이렇게 산출된 REIG를 기준으로 Fitting soft-
ware의 채널 별 gain을 조절하였고 3주 후 재방문을 권유 

하였다. 

 

2차 보청기 적합 

3주 후 실시된 2차 적합에서는 그 동안 보청기를 사용하

면서 불편한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주된 Com-
plain은 전화통화 시 상대방의 목소리가 또렷하지 않게 들

리는 것이었으며 소리가 너무 날카롭고 고음이 강해서 약

간 불편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었다. 

분석된 결과를 보여주는 Fig. 1에서 1차 적합 시 실시한 

Fig. 1. 보청기적합에 사용된 REM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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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R의 그래프(Line2)를 살펴보면 2~3 kHz에서 30 dB

이상 증폭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의 강한 증

폭이 보청기착용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

여 이 영역의 gain을 2 step(약 4 dBHL) 정도 낮추었다. 

이러한 이유는 1차 적합 시 강한 고음증폭이 Downward 

spread of masking을 만들어 낸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

이다. 저음영역은 1 step을 낮추는 것으로 2차 적합을 마

쳤다. 이 결과에서 2차 보청기 적합 후 보청기 착용자는 매

우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강한 만족감을 보였다. 이 사용

자는 가끔 보청기 리시버의 귀지 막힘 등으로 방문한 것으

로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매우 잘 사용하고 있다.  

 

CONSLUSIONS AND DISCUSSIONS 
 

REM은 보다 객관적인 적합의 방법을 청능사에게나 보

청기 착용자에게 제공하게 되므로 청능사에게는 자신감을, 

보청기 착용자에게는 신뢰감을 두텁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한

다. 이 REM측정을 통해 보청기적합을 실시한 결과 외이

도 내에서의 증폭의 정도와 위치, 형태등을 보청기 착용자

들과 함께 직접 확인하면서 적합을 하게 되므로 REM 측정

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리의 증폭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게 

된다. 이를 통해 보청기 착용자들의 자신의 청력과 보청기

의 증폭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이해를 수반하

는 긍정적인 역할을 가져오게 된다. 결론적으로, 효율적인 

청능재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에, real ear mea-
surement는 앞으로 보청기를 이용한 적합과정에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중심 단어：실이측정·보청기·청력손실·보청기적합·청

각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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