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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se Study of Hearing Aid Fitting for Microtia 
 

Hyoung-Jae Kim, Hyoung-Geun Kim and Dong-Young Choi 

Starkey Bundang Hearing Care Center, Seongnam, Korea 

 
Microtia was common in male for children with the frequency of one out of 10,000 to 20,000. This had potential complication to 
progress in conductive and sensorineural hearing loss. Hearing aid intervention showed various problematic issues just from the start 
of hearing aid application such as limited physical size, unusual acoustic feedback, and pains in the ear canal. In this case review, 
authors reported a clinical experience of hearing aid fitting with a customer with microtia to effectively manage individualized cases. 
Thus, related audiologists should be able to provide the concerned customers with better quality aural rehabilitation services from 
this individualized fitting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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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소이증의 발생빈도는 10,000~20,000명당 1명 정도이

다. 일측성이 양측성보다 더 흔하고 남자에서 여자보다 더 

흔히 발생한다. 소이증의 25~30%는 외이도 폐쇄증이 동

반되고 중이 기형 등이 있어 전음성 난청과 고음역 감각신

경성 난청이 합병될 수가 있다.1)3-5) 소이증 환자의 경우 

연령과 외이도 폐쇄가 일측성인지 양측성인지에 따라서 보

존적 처치와 수술요법을 결정하게 된다.1) 흔히, 소이증을 

동반한 난청 대상자는 다른 난청자에 비해서 보청기 외형

의 적합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저자들

은 관련 참고자료로 소이증을 동반한 난청 대상자에게 보

청기를 적합한 경험 예를 보고하고자 하였다.  

 

METHODS AND RESULTS 
 

사례 배경정보 

50세의 여성으로 이과적 병력으로는 선천적인 소이증 환

자이며, 양측성 소이증과 외이도 폐쇄를 동반 하였다. 초등

학교 4학년 때 좌측귀를 외이도 성형술을 하였으며, 외이

도의 길이가 약 1.2 cm로 관찰 되었다(Fig. 1). 본 센터에 

방문 전까지 BOX형 보청기 및 기성품 보청기를 사용하였

으며, 기존 보청기의 고장으로 2007년 5월 방문 하였다. 

대상자는 시끄러운 소음의 오랜 노출이나 이명, 가족력은 없

었다. 

 

평가 결과 및 해석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측귀 모두 고음역으로 갈수록 청력

이 향상되는 역경사형의 형태로 골도검사의 결과는 정상범

위 안에 포함되고 기도검사의 결과는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전음성 난청으로 나타났다. 순음청력 역치는 3분법으로(0.5, 

1, 2 kHz) 우측은 75 dBHL 좌측은 73.3 dBHL로 양측모두 

250 Hz에서 1 kHz까지는 중고도 난청으로 수평형(flat)

을 보이고 1 kHz부터 8 kHz까지는 중고도 난청에서 중도난

청으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역경사형(ascending type)을 

나타내었다. 양측 SRT는 75 dBHL로서 순음청력검사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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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성을 보이고 있으며, WRS 결과는 우측은 90 dBHL에

서 72% 좌측은 90 dBHL에서 84%를 나타내었다. 

 

보청기 적합 및 제언 

 

상  담[2007/5/10] 

대상자는 오빠와 함께 본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고 

상담자는 청력평가 결과와 대상자의 외이도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보청기 외형

적합 시 어려운 점을 미리 알려주고 대상자로부터 양해를 

구했다. 보청기의 선택은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과 외이도 

상태 및 청력수준을 고려하여 한쪽 귀 착용을 선호했으며, 

외이도 성형술과 WRS의 결과가 우수한 좌측으로 보청기 착

용 방향를 선택 하였으며 STARKEY, Matrix 117/50, NO 

vent, DXP-IN 제품으로 제작하였다.  

 

1차 보청기 적합[2007/5/15] 

보청기 착용 시 상대방 목소리의 크기는 적당하나 본인의 

음성이 울리게 들리며, 주변 사물의 움직이는 소리가 크다

고 표현을 하였다. 이에 따라 저주파수 영역을 low cut으

로 이득을 조절하였다. 대상자에게는 2주간의 적응 기간을 

갖은 후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기로 제안하였다. 

 

2차 보청기 적합[2007/6/1]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3주 뒤 2차 보청기 적합을 

위해 본 센터에 방문 하였으며, 보청기 착용에서 나타난 문

제점은 대상자가 원하는 이득(사용하는 이득, user gain)

에서 음향 되울림(feedback)현상이 발견 되었고 대상자가 

이득을 줄여도 입을 움직일 때마다 음향 되울림(feedback)

현상이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보청기 외부(Shell)에 코팅

을 입히기로 결정하였다. 

 

3차 보청기 적합[2007/6/19] 

코팅 후 몇 일간은 음향 되울림(feedback)현상이 않았

으며, 대상자는 소리에도 만족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서 대상자는 귀의 통증을 호소 하였고 음향 되울

림(feedback)현상도 발생하였다. 보청기 착용 시 Fig. 2에

서 처럼 보청기의 아래 부분이 피부와 사이가 벌어지는 것

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한 저자들의 연구 및 토

의 끝에 Fig. 3의 모습을 토대로 보청기의 껍질(Shell)을 

외이도 보다 작게 제작하고 리시버 방향에 이어팁의 재질

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특수제작을 진행하였다. 

 

4차 보청기 적합[2007/7 4] 

3차 보청기 적합 시 고안된 특수한 모형의 보청기 착용 후 

대상자가 원하는 이득을 주어도 음향 되울림(feedback)현

상은 발생되지 않았으며, 귀의 통증도 느끼지 못하였다. 이

로써 보청기의 기본적인 적합은 정리하였으며, 6개월에 한

번씩 청력 재평가와 보청기 점검을 받을 것을 제언하였다. 

 

DISCUSSIONS AND CONCLUSIONS 
 

보청기 형태 선정 시 고려할 점은 보청기 작동의 편리성, 

착용의 편안함, 외관상 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2) 성능

이 우수한 보청기라 하더라도 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않으

면 보청기의 효과는 그만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본 사례에서는 소이증과 동반된 외이도 폐쇄로 인하여 보

청기 착용상의 불편함과 음향되울림(feedback)현상 등 보

청기 외형적합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을 사례를 통해

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보청기 적합을 단순한 음향조절 이

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외형의 적합, 보청기 보관 요령, 보

청기 착용 시 전화통화 요령 등 보청기 사용에 있어서 전반

적인 모든 상황을 것을 고려하는 것이 보청기 적합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청능사는 전문화된 보청기 적합방법들의 개

Fig. 1. 대상자의 좌측 귀모형 및 몰드. 
Fig. 2. 대상자 보청기 착용 (아래면). 

Fig. 3. 이어팁 연결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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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 적용과 그 사례로부터 보청기 사용 대상자에게 보다 수

준 높은 청능재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보청기·청력손실·보청기적합·소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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