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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ral Rehabilitation after Cochlear Implantation in a Child 
with Keratitis-Ichthyosis-Deafness (KID)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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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epartment of Speech Pathology & Audiology, Daebul University, Yeonga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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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atitis-ichthyosis-deafness (KID) syndrome is a rare ectodermal dysplasia characterized by vascularizing keratitis, profound sen-
sorineural hearing loss (SNHL), and progressive erythrokeratoderma. It is a clinical triad that indicates a failure in development and 
differentiation of multiple stratifying epithelia. KID syndrome has been associated with mutations in the gene encoding connexin 26, 
a gap junction protein. The aim of this case review was to investigate auditory performances after cochlear implantation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uditory rehabilitation. The results of this case suggested that auditory performances and communication skills of a 
child with KID syndrome have improved through the cochlear implantation and aural rehabilitation. In particular listening tests of 
Listening Progress Profile (Lip Profile) and Meaningful Auditory Integration Scale (MAIS), the scores have improved from 52% to 
97% and 20% to 80%,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auditory rehabilitation and cochlear implantation in chil-
dren with (KID) syndrome can be effective and important. 
 
KEY WORDS：Aural rehabilitation·Cochlear implantation·Keratitis-ichthyosis-deafness (KID) syndrome. 

 
 

INTRODUCTION 
 

Keratitis-ichthyosis-deafness (KID) 증후군은 각막

염(keratitis), 어린선(ichthyosis), 난청(deafness)이 주

된 증상인 외배엽 형성이상(ectoderamal dysplasia)으로 

1915년 Burns에 의해 학계에 처음 보고 된 세계적으로 아

주 드문 선천성 질환이다.1)3)6)7)11) 그 원인은 세포 간 신호

전달체계인 간극결합(gap-junction)에 중요한 역할을 하

는 connexin 26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이 유전자는 간극결합을 통하여 와우의 내림프(emdolymph)

에서 칼륨이온(K+)의 재순환 과정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는

데 connexin 26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난청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9) 이 증후군의 발생빈도는 남자와 여자가 비

슷하다고 보고되었다.7) 

KID 증후군의 특징적인 증상은 출생 시부터 피부가 비

정상적으로 건조하여 물고기의 비늘처럼 되는 유전성 각화

증인 어린선이 나타나며, 대부분 붉은색을 띠고 두꺼워지는

데 이는 손바닥이나 발바닥에서도 나타난다(Fig. 1, 2).5)8) 

그 외 입술의 만성적 염증, 탈모증, 손발톱 형성부전, 치아 

결손 등이 보이기도 한다(Fig. 4).5) 다양한 시력저하를 동

반하는 각막염과 관련된 증상에는 빛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

하는 광선공포증이나 진행성 각막손상 등이 있으며, 추후 

실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Fig. 3).2)5) 청각과 관련된 증

상은 고·심도의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이 일반적이지만, 

전음성 난청도 나타날 수 있고 난청의 정도 역시 다양하다

는 보고가 있다.1) 그리고 대부분의 KID 증후군 환자들은 

측두골 기형을 동반하고 있으며, 내이는 Scheibe 기형이 

가장 흔하다.10)  

KID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경우 성장하면서 시

력저하가 점차 진행되어 수화(sigh language)나 독화(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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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등의 시각적인 단서를 활용하기 어려워지기 때문

에 보청기(hearing aids)나 인공와우이식(cochlear implant-
ation)을 통한 조기 청능재활(aural rehabilitation)의 중요성

이 강조된다.4)10) 하지만 KID 증후군의 경우 광범위한 폐쇄 

각화증(extensive keratosis obturan)으로 인해 외이도 내

에 낭포(cysts)가 생기고 재발성 외이도염(recurrent oti-
tis externa)이 발생하여 피부를 자극하거나 이어몰드(ear 

molds)를 고장 낼 수 있기 때문에 보청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12)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금으로 처리된 이어

몰드(gold-coated ear molds)나 개방형 이어몰드(open 

ear molds)를 사용하게 되면 피부자극이나 감염 등의 증

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심도 난청의 경우 충분한 이득

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12) 이런 측면 

때문에 최근에는 인공와우이식을 통한 청능재활이 많이 시

도되고 있다. 하지만 인공와우이식의 경우에도 KID 증후군

은 습진성 피부염(eczematous dermatitis) 등으로 인해서 

수술 후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피판 괴사(flap necro-
sis)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기법이나 합병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3)  

이에 본 사례에서는 KID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아동의 

인공와우이식 후 청능훈련의 계획 및 치료경과를 확인해 

봄으로써 청능재활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METHODS AND RESULTS 
 

배경정보 

KID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남자 아동으로 머리털 결손, 

눈썹 결손, 어린선, 각막염, 손톱 기형 등의 증상을 보이고, 

우측 시력이 거의 없으며 좌측 시력도 점진적으로 저하되

고 있다고 한다. 특히 어머니의 보고에 의하면 3세 경 큰소

리에 반응이 없어 난청을 의심하여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

(auditory brainstem response) 검사를 받은 결과, 90 dB 

nHL 이상의 소리자극에도 반응이 없는 심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며 내이의 기형은 없었다고 한다. 그 

후 양측에 귀걸이형 보청기를 착용한 뒤 특수학교 유치부

에서 8개월 정도 재활 교육을 받았으나, 큰 소리에도 반응

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청능 발달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난청에 대한 가족력은 없으며, 임신 및 출산 시 특이 사

항도 없었고, 신체발달 역시 또래 아이들과 큰 차이가 없었

다고 한다. 6세 때 우측 귀에 인공와우(Advanced Bionics, 

Clarion BTE) 수술을 받고 2번의 맵핑(mapping) 후, 청

능재활을 위해 ○○연구소를 방문하였다.  

 

청능재활 전 평가 및 해석 

  

청능평가  

아동이 우측 귀에 인공와우를 착용한 상태에서 측정한 

음장검사 역치는 500 Hz에서 2,000 Hz까지는 35 dB HL, 

그 이후 주파수인 4,000 Hz와 8,000 Hz에서는 각각 40 

dB HL과 45 dB HL로 확인되었다.  

듣기검사 중 Ling 6 Sound 검사 결과, 청각만 제시된 상

황(auditory only, AO)에서 /u, a, i, m, s, sh/의 6개 음소

를 모두 탐지(detection)하였으나 변별(discrimination) 

Fig. 1. Acanthosis of the skin
with a heavy-grained leather
appearance.5) 

Fig. 2. Stippling palmar kerato-
derma.8) 

Fig. 3. Vascularizing keratitis.5) 

Fig. 4. Plantar keratoderma.5) 



 
 
 
 
 
 S Cho & M Lee：AR after CI in a Child with KID SyndromeG 95

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환경음 관련 듣기검사에서는 제시된 

다양한 악기소리(큰북, 소고, 피리, 탬버린, 짝짝이)와 말소

리에 대한 탐지는 가능하였지만, 변별은 하지 못하였다. 인

공와우 아동을 위한 평가 중 Lip Profile (Listening Prog-
ress Profile)과 청각통합능력검사(Meaningful Auditory 

Integration Scale, MAIS) 결과는 각각 52%(22/42)와 20% 

(8/40)로 나타났다(Fig. 5).  

 

의사소통능력 평가 

아동의 행동에 대한 관찰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말, 

언어 및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였다. 아동의 행동관찰에 의

하면, 아동은 부르면 돌아보기는 하지만 시력저하로 인해 

찡그리며 쳐다보았다. 원하는 것은 손으로 가리키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지속적으로“으~응, 어~어”와 같은 발성을 

하였다. 어머니의 보고에 의하면, 아동이 자주 쓰는 단어는

“아빠, 엄마, 아파” 등이고 단어 변별은 가능하였지만, 지시

나 대화 정도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  

전체적인 의사소통능력 평가에서 아동은 언어이전단계에

서 한 낱말발화산출로 전이하는 단계로 제스처와 발성을 

이용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고개 끄덕이기, 가로 젓기 및 인사하기 등의 제스처를 /아

이/ /아으/ 등의 모음과 함께 표현하였다.  

  

청능재활  

아동의 청능재활은 청능훈련(auditory training)을 위주

로 진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훈련목표와 활동을 통하여 

인공와우 수술 후 2개월 후부터 3개월 동안 주 2회 실시하

였다.  

 

훈련목표  

- 음장 상태에서 다양한 환경음과 말소리에 대한 탐지 

및 변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인공와우 착용 2개월 후부터 반대측 귀에 보청기를 

착용시켜 양이 청취에 적응하도록 한다.  

 

활  동 

- 수술 후 새로운 듣기 환경에 적응하여 소리에 대한 인

식(sound awareness) 증가 활동 

- 환경음 탐지 및 변별(악기, 6개음), 의성어 인지 및 변

별 활동(동물소리, 탈것)  

- 가족 및 음식 이름 변별 및 확인 활동  

 

청능재활 후 평가 및 해석  

  

청능평가 

청능재활 후 우측 귀에 인공와우를 착용한 후 500 Hz에

서 8,000 Hz까지 한 옥타브 단위로 측정한 음장 역치는 각

각 40, 35, 50, 50, 55 dB HL로 청능재활 전보다 2,000 

Hz와 8,000 Hz에서 10~15 dB정도 역치가 증가하였다. 

이 검사 결과는 아동의 거부로 반대측 귀에 보청기를 착용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것이다.  

듣기검사 중 Ling 6 sound 검사 결과, AO 상황에서 모

든 음은 탐지가 가능하였고 /u/ /a/ /i/ /m/ 음은 변별까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6,000 Hz 내에 있는 /sh/와 

/s/ 음은 변별하지는 못하였다. Lip Profile과 MAIS 검사 

결과는 97%(41/42)와 80%(34/40)로 측정되어 청능재

활 전에 비해서 각각 45%와 60% 정도 향상되었다(Fig. 5).  

3개월간의 청능재활 후, 어머니의 보고에 의하면 아동이 

인공와우 착용을 좋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 인공와

우 착용을 요구하거나 배터리가 없을 경우에도 비교적 명

확하게 표현한다고 하였다. 특히 듣기에 대한 반응으로 집

안 내의 조용한 상황에서 자기 이름에 대해 반응할 뿐만 아

니라, 초인종이나 전화벨 소리를 듣고 위치를 찾는 등 소리

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증가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청

능훈련 활동에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며, 다양한 환경음과 

말소리의 탐지 및 말소리의 운율적 특징(크기, 연속과 단속

음, 길이)의 변별 또한 가능하게 되었다. 그 외 탈것과 동물

의 의성어는 대부분 보기가 제시된 환경(closed-set)에서 

변별이 가능하였다.  

  

언어 및 의사소통능력 평가  

MCDI-K (MacA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Korean)를 통한 어휘력을 평가한 결과, 아동

의 수용어휘(이해) 단어는 가족 이름(엄마, 아빠, 할아버지, 

누나, 아기), 교통기관(자동차, 비행기, 자전거, 오토바이, 

기차, 헬리콥터), 음식(바나나, 사과, 밥, 우유, 껌, 사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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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 Profile                           MAIS 

청능재활 전 

청능재활 후 

Fig. 5. 청능재활 전·후의 Lip Profile과 MAIS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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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강아지, 말, 토끼, 돼지, 고양이, 소, 닭, 사자) 및 일상

사물(가방, 신발, 텔레비전, 가위, 모자, 전화기, 숟가락) 등 

이었다. 표현어휘 단어는 10개 정도로‘엄마, 아빠, 본인이

름, 누나, 아기, 우유, 빠이빠이, 안녕, 할아버지, 빠앙(자동

차)’ 정도였다. 

 

DISCUSSIONS AND CONCLUSIONS  
 

심도의 양측성 난청을 동반하는 KID 증후군을 가진 아

동의 경우, 진행성 시력저하로 인하여 수화나 독화와 같은 

시각적인 단서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문제를 가질 

수 있다.9) 최근에는 청각보조기기의 착용 및 인공와우이식

이 고려되고 있고, 청각적인 단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

록 집중적인 청능재활이 요구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KID 증후군 환자가 드물고 이런 환자의 성공적인 인공와

우이식 사례가 보고되고는 있지만,3)10) 인공와우이식 후 의

사소통능력 향상에 대한 사례는 Baker & Briggs4)가 3명

의 KID 증후군 아동들에게 인공와우이식을 시행한 후 의

사소통능력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고 보고한 사례 정도 외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사

례를 통해 인공와우이식을 받은 KID 증후군 아동을 대상

으로 청능훈련의 계획 및 치료경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청능재활 전에 비해서 3개월간의 청능재활을 시

행한 후 측정한 청능 및 의사소통능력에서 상당한 진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Lip Profile과 MAIS 검사에서 청

능재활 후에 각각 45%와 60%의 향상을 나타내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사례 아동의 경우 다

른 KID 증후군 아동들과는 달리 시력저하가 심하게 진행

된 상태였지만, 내이 기형을 동반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인공와우이식 아동들과 비

슷한 수준에서 청능 및 의사소통능력이 진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Ling 6 sound 검사에서 2,000 Hz와 

6,000 Hz 내에 있는 /sh/와 /s/ 음을 변별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청능재활 후 2,000 Hz와 8,000 Hz의 음장역치가 청

능재활 전보다 10~15 dB 정도 상승한 것과 관련 있을 것

으로 추정되어 추후 맵핑에 의한 정밀한 평가를 권유하였다. 

인공와우를 이식 받게 되면, 인공와우를 통해 환경음과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청각적 

피드백(auditory feedback)을 받게 됨으로써 고심도의 청

각장애 아동들의 청능재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

친다고 알려져 있다.13)14) 이처럼 인공와우이식 후 효과적

인 청능재활을 통해서 듣기경험이 지속적으로 제공된다면, 

수용언어의 기반이 다져질 것이고 나아가 표현언어의 지속

적인 발달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사례의 아동

은 학습에 흥미가 높고 소리 수용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

이기 때문에 청능재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의사소통

능력의 상당한 진전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KID 증후군을 

가진 고심도 난청 아동에게 진행성 시력저하를 보완해 주

고,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기에 인공와우이

식을 한 후 적극적인 청능재활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사례는 인공와우이식을 받은 KID 증후군 아

동 한 명에 대한 3개월간의 청능재활을 살펴본 것이기 때

문에 추후 같은 증후군을 가지거나, 다양한 다른 장애를 동

반한 인공와우이식 아동들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장기간의 추적연구를 통해서 본 사례 아동의 청능 

및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게 된다면, 더욱 의의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인공와우이식·청능재활·KID 증후군. 

 

REFERENCES 
 

1. 김란, 이동환. Keratitis, ichthyosis, and deafness (KID) 증후군 1
례. 대한소아과학회지. 2003;46(11):1135-1138. 

2. 정재훈, 전연숙, 이수현, 정행선, 김재찬. 키드 증후군의 안과적 
증상과 조직학적 특징. 대한안과학회지. 2008;49(9):1532-1538. 

3. Arndt S, Aschendorff A, Schild C, Beck R, Maier W, Laszig R, Bir-
kenhäger R. A novel dominant an a de novo mutation in the GJB2 
(connexin-26) cause keratitis-ichthyosis-deafness syndrome: implica-
tion for cochlear implantation. Otol Neurotol. 2010;31:210-215. 

4. Barker EJ, Briggs RJ. Cochlear implantation in children with keratitis-
ichthyosis-deafness (KID) syndrome: outcomes in three cases. Coch-
lear Implants Int. 2009;10(3):166-173.  

5. Brent K, Annabelle L, Guillermo A, Tomoko M. Connexin 26 muta-
ion in keratitis-ichthyosis-deafness (KID) syndrome in mother and 
daughter with combined conductive and sensorineural hearing loss. 
Int J Dermatol. 2008;47:443-447.  

6. Burn FS, Burns FS. A case of generalized keratoderma with unusual 
involvement of the eyes and nasal and buccal mucous membranes. J 
Cutan Dis. 1915;33: 255-360. In 김란, 이동환. Keratitis, ichthyosis, 
and deafness (KID) 증후군 1례. 대한소아과학회지. 2003;46(11): 
1135-1138. 

7. Caceress H, Tamayo L, Duran C. Keratitis, ichthyosis, and deafness 
(KID syndrome):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proposal of a new ter-
minology. Pediatr Dermatol. 1996;13:105-113.  

8. Chen X, Liu S, Kong Y, Liu B, Mo L, Liu H, Wang S, Wu Y, Qi B, Li 
J.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auditory skill for infants 
with different age after cochlear implantation. J Clin Otolaryngol Head 
Neck Surg. 2009;23(4):148-150. 

9. Cryns K, Orzan E, Murgia A, Huygen PL, Moreno F, del Castillo I, 
Chamberlin GP, Azaiez H, Prasad S, Cucci RA, Leonardi E, Snoeckx 
RL, Govaerts PJ, Van de Heyning PH, Van de Heyning CM, Smith RJ, 
Van Camp G.  A genotype-phenotype correlation for GJB2 (connexin 
26) deafness. Am J Med Genet. 2004;41(3):147-154. 

10. Cushing SL, MacDonald L, Propst EJ, Sharma A, Stockley T, Blaser 
SL, James AL, Papsin BC. Successful cochlear implantation in a child 
with Keratosis, Icthiosis and Deafness (KID) Syndrome and Dandy-
Walker malformation. Int J Pediatr Otorhinolaryngol. 2008;72;693-
698.  

11. Richard G,  Rouan F, Willoughby C, Brown N, Chung P, Ryynänen M, 
Jabs E, Bale S, Giovanna J, Uitto J, Russell L. Missense Mutations in 
GJB2 Encoding Connexin-26 Cause the Ectodermal Dysplasia Kera-



 
 
 
 
 
 S Cho & M Lee：AR after CI in a Child with KID SyndromeG 97

titis-Ichthyosis-Deafness Syndrome. Am J Hum Genet. 2002;70(5): 
1341-1348.  

12. Szymko-Bennett YM, Russell LJ, Bale SJ, Griffith AJ. Auditory ma-
nifestations of Keratitis-Ichthyosis-Deafness (KID) syndrome. Laryn-
goscope. 2002;112(2):272 -280. 

13. Tye-Murray N. Foundation of Aural Rehabilitation: Children, adults 
and their family embers. 2nd. NY:Singular;2004.  

14. Yotsumoto S, Hashiguchi T, Chen X. Novel mutations in GJB2 en-
coding connexin-26 in Japanese patients with keratitis-ichthyosis-deaf-
ness syndrome. Brit J Dermatol. 2003;148:649-653. 

 
 
 


	청능재활 판권
	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