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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막천공 대상자의 보청기 적합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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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Hearing Aid Fitting Characteristics in Patients with Eardrum Perforation

Hyekyeong Hwang1,2 and Hyunsook Jang3,4

1Hearingmedics, Seoul, Korea
2Department of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Hallym University Graduate School, Chuncheon, Korea

3Division of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College of Natural Science
4Research Institute of Audiology & Speech Pathology,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hearing aid fitting characteristics and the effects of fitting when using RECD in patients 
with a tympanic membrane (TM) perforation. 10 subjects with TM perforations and 8 subjects with intact TM participated in this 
study. RECDs were measured by using a real ear measurement system and used in fitting hearing aids through Speechmap program. 
Electroacoustic analysis including OSPL 90 and RESP 50 were performed in both Test-box and On-ear conditions. Aided sound field 
thresholds were also obtained in both condition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hearing aid fitting characteristics and sound 
field aided thresholds in both Test-box and On-ear conditions for the intact TM group. However,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shown at 
lower frequencies below 1,000 Hz for the perforated ears in these conditions. Individual RECD is needed especially for patients with 
TM perforation because it can prevent from underamplific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dividual RECD measurements are 
strongly recommended in fitting a hearing aid for its best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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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1)

국내에서 만성적인 고막천공이 약 2%의 높은 출현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et al., 1993). 고막천공

과 함께 난청을 가진 대상자의 경우, 보청기 적합시 고막천공

으로 인한 외이도 용적이 고려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변화는 

실이대커플러차이(Real Ear Coupler Difference, RECD)

를 측정하므로 반영할 수 있다. RECD는 실이와 2 cc 커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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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된 보청기의 출력 차이를 주파수별 데시벨로 나타낸 

것으로(Mueller et al., 1992), 연령, 외이도 길이와 형태, 

중이 임피던스, 이어몰드의 음향적 특성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Westwood et al., 1995). 

고막천공으로 인한 청력손실은 주파수에 따라 달라 저

주파수에서 가장 크고, 천공의 크기가 클수록 손실이 크며, 

중이강 용적에 반비례한다(Mehta et al., 2006; Voss et 

al., 2001). 정상고막에 비교하여 고막천공의 RECD는 

1,500 Hz 이상의 고주파수에서는 일반적으로 비슷하나 

저주파수에서는 약 8~10 dB 정도 낮으며, 외이도 용적이 

커질수록 저주파수 대역에서 더 큰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iu & Lin, 1999; Martin et al., 2001). 

고막천공으로 인한 저주파수에서의 RECD의 큰 차이에 대

한 이유로 Martin et al. (1997)은 첫째, 정상고막보다 고

막천공이 있을 때 외이도의 압력이 증가하여 음향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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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험자 연령 성별 검사 귀 PTA (dB HL) HL Type HA Type 

정상고막

S1 65 F Right 68 SNHL CIC
S2 79 F Right 68 SNHL CIC
S3 70 M Right 50 SNHL CIC
S4 80 F Right 76 SNHL CIC
S5 80 F Left 56 SNHL CIC
S6 72 F Right 63 SNHL CIC
S7 77 F Right 73 SNHL CIC
S8 76 F Left 66 SNHL CIC

고막천공

S1 65 M Left 68 Mixed HL ITC
S2 79 F Right 68 Mixed HL CIC
S3 79 F Left 61 Mixed HL CIC
S4 70 M Left 50 Mixed HL CIC
S5 20 F Left 76 Mixed HL CIC
S6 72 F Right 63 Mixed HL CIC
S7 80 F Right 78 Mixed HL CIC
S8 49 F Right 78 Mixed HL CIC
S9 72 M Right 36 Mixed HL CIC
S10 72 M Left 50 Mixed HL CIC

Table 1. 정상고막 그룹과 고막천공 그룹의 피험자 관련 정보 

에너지가 외이도에서 중이강으로 빠져나가려는 현상이 발

생하며 이에 대한 저항이 주파수가 높을수록 커지므로 고

주파음에 비하여 더 많은 저주파수음이 중이강으로 전달되

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둘째, 천공으로 인한 고막 움직임

의 부재로 중이강내 공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중이강내

의 임피던스가 감소하게 되어 강성도(stiffness)가 저하되

므로 저주파수 대역의 RECD의 감소가 일어난다고 하였

다. 또한 Cho et al.(2001)은 고막천공이 있는 대상자의 

실이공명반응(Real Ear Unaided Response, REUR) 측

정 시 외이도에서 발생한 공명이 중이강으로 전달되기 때

문에 저주파수에서 부적반응(negative response)이 더 

많이 관찰되므로 이러한 대상자에게 보청기를 처방할 때에

는 1,000 ~ 1,500 Hz의 주파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명 

손실을 보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고막천

공으로 인한 저주파수에서의 RECD 감소를 보고한 대부분

의 연구들(Liu & Lin, 1999, 2000; Martin et al., 

2001)은 고막이 정상인 피험자들에 비하여 고막천공 피험

자들의 RECD 값의 차이가 더 크다고 하였으며 특히 중주

파수에 비하여 저주파수와 고주파수에서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고막천공이 있는 대상자들의 보청기 적

합시 정상고막을 기준으로 한 평균 RECD 값보다 개개인

의 RECD 값을 측정하고 RECD의 주파수별 차이를 확인

하여 보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막천공으로 외이도 용적이 변화된 대상자에 대한 객

관적인 방법에 근거한 보청기 재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상자의 보청기 적합 시 필요한 자료가 부족한 실

정이다. 더하여 실이측정을 반영한 보청기 적합효과가 어

느 정도인지에 대한 기능이득 등에 대한 자료제시의 필요

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으나(Liu & Lin, 1999, 2000)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적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Verifit real ear measure-

ment system (Audioscan) 장비를 이용하여 이 장비에서 

제공하는 기준 RECD 값과 실이측정을 통한 RECD값을 

적용하여 정상고막과 고막천공을 가진 대상자에서 RECD

값 반영 여부 조건에 따른 보청기 적합 특성과 그에 따른 

음장착용역치(aided soundfield threshold, ASFT)를 통

한 보청기 적합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MATERIAL AND METHODS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정상고막을 가진 65~80세(평균연령: 65.8

세)의 보청기 착용자 8명(남성 1명; 여성 7명)과 고막천

공을 가진 20~80세(평균연령: 74.8세)의 보청기 착용자 

10명(남성 4명; 여성 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순음청력

검사 결과, 3분법(500, 1,000, 2,000 Hz)기준 평균순음

역치(PTA)는 정상고막 그룹의 경우, 평균 62.8 dB HL 

(범위 36~78 dB HL)의 감각신경성 난청이었으며, 고막

천공 그룹은 평균 65.0 dB HL (범위 50~75 dB HL)의 

혼합성 난청이었다. 고막천공 그룹의 경우, 이비인후과 수

술 후 청력손실로 보청기처방을 받은 대상자로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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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CD 값(좌측)과 RECD 값이 입력된 상태에서의 On-ear Speechmap 적합의 예 (우측)

고막천공의 크기나 위치는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참

여한 대상자들의 청각장애유형, 청력손실 정도(PTA) 및 

보청기 관련 정보 등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장비 

고막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Video otoscope (Dr. 

Camscope, Somtech)를 이용하였으며, 순음청력검사 및 

음장청력검사는 소음수준이 40 dBA 이하의 방음실에서 

보정을 실시한 청력검사기(AC40, Interacoustics)를 사

용하여 실시하였다. 순음청력검사는 삽입형 이어폰을 사용

하였으며, 음장청력검사는 스피커(ALS7 free field loud-

speaker, Interacoustics)를 1m 거리에 피검자의 0도에 

위치시키고 와블톤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RECD와 전기

음향학적 분석은 Verifit Real Ear Measurement System 

장비(Audiosc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서의 RECD 값은 DSL 5.0으로 연령 즉, 1~60개월, 

6~10세, 성인으로 나누어 기준값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

청기 적합방법으로는 Speechmap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

은 큰소리에 대한 불쾌함을 피하면서 증폭된 어음을 편안

하게 가청도이내에 들어오도록 적합목표(fitting target) 

기준을 제시해주는데 Test-box 방법과 On-ear 방법으

로 적합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피험자로부터 검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이경검사 및 

RECD 검사를 실시하고 보청기를 적합하였다. 먼저 RECD

는 Verifit Real Ear Measurement System의 Test Box에 

장착된 HA-2cc 커플러로 먼저 70 dB SPL의 제시강도

에서 반응을 확인한 후 탐침을 외이도에 넣어 고막 앞 5 

mm까지 삽입하였다. 그리고 ER-3A foam ear tip을 장

비 본체에 연결되어 있는 RECD 측정용 770 변환기에 연

결하여 삽입되어 있는 probe tube와 함께 장착시켰다. 

RECD 값은 Text-box의 HA-2cc 커플러에 제시된 70 

dB SPL의 강도로 probe tube가 삽입된 상태에서의 실이

반응 측정값과 커플러 반응의 주파수별 측정값 차이로 하

였다. 

보청기의 적합은 RECD를 반영하지 않은 조건(Text- 

box 적합 조건)과 RECD를 반영한 조건(On-ear 적합 조건)

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두 조건에서 모두 전기음향학적 

분석 즉, 출력음압(OSPL90)과 이득(RESP50)을 측정하였

으며 방음실에서 착용음장역치 평가를 실시하였다. RECD를 

반영하지 않은 조건은 Test-box 상태에서 2cc 커플러에 보

청기를 장착해 청력에 따른 보청기 제조사의 최적적합 값을 

Speechmap target에 적합한 후 전기음향학적 분석과 착용

음장역치를 측정하였다. RECD를 반영하는 조건은 On-ear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Speechmap 목표에 적합하여 

다시 전기음향학적 분석(OSPL90, RESP50)을 실시한 후 

착용음장역치를 측정하였다. Fig. 1은 On-ear Speechmap 

적합 화면의 한 예로서 좌측엔 실이로 측정되어 각주파수별

로 입력된 RECD 값(HA-2 RECD)과 적합된 목표 SPL을, 

우측엔 적합 공식과 세 가지의 각기 다른 자극강도 목표에 

맞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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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RECD (dB SPL)

N 250 Hz 500 Hz 750 Hz 1000 Hz 1500 Hz 2000 Hz 3000 Hz 4000 Hz 6000 Hz

정상고막 8
2.4

±1.2
4.6

±1.8
5.1

±1.8
5.3

±1.4
6.8

±1.3
7.6

±1.2
7.6

±1.9
9.9

±2.1
5.4

±2.9

고막천공 10
-8.2

±10.8
-3.5

±10.0
0.4

±7.6
2.9

±5.0
4.1

±4.8
7.1

±3.1
6.5

±4.0
7.6

±3.6
4.8

±3.6

t-test 3.082* 2.516* 1.896 1.431 1.519 .487 .791 1.592 .362

Table 2. 정상고막 그룹과 고막천공 그룹의 각 주파수별 RECD 평균과 표준편차 및 통계  

Figure 2. 정상고막 그룹과 고막천공 그룹의 

RECD 비교

4. 분석방법

통계프로그램 SPSS 18.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

다. 정상고막 그룹 고막천공 그룹의 주파수별 RECD의 평

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독립표본 

t-test(independent samples t-test)를 유의수준 .05에

서 검증하였다. 또한 정상고막과 천공고막의 Test-box 

적합과 RECD를 적용한 On-ear 적합의 보청기 적합 특

성 값(OSPL90, RESP50)과 착용음장역치(ASFT)의 차

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대응표본 t 검정(paired samples 

t-test) 실시하여 유의수준 .05에서 검증하였다. 

RESULTS

1. 정상고막 그룹과 고막천공 그룹의 RECD 비교

정상고막 그룹과 고막천공 그룹의 각 주파수별 RECD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 Table 2와 Fig. 2, 

250 Hz의 저주파수부터 4,000 Hz까지 고주파수로 갈수록 

증가하였는데 정상고막 그룹의 경우 2.4~9.9 dB SPL을, 

고막천공 그룹은 -8.2~7.6 dB SPL의 범위를 나타내었

다. 두 그룹간 각 주파수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

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250과 500 Hz에서 고막천공 그

룹의 평균 RECD가 유의미하게 낮았으나(p < .05), 그 이

상 주파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 

2. 정상고막 그룹의 RECD 반영과 미반영 조건에서 보

청기 적합 특성 및 착용음장역치

정상고막 그룹의 RECD를 적용하지 않은 Test-box 적

합 조건과 RECD 값을 적용 후 On-ear 적합 조건에서 맞

춘 보청기 적합 특성 값(OSPL90, RESP50)과 착용음장

역치를 주파수별로 제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RECD

를 적용한 조건에서 OSPL90은 250~3,150 Hz까지 더 

낮은 이득을 보였다. 반면 RESP50은 250 Hz를 제외한 

모든 주파수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착용음장역치의 경우, 

2,000 Hz을 제외한 모든 역치에서 낮은 역치를 나타내었

다. 정상고막 그룹에서 fitting 조건에 따른 각 주파수별 보

청기 적합특성(OSPL90, RESP50)및 착용음장역치의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216 AUDIOLOGY •청능재활 2012;8:212-218

RECD 
조건

Frequency (Hz)
250 500 800 1000 1600 2000 3150 4000 6300

OSPL90
(dB SPL)

미적용
94.1
(8.8)

96.0
(9.0)

97.6
(8.7)

98
(8.6)

99.4
(7.7)

99.6
(7.2)

100.6
(6.4)

93.7
(5.5)

83.5
(6.4)

적용
92.0
(6.9)

95.9
(7.1)

96.6
(6.7)

95.1
(7.1)

96.0
(7.4)

97.5
(7.0)

98.6
(5.0)

93.9
(3.3)

85.6
(6.0)

t-test -1.435 -.122 -.816 -1.549 -3.16* -2.038 -1.764 .083 2.55*

RESP50
(dB SPL)

미적용
70.9

(10.1)
77.1
(8.5)

80.7
(8.6)

82.3
(9.0)

82.0
(10.7)

84.1
(10.9)

81.1
(7.8)

72.2
(8.4)

60.8
(9.2)

적용
69.5
(7.8)

77.0
(8.0)

81.0
(7.8)

82.2
(8.9)

82.1
(10.3)

83.9
(10.4)

81.8
(7.8)

74.6
(8.9)

63.3
(9.3)

t-test -16.83*** -.154 .200 -.090 .105 -.386 .723 2.068 2.68*

ASFT
(dB HL)

미적용
36.8
(8.8)

41.8
(9.6)

37.5
(8.8)

34.4
(7.3)

38.7
(3.5)

41.9
(5.9)

46.2
(6.9)

51.9
(7.0)

59.4
(11.4)

적용
40.0

(15.4)
42.5

(12.3)
36.9
(9.6)

33.1
(5.3)

38.1
(2.6)

41.9
(4.6)

43.8
(6.4)

47.5
(10.4)

58.1
(8.8)

t-test .459 .124 -.140 -.509 -.424 .000 -1.871 -1.82 -.447

Table 3. 정상고막 그룹의 RECD 적용 조건과 미적용 조건에서의 OSPL90, RESP50 및 착용음장역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통계

RECD 
조건

Frequency (Hz)
250 500 800 1000 1600 2000 3150 4000 6300

OSPL90
(dB SPL)

미적용
95.2

(10.0)
97.8
(9.5)

97.7
(10.0)

97.8
(10.5)

98.5
(8.8)

99.8
(8.7)

99.7
(5.2)

96.7
(8.1)

84.4
(9.9)

적용
99.7
(7.1)

101.2
(6.7)

100.5
(8.2)

100.2
(9.4)

100.6
(8.3)

102.0
(7.2)

102.0
(5.9)

96.7
(6.6)

88.7
(10.6)

t-test 3.126* 2.37* 2.87* 2.753* 1.964 1.508 1.513 0 2.36*

RESP50
(dB SPL)

미적용
74.3

(14.4)
79.4

(13.3)
80.6

(12.7)
80.1

(12.7)
80.8

(10.6)
83.2
(9.7)

79.4
(8.1)

71.2
(8.5)

50.2
(13.3)

적용
81.3

(10.9)
83.2
(9.5)

83.2
(11.8)

82.8
(11.7)

83.1
(9.8)

86.0
(9.4)

81.6
(8.4)

73.6
(11.5)

58.3
(18.1)

t-test 3.11* 2.27* 3.02* 2.862* 2.061 2.005 1.321 1.057 2.161

ASFT
(dB HL)

미적용
53.5

(16.3)
47.5

(14.2)
43.5

(10.3)
40.0

(12.3)
41.5
(9.1)

41.5
(11.3)

43.5
(10.0)

57.5
(12.7)

53.0
(8.2)

적용
43.0

(14.4)
37.5

(13.4)
37.0

(11.6)
36.5

(13.3)
40.5
(9.3)

42.5
(10.3)

43.0
(9.8)

47.0
(9.8)

52.0
(11.6)

t-test -4.9*** -6*** -3.5** -3.3** -.802 .557 -.361 -.31 -.37

Table 4. 고막천공 그룹의 RECD 적용 조건과 미적용 조건에서의 OSPL90, RESP50 및 착용음장역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통계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OSPL90은 1,600 

Hz, 6,300 Hz에서 두 가지 적합 조건간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고 RESP50은 250 Hz, 6,300 Hz만이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으며, 착용음장역치의 경우 두 적합 

조건의 모든 주파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5). 

즉, RECD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착용음장역치에 차이가 없

이 동일함을 나타내었다.

3. 고막천공 그룹의 RECD 반영과 미반영 조건에서 보

청기 적합 특성 및 착용음장역치

고막천공 그룹의 RECD를 적용하지 않은 Test-box 적

합 조건과 RECD 값 적용 후 On-ear 적합 조건에서 보청

기 적합 특성 값(OSPL90, RESP50)과 착용음장역치의 

주파수별 값을 살펴본 결과 Table 4, OSPL90와 RESP50 

측정은 모든 주파수에서 RECD를 적용한 조건에서 더 높

은 이득을 보였다. 착용음장역치의 경우, 2,000 Hz와 3,150 

Hz를 제외한 모든 역치에서 낮은 역치를 나타내었다. 

고막천공 그룹에서도 각 주파수별 보청기 적합특성과 

착용음장역치의 차이가 적합 조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상고막 대상자보다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250, 500, 800, 1,000 Hz

에서 OSPL90, RESP50, 착용음장역치 모두 두 가지 적합 

조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6,300 Hz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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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PL90 만이 유의한 차이(p < .05)를 나타내었다. 특히 

250 Hz와 500 Hz에서 착용음장역치는 RECD를 반영한 

경우 10 dB 정도 유의미하게 좋게 나타났다.

DISCUSSIONS AND CONCLUSIONS

중이 질환 치료 후 난청으로 인해 보청기를 이용한 청각

재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천공된 고막이거나 외이도 용적 

변화가 심한 경우 보청기 착용 시 정상고막을 가진 난청 

대상자와 달리 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외이도 용적의 큰 차

이를 보청기 조절 시 이득과 출력 값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보청기 적합과정에서 장비나 시간상의 이유

로 각 기종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적합 프로그램에서 적합

공식을 정해 자동적합으로 보청기를 적합하여 설정하는 경

우가 많이 있다. 또한 출력 및 이득 또는 기능이득

(functional gain)의 확인을 위해 보청기의 전기음향학적

인 분석이나 착용음장역치를 측정하게 되는데, 정상고막을 

가진 대상자에 비해 고막천공을 가진 대상자에서는 충분하

지 않은 기능이득이 나오는 경우를 임상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막천공이 있는 대상자의 보청

기적합 시 반영해야 하는 요인을 알아보고, 천공된 고막의 

영향으로 변화된 외이도의 음향적인 특성의 변화를 반영하

기 위해 실이측정을 통한 RECD를 측정하여 RECD값 반

영 여부에 따른 보청기 적합 특성 값(OSPL90, RESP50)

과 착용음장역치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RECD 값을 평균 RECD (DSL5.0 age appropriate 

average)와 비교한 결과에서는 정상고막 그룹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고막천공 그룹에서 1,000 Hz 이하의 저

주파수 대역, 특히 250 Hz과 500 Hz에서 RECD가 각각 

-8.2±10.8 dB, -3.5±10.0 dB로 천공으로 인해 약

7~10 dB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고막천공

으로 인한 RECD가 저주파수에서 최대 5~8 dB (Liu & 

Lin, 1999), 또 다른 연구(Martin et al., 2001)에서 

1500 Hz 이하에서 9~12 dB 더 낮은 결과를 보였던 결과

와 유사해 저주파수 대역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Liu & Lin(2000)은 RECD의 저주파수의 감소는 천

공으로 인한 외이도 용적, 외이도 길이 및 중이 임피던스

의 변화로 기인된다고 하였다. 

각 주파수별 보청기 적합특성(OSPL90, RESP50) 및 

착용음장역치의 차이를 정상고막 그룹과 고막천공 그룹에

서 적합 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는데, 

정상고막 그룹에서는 RECD를 적용한 조건에서 OSPL90은 

250~3,150 Hz까지 더 낮은 이득을 보이는 반면 RESP50

는 250 Hz를 제외한 모든 주파수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이는 RECD를 적용한 조건에서는 적용하지 않은 조건과는 

달리 OSPL90 강도를 더 낮춰 적합이 이루어져야함을 시

사한다. 특히 착용음장역치는 RECD가 반영되지 않은 Test-

box 적합과 RECD가 반영된 On-ear 적합 조건 모두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정상고막 대상자에서는 적

합 조건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고막천공 그룹의 경우, 정상고막 그룹과는 달리 

1,000 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 RECD가 반영되지 않

은 적합 조건에서 더 높은 역치를 보였는데 이는 적합 프

로그램에서 제시한 평균 RECD를 반영했을 때보다 측정된 

RECD로 적합했을 때 개인의 외이도 용적차이를 실질적으

로 반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착용음장역치에서도 4~10 

dB 정도의 유의미한 이득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막천공이 있는 경우 저주파수 대역의 RECD 

감소로 적합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목표 값이나 기준 

RECD를 보청기 적합에 적용할 시에는 저주파수 영역의 

불충분한 이득(under amplification)을 줄 수 있어(Liu & 

Lin, 1999) 이 부분을 유의하여 적합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정상고막 그룹보다 고막천공 그룹의 RECD 값이 

더 큰 표준편차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Table 2, 이는 보

청기 적합 시 이처럼 각기 다른 개개인의 RECD의 값을 

반영해주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막

천공이나 외이도의 변형이 있는 대상자의 보청기 적합 시

에는 적합 프로그램에서 제시되는 기본적인 적합공식은 개

인의 외이나 중이의 음향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이측정을 통해 개개인의 RECD가 반영된 목표 값에 적

합함으로 손실되는 주파수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

다 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효율적인 증폭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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