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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인이 보청기를 구입하기로 결정하면 난청인의 손실된 청력을 재활하는 데 적절한 

보청기의 선정과 함께 적합이 수행된다. 여기서 보청기의 선정과 적합은 각 제조사

에서 공급하는 적합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들 적합 프로그램의 디자인과 내용이 

제조사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큰 것은 아니다. 프

로그램을 통해 보청기를 적합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그림 6.1>과 같다. 그러나 

제조사에 따라서 ‘초기적합’과 ‘세부적합’ 사이에 ‘기본적합’과정을 별도로 두는 경우도 

있다.

̻̻ 개인정보：난청인(가족 포함)에 대한 개인정보를 적합 프로그램에 기록한다.

̻̻ 청력도：주파수별로 기도 및 골도청력역치와 쾌적수준 및 불쾌수준 등을 입력하여 

청력도를 만든다.

̻̻ 보청기 선정：청력도를 기초로 하여 난청인의 청력재활에 가장 적절한 보청기를 선

정한다.

̻̻ 초기적합(first fitting)：난청인의 청력상태에 따라서 보청기의 기본적인 적합과정을 

말한다.

̻̻ 세부적합(fine fitting)：난청인의 청력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기능을 미세하

게 조정하여 청력 재활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인다.

1 청력도의 작성

보청기의 적합 프로그램에 난청인(가족 포함)에 대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난 이후에 청력

검사를 통해 측정된 주파수별 청력역치를 비롯하여 쾌적수준과 불쾌수준 등을 입력한다. 

난청인의 청력역치는 기도청력역치(순음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로 구분된다. 그리고 청

력검사를 수행할 때 난청인의 거짓반응으로 인한 청력역치의 신뢰성 감소를 방지하기 위

해 차폐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여기서 거짓반응이란 청력검사를 받고 있는 귀가 아닌 반

대쪽 귀에서 기도 또는 골도방식으로 검사음을 듣고 마치 측정 귀에서 들은 것처럼 반응하

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쪽 귀의 청력은 정상인데 불구하고 반대쪽 귀의 청력이 매

우 나쁜 경우를 생각해보자. 청력이 나쁜 귀의 청력손실을 검사하기 위해 검사음의 강도를 

크게 높였을 때 검사하는 귀에서 새어나온 검사음이 반대편의 정상적인 귀에 들릴 수가 있

다. 만약 청력을 실제로 검사하는 나쁜 쪽의 귀에서 검사음을 아직도 듣지 못하는 상태라

그림 6.1

보청기의 적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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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때 만들어진 난청인의 반응은 거짓이 된다. 이처럼 차폐검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

은 소리가 두개골을 통해 골전도방식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소리의 강도가 감소하는 현

상을 의미하는 양이감쇠(Interaural Attenuation, IA)의 정도를 기준으로 할 때가 많다. 

난청인의 청력을 검사할 때 차폐를 실시하는 것이 좋은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도청력검사

̻̻ 양쪽 귀에 대한 기도청력역치의 차이가 양이감쇠량보다 큰 경우：양쪽 귀에서 측정

한 청력역치들 사이의 차이가 양이감쇠량보다 크거나 동일한 주파수에서는 차폐검사

로 수행하는 것이 좋다. 검사귀의 청력역치를 구하기 위해 양이감쇠량보다 더 높은 

강도의 검사음을 발생시키면 헤드폰(또는 삽입 이어폰)에서 누설된 검사음이 반대편

의 귀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음의 강도가 공기전도에 의한 헤드폰

(또는 삽입 이어폰)의 양이감쇠량만큼 줄어든 가운데 나머지의 강도를 가진 검사음이 

반대편 귀에서 지각될 수 있다. 

̻̻ 차폐되지 않은 검사귀에 제공되는 검사음의 강도가 검사받지 않는 반대편 귀의 골도

청력역치에 비해 양이감쇠량이 40~50dB보다 큰 경우 차폐검사로 수행하는 것이 좋다.

̻̻ 검사귀의 기도청력역치와 검사하지 않는 귀의 골도청력역치 사이의 차이가 양이감쇠

량보다 크거나 동일한 주파수에서는 차폐검사로 수행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검사

귀에 높은 강도의 검사음을 발생시키는 헤드폰(또는 삽입 이어폰)의 진동이 두개골을 

2차적으로 진동시켜 반대편 귀에 골진동을 전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차폐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비슷하여 청력역치 사이의 차이

가 작은 경우 또는 검사음의 강도가 양이감쇠보다 작아서 반대편 귀에서 신호음을 지

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폐검사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 골도청력검사

̻̻ 양쪽 귀에서 발생하는 골전도에 의한 양이감쇠는 주파수에 관계없이 0~5dB 정도로 

크지 않다. 다시 말하면 골전도의 경우에는 골도청력검사를 위해 발생시킨 골진동의 

강도가 크게 감소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검사하지 않는 귀에 전달된다는 것이다(표 

6.1). 따라서 골도청력검사를 수행할 때는 거의 대부분 경우에 차폐가 필요하다고 생

각해도 된다. 그러나 차폐를 실시한 골도청력검사의 경우에 검사귀의 외이도는 개방

되어 있지만 검사를 하지 않는 쪽의 귀는 헤드폰(또는 삽입 이어폰)에 의해 폐쇄되어 

있어서 폐쇄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표 6.2). 
̻̻ 차폐를 실시한 상태에서 기도청력검사에 의해 측정한 청력역치와 차폐하지 않은 골도

청력역치들 사이의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에도 골도청력검사를 위한 차폐가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 양쪽 귀의 청력손실 정도가 동일한 가운데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들 사이에 차

이가 없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는 신경계통에 이상이 있는 것이라서 차폐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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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프로그램에서 청력도를 작성할 때 오른쪽 귀와 왼쪽 귀에 대한 순음청력역치, 골도

청력역치, 쾌적수준과 불쾌수준 등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하여 <표 6.3>에 나타냈다. 오른

쪽과 왼쪽은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구분하고 순음청력역치는 AC(Air Conduction), 골도청

력역치는 BC(Bone Conduction), 쾌적수준은 MCL(Most Comfortable Level of loudness) 

그리고 불쾌수준은 UCL(UnComfortable Level of loudness)로 표시한다. 그리고 주파수별 

순음청력역치들 사이는 실선으로 연결되는 반면에 골도청력역치들 사이는 점선으로 이어

진다. 쾌적수준 또는 불쾌수준 사이를 실선으로 연결하는 적합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들 

사이를 연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 순음청력역치

순음청력역치는 보청기가 사용하는 125~8,000Hz의 주파수대역에서 125Hz, 250Hz, 

500Hz, 750Hz, 1.0kHz, 1.5kHz, 2.0kHz, 3.0kHz, 4.0kHz, 6.0kHz와 8.0kHz 등에서 측

정된다. 일반적으로 750Hz, 1.5kHz, 3.0kHz와 6.0kHz를 측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

러나 12채널 이상의 보청기를 적합할 때는 모든 주파수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각각의 채널(주파수)에 해당하는 청력역치들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

표 6.1  주파수별 양이감쇠의 음압레벨 (단위：dB)

주파수(Hz) 250 500 1,000 2,000 4,000 8,000

헤드폰 40 40 40 45 50 50

삽입 이어폰 60 60 55 50 55 －

골전도 － 0 0 0 0 －

표 6.2  폐쇄효과로 인한 주파수별 음압레벨의 증가량

주파수(Hz) 250 500 1,000 2,000 4,000

dB 30 20 10 0 0

표 6.3  귀에 따른 청력특성 표시법

오른쪽(붉은색) 왼쪽(파란색) 비고

순음청력역치(AC) O X 실선

골도청력역치(BC) ＜ ＞ 점선

쾌적수준(MCL) M M 실선 또는 실선 없음

불쾌수준(UCL) m 또는 U m 또는 U 실선 또는 실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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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기 때문이다. 주파수별 청력역치의 숫자보다 채널 수가 많을 경우에는 청력역치에 대

응하지 않는 채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음향학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청력검사기로 측정한 주파수별 청력역치의 숫자와 보청기의 채널 수가 동일한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청력역치의 숫자가 채널 수보다 많은 것이 부족한 

것보다는 좋다. 

보청기의 적합에 사용되는 청력도는 오른쪽 귀와 왼쪽 귀로 나누어져 있다. <그림 6.2>

의 청력도는 주파수를 나타내는 x축과 dB 단위의 청력수준(Hearing Level)을 의미하는 y축

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y축의 청력수준은 ANSI S3.6 1996의 규격을 근거로 한다. 순

음청력역치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적합 프로그램의 청력도 화면에서 ‘AC’, ‘BC’, ‘MCL’

과 ‘UCL’ 중에서 순음청력역치를 의미하는 ‘AC(Air Conduction)’를 선택하면 된다.

이들 각각의 청력도에 청력역치를 입력하는 방법은 적합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소 차이

가 있지만 마우스와 컴퓨터 자판을 사용하거나 또는 숫자로 직접 입력한다. 적합 프로그램

에 따라서 이들을 사용해 청력역치를 입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마우스와 컴퓨터 자판

청력역치를 입력하고자 하는 주파수에 청력역치를 맞추어 커서를 이동시킨 다음에 마우스

의 왼쪽 버튼을 한 번 또는 두 번 클릭한다. 마우스를 두 번 클릭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번 

클릭했을 때 해당 주파수의 청력손실 위치로 커서가 옮겨진다. 그리고 왼쪽 마우스 버튼

을 한 번 더 클릭을 하거나 컴퓨터 자판의 ‘엔터(enter)’ 키를 누르면 된다. 이때 컴퓨터 자

판에 있는 ‘화살표’를 이용하여 주파수 또는 청력역치값으로 커서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림 6.2

청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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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

청력역치에 해당하는 숫자를 <그림 6.3>에 직접 입력한다. 차폐검사를 통한 청력역치의 

경우 해당 주파수의 ‘HL(dB)’ 칸에 청력역치를 숫자로 입력하고 난 이후에 ‘Mask’라고 되

어 있는 줄의 □에 체크(✔)가 표시되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순음청력검사에 의

해 측정된 청력역치들 대신에 차폐검사에 의한 청력역치들을 <그림 6.3>에 입력하여 청력

도를 만들게 된다. 어떤 적합 프로그램에서는 청력도에 사용된 청력역치가 차폐검사에 의

한 청력역치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기도 한다. <그림 6.3>에 있는 ‘NR’은 ‘청력손실이 너

무 커서 청력역치를 측정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NR’ 줄에 있는 □에 체크(✔)

가 표시되도록 한다. 

2) 골도청력역치

소리는 공기를 통해 귀에 있는 고막으로 전달될 수도 있지만 사람의 두개골을 통해 진동

의 형태로 내이에 직접 전달될 수도 있다. 이처럼 공기를 통해 소리가 전달되는 방식을 공

기전도방식(AC)이라고 하는 반면에 두개골의 진동으로 전달되는 방식을 골전도 방식이라고 

한다. 골전도 방식의 한 예로서 자신의 윗니를 손톱으로 살살 두드렸을 때 만들어지는 소

리를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도 자신은 들을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이 들은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자신의 귀로 들어간 소리가 아니고 윗니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두개골을 거

쳐 내이로 직접 전달된 것이다. 

만약 귓바퀴와 외이도로 구성되는 외이나 고막과 이소골(망치뼈, 모루뼈와 등자뼈)로 

이루어진 중이에 어떤 병변이 존재한다면 외부의 소리가 내이에 정상적으로 전달되기 어

렵다. 이러한 형태를 전음성 난청이라고 부르는데, 실제적으로 소리를 지각하는 내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하면 소리를 내이까지 정상적으로 전달시켜주기만 한다면 그 

소리를 듣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전음성 난청을 가진 경우에도 골전도 보청기가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 전도성 난청은 

대체로 난청이 시작될 때 주로 나타나는 난청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좀 더 큰 

소리로 말을 하거나 일반 보청기로 소리의 크기를 높여주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소리가 두개골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고음성분의 감쇠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음명료도의 감

소 등을 비롯한 음질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경의 다리에 골전도 보청기를 장착하는 경우가 많다(그림 6.4). 두개골과 

접촉하는 안경다리 부위에 골전도 보청기의 진동자가 위치한다. 따라서 안경을 착용하는 

그림 6.3

청력역치의 숫자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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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인의 경우에는 보청기를 별도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

는 장점도 있다. 다시 말하면 안경과 보청기의 기능이 결

합되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안경의 착용만으로 보청기의 

기능까지 얻을 수 있다. 

3) 쾌적수준

만약 귀에 들어오는 소리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으면 사람

들은 그 소리를 듣기 위해 신경을 쓰게 된다. 소리의 크기

가 증가하여 적당한 크기의 수준에 이르면 그 소리는 너

무 작지도 또는 너무 크지도 않게 들리는 아주 편안한 상

태에 이른다. 이처럼 난청인이 가장 편안한 상태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크기(음량)를 쾌적

수준(Most Comfortable Level of loudness, MCL)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말소리에 대한 

쾌적수준은 어음청취역치보다 35~40dB 정도 높은 음압레벨로 나타난다. 

난청인의 쾌적수준은 음량증가검사를 통해서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보청기의 이득, 

최대이득과 최대출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음량증가검사는 주관적인 검사

법이기 때문에 이 검사결과를 크게 신뢰하기에 다소 어려운 측면도 있다. 

4) 불쾌수준

소리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난청인은 어느 순간부터 지나친 소리의 크기로 인해 

불쾌감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난청인이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소리의 크기를 

불쾌수준(UnComfortable Level of loudness, UCL)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말소리에 대한 

불쾌수준은 어음청취역치보다 75~90dB 정도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불쾌수준은 보청

기의 최대출력을 처방하는 데 좋은 기준이 된다. 

불쾌수준은 음량증가검사를 비롯하여 순음청력역치나 음향반사역치를 이용해서도 결정

할 수 있다. 순음청력검사로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아동이나 노인의 경우 불쾌수준을 Cox

와 NAL가 제안한 <표 6.4>와 <표 6.5>의 평균불쾌수준(보청기의 평균최대출력)으로 대신

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청력손실이 심하지 않거나 또는 중이에 병변이 없는 아동이나 난청인 중에서 불쾌수준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음향반사역치검사를 통해서 불쾌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음향

반사역치검사에 의해 결정된 불쾌역치는 음향반사역치와 유사하거나 약 3~8dB 정도 높게 

나타난다. 

음량증가검사와 순음청력검사는 모두 주관적인 검사방법이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 결

정된 난청인의 불쾌수준은 신뢰성 측면에서 다소 큰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 편이다. 반면에 

음향반사역치는 객관적인 이미턴스 청력검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검사법에 

해당하는 음량증가검사와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에 비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림 6.4

안경형 보청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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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TA

적합 프로그램에서는 각각의 주파수에 대한 청력역치

를 입력함에 따라서 평균청력역치값(Pure Tone Average, 

PTA)을 dB HL 단위로 보여준다(그림 6.5). 이때 평균청력

역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2개의 주파수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3개의 주파수를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500Hz, 1kHz, 2kHz, 3kHz와 4kHz에서의 청력손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3분법, 4분

법, ASHA 4분법과 6분법으로 평균청력역치를 구할 수도 있다. 

̻̻ 3분법：(a + b + c) / 3
̻̻ 4분법：(a + 2b + c) / 4
̻̻ ASHA 4분법：(b + c + d + e) / 4

표 6.4  순음청력검사에 의해 Cox에 제안된 최대출력

dB HL
주파수(Hz)

250 500 1,000 2,000 4,000 6,000

20 95 103 101 104 102 99

30 97 105 104 106 104 101

40 100 107 107 110 108 105

50 104 111 110 114 111 108

60 109 115 114 118 115 113

70 114 119 119 122 120 117

80 120 123 123 126 124 122

90 126 128 127 130 128 125

100 132 131 130 133 132 128

110 － 134 133 135 125 －

표 6.5  NAL 처방에 의해 권장된 평균순음역치에 따른 포화음압출력

3FA 손실 정도(dB HL) 3FA 포화음압출력90 3FA 손실 정도(dB HL) 3FA 포화음압출력90

20 95 80 118

30 98 90 123

40 101 100 128

50 104 110 134

그림 6.5

평균청력역치

2Freq. 3Fr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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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법：(a + 2b + 2c + e) / 6

여기서 a, b, c, d, e는 500Hz, 1kHz, 2kHz, 3kHz, 4kHz에서의 청력손실을 의미한다. 

ASHA 4분법은 소음성 또는 노인성 난청에서 평균청력손실을 계산할 때 많이 사용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청각장애진단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법에 적용할 때는 6분법을 사용한다.

2 보청기의 선정

난청인의 청력역치가 주파수별로 모두 입력되면 청력도가 완성된다. 이때 난청인의 순음

청력역치만을 주파수별로 입력해도 청력도가 완성될 수 있어서 보청기의 선정과 적합과정

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골도청력역치를 비롯하여 쾌적수준이나 불쾌수준

들이 함께 입력된다면 난청인에게 좀 더 적절한 보청기를 선정할 수 있다.

난청인의 청력상태에 대한 청력도가 완성된 이후에 수행하는 다음 순서는 보청기를 선

정하는 일이다. 난청인의 청력재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보청기의 형태나 모델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각 제조사에서 만드는 보청기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 제조

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조차도 모든 보청기의 특징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

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보청기의 종류에서 난청인의 청력재활에 적절한 보청기를 보청기전

문가가 스스로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보청

기가 갖는 특징을 난청인의 청력상태에 적용해봐야 한다. 

보청기전문가가 겪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 적합 프로그램에서

는 청력도에 입력된 난청인의 청각정보를 활용하여 난청인에게 적절한 보청기를 유형별로 

추천해준다. 이런 경우에는 적합 프로그램에서 추천한 여러 가지 종류의 보청기들 중에서 

난청인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보청기를 선정하면 된다. 

적합 프로그램에서 난청인의 청력재활에 적절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청기를 선정하는 방

법은 제조사마다 약간 다르다. 대부분의 적합 프로그램은 자사에서 제조하는 보청기의 모

델만을 취급한다. 일반적으로 보청기를 선정할 때 제품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 제품의 기능과 특성

̻̻ 적합범위(사용이 추천되는 청력손실의 범위)
̻̻ 제품의 모양

̻̻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의 모습

̻̻ 데모(보청기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그 효과를 실제로 들려줌)

난청인에게 적절한 보청기를 선정하는 방법도 적합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나 

적합 프로그램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장 공통적으로 갖는 요소가 있다. 예를 들면, 각각의 

보청기별로 사용이 권장되는 청력손실의 범위는 정해져 있다. 따라서 적합 프로그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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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그 보청기에서 추천하는 적합범위가 청력도에 다른 색깔(일

반적으로 회색)로 표시된다. 난청인의 청력손실을 보청기의 사용범위 안에 포함시킬 수 있

는 보청기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청력도에 관련된 정보만으로 난청인에게 적절한 보청기를 찾아보는 것보

다는 보청기에 포함시킬 추가기능도 함께 이용하면 더 수월하게 보청기를 선정할 수 있다. 

만약 난청인이 보청기에 포함시키기를 원하는 볼륨, 텔레코일 또는 지향성 마이크로폰의 

선택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면 난청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청기의 대상이 그만큼 줄어들

기 때문이다. 3개의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적합 프로그램에 따른 보청기의 선정절차는 다

음과 같다.

최근에 공급된 적합 프로그램의 좌측 상단에 있는 ‘제품 시뮬레이션’ 메뉴를 선택한다(그

림 6.6의 ①). 그리고 <그림 6.6>의 ②에서 보청기에 관련된 타입, 그룹(패밀리), 기술수준

과 배터리(건전지)의 종류를 지정하면 이들 조건에 해당하는 보청기의 모델이 화면의 중앙

에 배열된다. 여기서 ‘타입’은 무선(와이어레스) 또는 유선 중에서 난청인이 선호하는 적

합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이들 모두가 고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때 난청인의 청

Inspire 프로그램

그림 6.6

Inspire 프로그램에서 보청기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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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재활에 가장 적절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청기를 선정하면 된다. 

보청기의 선정을 위해 추천하려는 보청기를 <그림 6.6>에서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 모델

에 대한 모든 특성이 <그림 6.7>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이 화면에서 보여주는 각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그림 6.7>의 ①：어느 쪽의 보청기를 화면에 활성화시킬지를 선택한다.

̻̻ <그림 6.7>의 ②：난청인을 위해 선정한 보청기의 패밀리와 모델 그리고 유형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들을 다시 변경할 수도 있다.

̻̻ <그림 6.7>의 ③：선정한 보청기의 모델이 ‘방향성 마이크’, ‘유도코일’과 ‘자동전화

코일’ 등에 관련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귓속형 보청기에서는 이들 기능

에 대해 별도로 선택할 수도 있다.

̻̻ <그림 6.7>의 ④：선정된 보청기의 리시버 종류, 매트릭스와 볼륨의 종류를 보여주며 

이들을 변경할 수도 있다. 리시버의 종류에서 ‘stock receiver’와 ‘custom AP receiver’

의 가장 주된 차이는 출력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custom AP receiver’의 출력

은 60~70dB 정도로서, 약 50dB의 ‘stock receiver’ 출력보다 높다. 따라서 ‘custom 

AP receiver’에서는 리시버의 높은 출력으로 인해 음향되울림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

하기 위해 귀꽂이를 맞춤형으로 제작한다. 매트릭스와 볼륨은 뒤에서 설명되는 ‘매트

릭스’와 ‘조절기’에서의 ‘볼륨’을 참조하면 된다. RIC 보청기는 이들 모두를, BTE 보

그림 6.7

선정된 보청기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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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기는 매트릭스를 그리고 맞춤형 보청기는 볼륨의 종류와 매트릭스를 보여주는 가운

데 변경할 수도 있다. 

̻̻ <그림 6.7>의 ⑤：선정된 보청기의 모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음향특성과 선택기

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보여준다(제5장 ‘보청기의 부가기능’ 참조).
̻̻ <그림 6.7>의 ⑥：난청인의 기도청력, 골도청력, 쾌적수준과 불쾌수준에 대한 청력도

를 보여준다.

̻̻ <그림 6.7>의 ⑦：보청기의 선정을 이전 단계(모델의 선정)부터 다시 시작할지 아니

면(‘재시작’), 선정된 모델을 통해 다음 단계인 초기적합과정을 수행할지(‘시뮬레이

트’)에 대해 선택한다. 

난청인의 청력재활에 적절한 보청기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Genie 프로그램의 상단에 있는 

‘제품군’을 마우스로 선택하면 된다(그림 6.8의 ①). <그림 6.8>의 중간에는 오티콘에서 판

매하는 보청기의 그룹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 그룹에 대한 정보, 개요, 케이블과 액세서리 

그리고 안내 비디오를 볼 수 있다(그림 6.8의 ②). 화면의 중간에 있는 보청기의 그룹으로 

마우스의 커서를 이동시키면 각각의 그룹에 속해 있는 모델이 나타난다. 이때 선택하고자 

Genie 프로그램

그림 6.8

Genie 프로그램에서 보청기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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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보청기의 모델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화면의 상단에 있는 메뉴의 ‘제품군’이 ‘선택’으

로 바뀌면서 선택한 보청기의 모델이 갖는 특징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변경된다(그림 6.9). 

난청인의 청력재활에 가장 적절할 것으로 선정된 보청기의 그룹에 속하는 여러 가지 모

델이 갖는 형태와 기능을 보여주는 화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그림 6.9>의 ①：난청인의 기도 및 골도에 관한 청력도와 보청기의 모델(형태)에 따

른 피팅 수준과 최대출력을 보여준다. 여기서 피팅 수준은 각각의 보청기 형태별로 

적합할 수 있는 청력손실의 최댓값을 말한다.

̻̻ <그림 6.9>의 ②：선정된 보청기의 그룹과 모델(형태)을 보여준다.

̻̻ <그림 6.9>의 ③：선정된 보청기의 그룹에 속하는 보청기의 형태(모델)를 보여준다. 

각각의 형태가 갖는 최대출력도 함께 보여준다.

̻̻ <그림 6.9>의 ④：선정된 보청기의 형태가 갖는 여러 가지 특성(피팅 수준, 건전지, 

볼륨, 텔레코일, 프로그램, 자동전화, 방향성, 무선, 스트리머, 리모컨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볼륨은 뒤에서 설명되는 ‘조절기’에서 ‘볼륨’을 참조하면 된다. 

̻̻ <그림 6.9>의 ⑤：보청기를 Genie 프로그램에 연결시키기 위해 탐색시킨다.

̻̻ <그림 6.9>의 ⑥：보청기의 형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전 또는 이후의 과정으로 이

동한다.

그림 6.9

Genie 프로그램에서 보청
기 선정을 위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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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제공된 적합 프로그램에서는 난청인의 청력재활에 적절하다고 예상되는 보청기의 

모델을 그룹별로 모두 보여준다. 이들 중에서 1개의 모델을 선택하면 이 모델에 대한 적합

범위와 기능을 비롯한 장점과 데모 그리고 보청기의 모양까지 <그림 6.10>에 보여준다. 특

히 ‘장점과 데모’에서는 이 보청기 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기능과 성능 그리고 

이들 기능과 성능을 확인해볼 수 있는 데모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림 6.10>에서 보여주는 

각각의 기능과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그림 6.10>의 ①：보청기의 유형(BTE, RIC, Custom, 선호하는 보청기, 충전가능)

을 선택한다(‘선호하는 보청기’는 난청인이 사용해왔거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호하는 별도의 보청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청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건전

지가 필요한데, 거의 모든 보청기는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1회용 건전지를 사용하고 

있다. 만약 보청기에서 사용한 건전지를 다시 충전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면, 건전지

의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의 ‘충전가능 보청기’는 충전방식의 건전

지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예：잠자리)에 건전지를 충

전시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 <그림 6.10>의 ②：선정된 보청기의 유형이 갖는 여러 가지 특성(조절기, 리모컨, 텔

레코일, 배터리, 무선, 튜브/이어후크, DAI 등)을 선택할 수 있다. 

Connexx 프로그램

그림 6.10

지멘스의 Connexx 프로그램에서 보청기의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