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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report the development of Hearing Aid Gain for Korean Hearing
Impaired version 2.0 (HAG-K v2.0), the Korean-type hearing aid fitting formula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hearing aids and the communication ability of the Korean hearing impaire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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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sensation level input/output (DSL I/O) 등의 보청기적합공식
이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 보청기 제조사들

난청인이 착용하는 보청기의 입력 음압레벨(sound pressure
level, SPL)에 따른 이득과 주파수반응곡선의 초기 조절은 주

또한 자사의 보청기적합공식을 개발하여 보청기의 다양한 전
기음향의 초기 조절에 사용하고 있다.

로 보청기적합공식(hearing aid fitting formula)을 기준으로

보청기적합공식의 산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청력역치레벨

조절한다. 선형 증폭기에서 보청기적합공식은 1/2이득법(a half

(hearing threshold level, HTL), 쾌적강도레벨(most comfort-

gain rule)을 토대로 Berger, prescription of gain and output

able level, MCL) 및 불쾌강도레벨(uncomfortable level, UCL),

(POGO), Libby 1/3 또는 2/3, National Acoustic Laboratories

상향차폐(upward spread of masking) 등의 청지각적 요소, 연

(NAL), desired sensation level (DSL) 등이 개발되었다. 이후

령에 따른 외이도의 용적, 보청기의 형태 등의 실이대커플러차

개발된 비선형 증폭기에서는 작은, 보통, 큰 소리에 대한 이득

(real-ear to coupler difference), 대화음의 강도와 스펙트럼,

을 효과적으로 각각 조절하기 위해 figure 6 (Fig. 6), indepen-

대역중요함수(band importance function) 등 어음의 특성이

dent hearing aid fitting forum (IHAFF), National Acoustic

있다(Byrne & Dillon, 1986; Byrne et al., 2001; Cox, 1995;

Laboratories-non-linear 1 or 2 (NAL-NL1 또는 2), desired

Johnson & Dillon, 2011; Kiessling et al., 1996; Killion &
Fikret-Pasa,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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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Lee & Kim(2011)의 연구에서 한국어의 음향적 특성
이 미국, 유럽 등 서구에서 사용하는 어음(speech sound)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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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르다는 점을 들어 한국 난청인이 사용하는 보청기의 조절

MATERIALS AND METHODS

에 필요한 보청기적합공식 개발의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이후
한국어의 음향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Noh & Lee(2012)는
장기평균어음스펙트럼(long-term average speech spectrum),

연구 장비
HAG-K v2.0은 난청인의 MCL과 UCL의 변화는 Park &

Han & Lee(2020)는 한국어 대화음의 강도 및 이에 따른 스펙

Lee(2013), 한국어 대화음의 스펙트럼과 강도는 Han & Lee

트럼이 외국어(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2020), 대역중요함수는 Lee & Kim(2012)과 Jin et al.(2016), 선

2012)와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Bang & Lee(2020)

호하는 CT와 이득은 Kim & Lee(2019), Han & Lee(2020) 및

또한 한국 난청인의 선호이득이 NAL-NL2 등 외국의 보청기

Bang & Lee(2020)를 고려하여 HTL에 따른 실이삽입이득

적합공식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여 한국형 보청기적합공식

(real-ear insertion gain, REIG)을 산출하였다.

의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최근 한국에서의 보청기적합공식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HAG-K v2.0의 개발절차

Kim & Lee(2019)는 다채널 보청기의 압축역치(compression

HAG-K v2.0에서 입력 SPL 50 dB에 대한 REIG (REIG for

threshold, CT)를 55, 65, 75 dB SPL로 설정했을 때 55 및 65

50 dB SPL input, REIG50), 65 dB에 대한 REIG (REIG for

dB SPL의 CT에서 잡음환경에서의 초성자음인지도가 높게 나

65 dB SPL input, REIG65), 80 dB에 대한 REIG (REIG for

타나지만, 55 dB SPL에서는 65 및 75 dB SPL의 CT에 비해 잡

80 dB SPL input, REIG80)의 산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음을 크게 느낀다고 하였다. 그리고 Han et al.(2017)은 해제시

첫째, 비선형 증폭방식의 작은(soft), 보통(moderate), 큰

간 관련 연구에서 한국에서 개발한 다채널 보청기 시제품

(loud) 소리의 입력 SPL은 0.125 kHz에서 8.0 kHz까지 모든

(prototype)의 CT를 31과 61 dB SPL로 설정했을 때 문장인지

1/2옥타브 주파수에서 50, 65, 80 dB SPL을 기준으로 하였다.

역치, 음량의 크기, 날카로움, 명료성, 배경잡음의 크기에는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같은 연구에서 해제시간

둘째, 이득은 모든 1/2옥타브 주파수에서 REIG50, REIG65,
REIG80을 각각 산출하였다.

(release time)을 50과 500 ms로 설정했을 때 음량, 음질, 배경

셋째, 1.5 kHz 이하의 주파수에서 REIG는 Bang & Lee

잡음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빠른 해제시간에서 명료

(2020)의 연구 결과인 한국 감각신경성 난청인의 선호이득을

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Jeong &

기준으로 REIG를 산출하였으며, CT는 Kim & Lee(2019)와

Lee(2018)의 연구에서는 70과 600 ms에 비해 250 ms의 해제

Han & Lee(2020)의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60 dB SPL 부근으

시간에서 잡음 환경에서의 문장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

로 설정하였다.

고하였다. 그리고 Jin et al.(2017)과 Han et al.(2017)은 한국어

넷째, 압축비율(compression ratio, CR)은 기본적으로 Park &

의 음향 특성과 음량증가(loudness growth), 평균 대화음레벨

Lee(2013)의 HTL에 따른 MCL과 UCL의 변화를 사용하였다.

(conversational speech level), 폐쇄효과(occlusion effect)를 고

하지만 HTL이 증가할수록 역동범위가 좁아지는 감각신경성 난

려하여 한국형 보청기적합공식인 Hallym Audiology Insti-

청인의 특징을 감안하여 HTL을 50 dB HL 이하와 55 dB HL

tute-version 1 (HAI-v1)을 보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상용화되

이상으로 구분하여 REIG를 산출하였다.

지는 않고 있다.

다섯째, 폐쇄효과(occlusion effect)는 고주파수 대역에 영향을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대화음레벨과 스펙트럼 및 선호

주지 않으므로 2.0 kHz 이상의 주파수에서 REIG50, REIG65,

이득 등 한국어의 음향적 특징과 한국인의 심리음향적 특성을

REIG80은 모두 1.5 kHz와 같게 나타나도록 산출하였으며, 음

고려하여 새로운 한국형 보청기적합공식인 한국 난청인을 위한

향피드백시스템의 작동여부에 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았다.

보청기이득 버전 2.0 (Hearing Aid Gain for Korean Hearing
Impaired version 2.0, HAG-K v2.0)을 개발하여 이를 보고하

여섯째, HTL이 20 dB HL 이하인 경우 모든 입력 SPL에 대
한 REIG는 모든 1/2옥타브 주파수에서 ‘0’으로 처리하였다.

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선행 연구에서 개발한 HAI-

일곱째, 0.25 kHz에서 1.5 kHz까지의 기울기(slope; dB/oc-

v1(Jin et al., 2017; Han et al., 2017)을 보완하고, 청능재활 현

tave)는 Bang & Lee(2020)의 선호이득과 1 kHz 부근에서 높

장에서 한국 난청인이 착용한 보청기 이득의 효과적인 조절 그

게 나타나는 대역중요함수(Lee & Kim, 2012; Jin et al., 2016)

리고 난청인의 어음인지도,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보청기의 만

를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족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HAG-K v2.0에서 1.0 kHz의 HTL에 따른 REIG50, REIG65
및 REIG80에 대한 기울기는 50 dB HL 이하에서는 0.68, 0.52
및 0.33 dB/octave, 55 dB HL 이상에서는 0.56, 0.52 및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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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octave이었다. Table 1은 1.0 kHz의 HTL 50 dB HL 이하

NAL-NL2 (REIG50-N, REIG65-N 및 REIG80-N)에 의해

와 55 dB HL 이상에서 입력 SPL 50, 65, 80 dB에 대한 REIG

산출한 REIG는 Figure 1과 같다. Figure 1에서 이득과 0.25

를 산출하기 위한 수식을 나타내었다.

kHz에서 0.5 kHz까지의 기울기 및 CT와 CR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HAG-K v2.0과 NAL-NL2의 비교
HAG-K v2.0에서 산출한 REIG50, REIG65 및 REIG80은

이득과 주파수반응곡선

NAL-NL2 (version 2.15)에서 산출한 REIG와 비교하였다.

HAG-K v2.0에서 산출한 보통 크기의 대화음레벨 65 dB

NAL-NL2의 REIG는 HAG-K v2.0과 마찬가지로 입력 SPL

SPL에 대한 REIG65는 HTL이 60 dB HL(Figure 1B)일 때는

50 dB에 대한 NAL-NL2의 REIG (REIG50 for NAL-NL2,

1.0 kHz에서 3.0 kHz 그리고 40 dB HL(Figure 1C)일 때는 1.0

REIG50-N), 65 dB에 대한 NAL-NL2의 REIG (REIG65 for

kHz 이하의 주파수에서 NAL-NL2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나

NAL-NL2, REIG65-N), 80 dB에 대한 NAL-NL2의 REIG

머지 모든 주파수에서 HAG-K v2.0의 REIG는 NAL-NL2에

(REIG80 for NAL-NL2, REIG80-N)를 각각 산출하였다.

비해 낮게 나타났다. HTL이 80 dB HL(Figure 1A)일 때는 모
든 주파수에서 HAG-K v2.0의 REIG가 NAL-NL2에 비해 낮

RESULTS

게 나타났다. 그리고 0.25 kHz에서 1.0 kHz까지의 기울기는
HTL 40, 60 및 80 dB HL에서 2.0, 4.1 및 6.1 dB/octave로 각각

모든 옥타브 주파수에서 40, 60, 80 dB HL의 HTL을 입력

나타나 HTL 60 dB와 80 dB HL에서 HAG-K v2.0이 NAL-

했을 때, HAG-K v2.0 (REIG50, REIG65 및 REIG80)과

NL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Figure 1).

Table 1. Formula used to calculate REIGs of 1.0 kHz at input sound
pressure level of 50, 65, 80 dB in HAG-K v2.0

CT와 CR
Figure 1에서 50, 65 및 80 dB의 입력 SPL에 따른 REIG의
차이를 토대로 CT와 CR을 유추하여 살펴보면, CT는 모든
HTL에서 HAG-K v2.0이 NAL-NL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CR은 HTL 60 dB HL에서는 HAG-K v2.0과 NALNL2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40 dB HL에서는 NAL-NL2가,

50

50

40

40
REIG (dB)

REIG (dB)

HTL ≤ 50 dB HL
HTL ≥ 55 dB HL
REIG50 = 0.56 (HTL) - 11.2
REIG50 = 0.68 (HTL) - 18
REIG65 = 0.52 (HTL) - 10.5
REIG65 = 0.52 (HTL) - 10.5
REIG80 = 0.33 (HTL) - 6.6
REIG80 = 0.33 (HTL) - 6.5
HAG-K v2.0: Hearing Aid Gain for Korean Hearing Impaired version 2.0, HTL: hearing threshold level, REIG: real-ear insertion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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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IG calculated at HTL 80 dB HL (A), 60 dB HL (B), 40 dB
HL (C) for HAG-K v2.0 and NAL-NL2. REIG50, REIG65, REIG80 are
REIGs of HAG-K v2.0, and REIG50-N, REIG65-N, REIG80-N are
REIGs of NAL-NL2. NAL-NL2: National Acoustics Laboratories-NonLinear 2. REIG: real-ear insertion gain, HTL: hearing threshold level,
HAG-K v2.0: Hearing Aid Gain for Korean Hearing Impaired versio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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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dB HL에서는 HAG-K v2.0이 높게 나타났다. CR은 전체적

수는 한국어음이 59.67 dB SPL, 외국어음은 55 dB SPL로 보

으로 1.0 kHz 이하의 저주파수로 갈수록 HAG-K v2.0의 CR

고하여 30 백분위수가 더 높은 한국인의 REIG가 더 낮은 것

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NAL-NL2는 모든 주파수에서

으로 보인다. 그리고 큰 대화음레벨인 99 백분위수는 한국어음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60 dB HL 이상에서는 HTL과 관계없이

이 79.07 dB SPL과 외국어음은 80 dB SPL로 보고하여 큰 차

CR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5.0 kHz 이하의 주파수 스펙트
럼에서 한국어음의 강도가 외국어음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

DISCUSSIONS

을 고려하면 HAG-K v2.0의 REIG가 NAL-NL2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어의 대화음레벨의 강도와 이에 따른 스펙트

4.0 kHz 이상의 주파수에서 40, 60, 80 dB HTL 모두 HAG-

럼(Han & Lee, 2020), 한국 난청인의 선호이득(Bang & Lee,

K v2.0의 REIG가 NAL-NL2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2020), 전기음향의 조절(Jeong & Lee, 2018; Kim & Lee,

HAG-K v2.0의 REIG 산출 시 보청기의 음질, 만족도, 단어인

2019)에 따른 어음의 인지도가 외국어와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

지도 등 한국 난청의 선호이득(Bang & Lee, 2020)을 고려하였

에 근거하여 HAG-K v2.0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기 때문이다. 그리고 Figure 2는 Bang & Lee(2020)의 연구와

REIG를 통하여 보통 대화음레벨의 이득(REIG65), CT 및 CR

HAG-K v2.0을 비교한 것으로 같은 HTL에서 3.0 kHz 이상

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 주파수에서는 선호이득과 HAG-K v2.0 간의 차이를 나타
내고 있다. 그 이유는 Bang & Lee(2020)의 연구에서 보청기의

REIG65

전기음향적 조절 시 음질 및 착용 만족도를 위주로 조절하였으

모든 1/2옥타브 주파수에서 HTL이 60 dB일 때 HAG-K

며, 개방(non-occluded)형과 폐쇄(occluded)형 등 환기구의 직

v2.0에서 산출한 보통 크기의 대화음레벨 65 dB SPL에 대한

경, 보청기 형태 및 음향피드백제어시스템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

REIG65는 1.5 kHz에서 3.0 kHz까지는 NAL-NL2와 비슷하

았기 때문이다. 개방형 보청기의 경우 음향피드백제어시스템의

게 나타났으나, 1.5 kHz 이하와 3.0 kHz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작동으로 인해 고주파수의 이득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Aazh

NAL-NL2가 높게 나타났다. Han & Lee(2020)의 연구에서 보

et al., 2012)고 하였는데, HAG-K v2.0에서는 한국형 보청기적

통 대화음레벨 65 백분위수(percentile)의 강도는 64.74 dB

합공식의 초기 버전으로 환기구를 설치한 보청기에서 나타나

SPL로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2012)와

는 음향피드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서 고주파수의 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주파수 스펙트럼은 0.25 kHz에서 1.6

득은 저하되지 않도록 산출하였다.

kHz까지 한국어음이 외국어음에 비해 높은 강도로 나타났다.
Lippmann et al.(1981), Keidser et al.(2011)의 연구에서 보청기

CT와 CR

의 이득은 보통 크기의 대화음레벨을 난청인의 MCL까지 증폭

50, 65, 80 dB의 입력 SPL의 REIG를 토대로 HAG-K v2.0

하는데 필요한 증폭량 또는 음량증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과 NAL-NL2의 CT를 비교해보면, HTL 40, 60, 80 dB HL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REIG65를 NAL-NL2와 비교했을 때
1.5 kHz에서 3.0 kHz 주파수 대역에서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50

0.25 kHz에서 1.6 kHz의 주파수 대역에서 낮게 나타난 근거로
그리고 0.25 kHz에서 1.0 kHz까지 HAG-K v2.0에서 산출
한 REIG65의 기울기는 NAL-NL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40
REIG (dB)

볼 수 있다.

30
20

Han & Lee(2020)의 연구에서 한국어의 65 백분위수에 대한

10

주파수 스펙트럼은 0.25 kHz에서 1.6 kHz까지 외국어음에 비

0

해 높은 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HAG-K v2.0은 1.0 kHz이
하의 주파수에서의 이득을 적게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TL 40 dB와 80 dB HL에서의 REIG65는 모든 1/2
옥타브 주파수에서 NAL-NL2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한국
(Han & Lee, 2020)과 해외(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2012)의 연구에서 작은 대화음레벨인 30 백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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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IG calculated from HAG-K v2.0 and preferred gain of
Korean hearing impaired (Bang & Lee, 2020). REIG50, REIG65,
REIG80 are REIGs of HAG-K v2.0, and REIG50-P, REIG65-P,
REIG80-P are REIGs of preferred gain of Korean hearing impaired
(Bang & Lee, 2020). REIG: real-ear insertion gain, HAG-K v2.0:
Hearing Aid Gain for Korean Hearing Impaired version 2.0.

K Lee et al.

서 HAG-K v2.0의 CT가 모든 주파수에서 NAL-NL2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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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v1이 HAG-K v2.0에 비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 30 백분위수의 대화음레벨이 외국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대화음레벨과 스펙트럼, HTL에 따른

어음에 비해 5 dB 정도 높다는 연구(Han & Lee, 2020) 결과로

MCL과 UCL의 변화와 선호이득 등 한국어의 음향적 특징과

비추어볼 때 REIG50은 외국어에 비해 낮게 산출해도 대화 능

한국인의 심리음향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형 보청기적합공식

력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Barker et al.(2001),

HAG-K v2.0을 개발하여 청능재활 현장에서 보청기의 효과적

Souza(2002)의 연구에서 기술하였듯이 비선형 증폭기의 낮은

인 조절과 한국 난청인의 어음인지도,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보

CT는 주변의 잡음을 어음과 함께 증폭하여 신호대잡음비(sig-

청기의 만족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Souza(2002), Jeong &

nal-to-noise ratio) 및 음질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다. 또한

Lee(2018) 등이 비선형 증폭기의 해제시간은 어음 및 잡음의

Barker & Dillon(1999), Barker et al.(2001)의 연구에서 중고도

인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청기 제조사

의 감각신경성 난청인은 대화음 레벨인 65 dB SPL 부근의 CT

에서 해제시간을 다양하게 설정하며, 한국어음의 인지에 미치

를 선호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HAG-K v2.0에서 산출한

는 영향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하여 한국형 보청기적합공식의

REIG50 즉, 60 dB SPL의 CT는 신호대잡음비 및 음질의 개선

초기 버전인 HAG-K v2.0에서는 해제시간을 고려하지 않았다.

에 유용할 것으로 볼 수 있다.
HAG-K v2.0에서 산출한 CR을 NAL-N2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 보청기적합공식을 산출할 때 적용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성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REIG65에서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HTL 40 dB HL에

HAG-K v2.0은 아동보다는 성인 또는 노인이 착용하는 보청

서는 NAL-NL2, 80 dB HL에서는 HAG-K v2.0의 CR이 더

기의 이득을 산출할 때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향

높게 나타났다. 비선형 증폭기에서의 CR은 역동범위 즉, HTL

후의 한국형 보청기적합공식 관련 연구에서는 아동, 성인, 노인

과 UCL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데(Souza, 2002) HAG-K

등 난청인의 연령, 청각손실의 종류, 형태 및 정도, 개방형과 폐

v2.0은 HTL이 높을수록 역동범위가 좁아지는 연구(Park &

쇄형 등 보청기의 형태와 환기구의 직경, 한국어음의 인지에 효

Lee, 2013)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Boike & Souza(2000)는

과적인 해제시간, 음향피드백의 활성화 여부, 채널의 수 그리고

잡음 환경에서의 높은 CR은 경도에서 중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난청인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보청기 이득을 산출하기 위하여

인이 착용하는 보청기의 음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실생활에서의 대화음과 소음의 강도 및 스펙트럼 등에 대한 연

하여 HTL이 40 dB HL일 때 HAG-K v2.0에서 산출한 CR은

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다양한 환경에서 보청기의 음질, 착용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만족도, 어음인지도 등의 평가를 통하여 HAG-K v2.0을 체계

HAG-K v2.0에서 산출한 REIG를 한국 난청인의 선호이득

적으로 검증하고 수정 및 보완한다면 한국 난청인이 착용하는

(Bang & Lee, 2020)과 비교한 Figure 2를 보면 2.0 kHz 이하

보청기의 전기음향적 조절과 의사소통 능력의 개선에 도움을

의 주파수에서 REIG65 및 REIG80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

줄 수 있을 것이다.

러나 HAG-K v2.0의 REIG50가 선호이득에 비해 낮게 나타났
다. 즉, HAG-K v2.0의 CT가 높게 나타나 Han & Lee(2020)
의 30 백분위수의 SPL을 뒷받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HAG-K v2.0과 선행연구인 HAI-v1(Jin et al.,
2017; Han et al., 2017)의 REIG를 입력 SPL 65 dB를 중심으
로 NAL-NL2 및 DSL5.0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력 SPL 65 dB에 대한 REIG는 HAI-v1의 경우 0.5 kHz 이
하와 4.0 kHz 이상에서는 NAL-NL2와 DSL5.0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1.0 kHz와 2.0 kHz에서는 HAG-K v2.0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HAG-K v2.0에서는 HTL이 60 dB HL일 때
입력 SPL 65 dB에 대한 REIG는 0.75 kHz 이하와 4.0 kHz 이
상에서는 NAL-NL2 및 DSL5.0이 높게 나타났으나, 1.0 kHz
와 3.0 kHz에서는 NAL-NL2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HAG-K v2.0과 HAI-v1의 CT와 CR을 비교해 보면 CT는
HAG-K v2.0이 60 dB SPL 부근으로 31 dB SPL 부근의 HAIv1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으며, CR은 대부분의 주파수에서

중심 단어0:0HAG-K v2.0·보청기·적합공식·한국인·난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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