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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ison between AC····BC Auditory Steady-State Response Threshold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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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BC ASSR is hardly used, but it is appropriately used infants and children who have disorder with external or internal ear 
made the use of each wave of BC ASSR. So this study have showed not only frequency modulation of 80 Hz but also frequency 
modulation of 40 Hz which is not researched occasionally. Moreover, I have studied groups which are suffer from hearing, divided 
them used measurement between the sensory neural hearing loss and the conductive hearing loss, evaluated AC ASSR and BC 
ASSR and compared the number of PTA. Methods：The subjects consisted of normal adults (using 10 right ears), sensory-neural 
hearing loss (SNHL using 10 right ears), conductive hearing loss (joined 6 right ears). PTA is GSI (Grason- stacller Inc.) 61 
Audiometer, and ASSRs is AUDERA system using mixed modulation which is consists of frequency modulation. Results：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 comparison with AC ASSR and AC PTA, measuring AC ASSR-AC PTA in 80 Hz is smaller number than 
in 40 Hz. Furthermore, the number of AC ASSR-AC PTA has high numerical value in normal group, the sensory neural hearing 
impaired is the second, the conductive hearing loss is the third. Secondly, Comparing BC ASSR-BC PTA, BC ASSR-BC PTA in 
80 Hz is smaller than BC ASSR-BC PTA in 40 Hz, when measuring numeral value. The numeral value is much more smaller as the 
condition differs. Finally, The average of ASSR ABG-PTA ABG is much more smaller than the 40 Hz and 80 Hz. It couldn’t be 
matter of distinction. Conclusions：We should standardize ASSRs and PTA. and discover lots of evidence which support those 
experiments. Infants and Children have to be taken airway examination to check their external ear-disorder and internal ear-
disorder, as well. It is rare cases that we take a density of marrow examination in each frequency to support various studies. 
 
KEY WORDS：ASSR·Hearing thresholdz·Modulation frequency. 

 
 

INTRODUCTION 
 

청성지속반응(auditory steady state responses, ASSRs)

은 이음향방사(otoacoustic emissions, OAEs)나 청성뇌

간반응(auditory brainstem responses, ABRs) 등과 같은 

객관적인 청력검사(objective hearing test)의 한계점 보

완하고, 주관적인 청력검사(subjective hearing test)가 어

려운 성인 환자나 난청의 조기발견 및 중재(early hearing 

detection and interpretation, EHDI)의 중요성이 강조되

면서 영·유아의 주파수별 청력역치를 비교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 중 하나이다.  

ASSRs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변조주파수

(modulation frequency)는 변조빈도에 해당하는 의미로 변

조주파수가 증가할수록 ASSRs의 진폭(amplitude)은 감소

하지만, 특정 지점인 40 Hz와 90 Hz 부근에서는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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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9) 또한 깨어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역치를 측정해야 

한다면 변조주파수가 낮은 것이 더 적합하며, 환자가 수면 

상태에 있거나 깨어 있다가 잠들려고 한다면 변조주파수가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한다.3) 

변조주파수에 따라 측정된 ASSR 역치를 좀 더 자세히 

나누어 살펴보면, 기도(air conduction, AC) ASSRs에서 

40 Hz의 변조주파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Aoyagi 등2)의 연

구에 의하면 5명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ASSR-

PTA 역치차가 500, 1,000, 2,000, 4,000 Hz의 자극주파

수(carrier frequency)에서 각각 11±10, 11±11, 13±

10, 18±12 dB로 측정되었으며, 18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인에서는 각각 8±7, 9±6, 13±8, 12±6 dB로 측정되었다. 

80 Hz의 변조주파수를 사용하여 측정한 Dimitrijevic 

등4)의 연구에서는 14명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ASSR-PTA 역치차가 500, 1,000, 2,000, 4,000 Hz의 

자극주파수에서 각각 17±10, 4±11, 4±8, 11±7 dB로 

측정되었으며, 31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인에서 측정한 Rance 

등8)의 연구에서는 자극주파수별로 각각 6±7, 4±6, 3±6, 

6±7dB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40 Hz와 80 Hz의 변조주

파수에서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인의 경우 ASSR-PTA 역

치차가 정상인보다 더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주관적

인 검사나 객관적인 검사와 더불어 정확한 청력역치 추정

에 유용하다고 한다.7)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ASSRs을 이

용한 청력역치의 추정은 주로 고심도 감각신경성 난청인을 

대상으로 헤드폰이나 삽입형수화기(inset earphone)로 측

정한 AC ASSRs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골도(bone 

conduction, BC) ASSRs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SSRs이 임상적으로 좀 더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40 Hz와 80 

Hz의 변조주파수에서 정상인,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인 및 

전음성 난청인 등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AC·BC ASSR 

역치를 PTA 역치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대상  

정상인은 중이에 질병이 없고 고막운동성계측(tympano-
metry)에서 A형이며, PTA 역치(3분법)가 25 dBHL 이

내인 성인 10명(오른쪽 10귀)이었다. 감각신경성 난청인

(sensory-neural hearing loss, SNHL)은 고막운동성계

측에서 A형이고, PTA 역치가 50±11 dBHL로 기·골도 

역치차가 10 dBHL 이내인 10명(오른쪽 10귀)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전음성 난청인(conductive hearing loss, CHL)

은 중이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중 고막운동성계측에서 B

형이고, PTA 역치가 51±13 dBHL로 기·골도 역치차가 

30 dBHL 이상인 6명(오른쪽 6귀)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절차  

모든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Larson & Davis system 824

를 이용하여 음향보정(acoustic calibration)을 실시하였는

데, insert earphone과 headphone은 ANSI S3.6(1996)

을 기준으로 NBS-9A 2 cc Coupler를 이용해 1인치 pres-
sure microphone과 연결하고, bone vibrator는 artificial 

mastoid AMC 493을 이용하여 AEC100 NBS-9A 6 cc 

coupler를 연결하여 보정을 실시하였다.  

PTA는 오른쪽 귀의 500, 1,000, 2,000, 4,000 Hz를 자

극주파수로 정상인은 30 dBHL의 자극강도에서, 난청인은 

50 dBHL의 자극강도에서 처음 자극음을 제시한 후“5 dB 

상승, 10 dBHL 하강의 과정을 반복해서 피검자가 동일한 

수준에서 2회 이상 반응하는 가장 낮은 자극음을 청력역치

로 인정하는 수정상승법(modified ascending method)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ASSRs의 경우에는 활성전극(active electrode)은 앞이

마(high forehead), 기준전극(reference electrode)은 양

쪽 귓볼(ear lobe), 접지전극(ground electrode)은 이마

(low forehead)에 부착하였다. 저항은 모두 5kohm 이하

로 전극 간 저항차이가 2kohm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자극음은 500, 1,000, 2,000, 4,000 Hz의 네 가지 자극주

파수를 100% 진폭변조(amplitude modulation, AM)와 

10% 주파수변조(amplitude modulation, FM)가 혼합된 복

합변조음(mixed modulation, MM)을 사용하였으며, 변조

주파수는 각각 40 Hz, 80 Hz를 무작위 순서(random order)

로 번갈아 가며 측정하였다. 최초의 자극강도는 PTA 역

치보다 20 dB 높은 수준에서 제시하였다.4) 

  

통계분석  

정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인 및 전음성 난청인의 변조주

파수에 따른 AC & BC ASSR 역치와 PTA 역치와의 차

이가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2-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을 

시행하였다. 또한 각 집단에서 변수에 따라 자극주파수별

로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응표본 t 

검정(paired t-test)을 시행하여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 

검증하였으며, 기술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평균(means)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s, SDs)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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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C ASSR과 AC PTA 역치 비교  

Table 1에서와 같이 AC PTA, 40 Hz 및 80 Hz의 AC 

ASSR 평균역치는 정상인의 경우 각각 4.4, 36.5, 33.5 

dBHL, 감각신경성 난청인 경우에는 45.8, 60.5, 58.5 dBHL, 

전음성 난청인 경우에는 51.3, 73.6, 70.6 dBHL 이었다. 세 

그룹에서 모두 80 Hz의 변조주파수로 측정한 AC ASSR 

역치가 40 Hz 변조주파수로 측정한 AC ASSR 역치보다 

더 낮게 측정되었으며, 그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서 대응 t-test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t=4.854, p=.000).  

40 Hz와 80 Hz의 각 변조주파수에서 AC ASSR-AC 

PTA 역치차를 비교한 결과 정상인의 경우 각각 32.1, 28.8 

dB, 감각신경성 난청인의 경우에는 15.0, 10.1 dB, 전음성 

난청인의 경우에는 22.3, 22.3 dB로 측정되었으며, 전반적

으로 80 Hz에서 측정한 AC ASSR-AC PTA 역치차가 40 

Hz에서 보다 더 작게 측정되었다(t=4.854, p=.000)(Fig. 

1). 또한 정상인, 전음성 난청인, 감각신경성 난청인 순으

로 AC ASSR-AC PTA의 역치차가 점차 감소했다.  

 

BC ASSR과 BC PTA 역치 비교  

Table 2에서와 같이 BC PTA, 40 Hz 및 80 Hz의 BC 

ASSR 평균역치는 정상인의 경우각각 0.1, 25.5, 22.9 dBHL, 

감각신경성 난청인 경우에는 34.6, 48.15,49.6 dBHL, 전

음성 난청인 경우에는 25.8, 43,41.7 dBHL 이었다. 이 중 

감각신경성 난청인을 제외한 정상인과 전음성 난청인에서 

80 Hz의 변조주파수로 측정한 BC ASSR 역치가 40 Hz 

변조주파수로 측정한 BC ASSR 역치보다 더 낮게 측정되

었다.  

40 Hz와 80 Hz의 각 변조주파수에서 BC ASSR-BC 

PTA의 역치차를 비교한 결과 정상인의 경우 각각 25.1, 

23.0 dB, 감각신경성 난청인 경우에는 14.0, 18.0 dB, 전

음성 난청인 경우에는 7.5, 9.2 dB로 나타났으며, 전반적

으로 80 Hz의 BC ASSR-BC PTA 역치차가 40 Hz의 

BC ASSR-BC PTA 역치차보다 더 작게 측정되었다. 또

한 정상인, 전음성 난청인, 감각신경성 난청인 순으로 BC 

ASSR-BC PTA 역치차가 점차 감소했다(Fig. 2).  

 

ASSR ABG-PTA ABG 비교  

전체 대상자의 40 Hz와 80 Hz의 변조주파수에서 측정한 

ASSR ABG(air bone gap)의 평균이 각각 18.1, 16.1 dB

로 80 Hz의 변조주파수에서 측정한 ASSR ABG가 40 Hz

보다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작게 나타났다(t=2.610, 

p=.010)(Table 3). ASSR ABG- PTA ABG의 평균은 

40 Hz과 80 Hz의 변조주파수에서 각각 4.7 dB, 2.8 dB로 

80 Hz에서 그 차이가 더 작았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다(t=1.947, p=.077).  

 

DISCUSSION AND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ASSRs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

들 중에서 40 Hz와 80 Hz의 변조주파수에서 기·골도의 

ASSR 역치와 ASSR-PTA 역치차를 살펴봄으로써 ASSRs

Table 1. Means of AC PTA and AC ASSR (40 Hz vs 80 Hz) thre-
sholds for total groups 

Means of thresholds (dBHL) 
 

PTA ASSRs 40 Hz ASSRs 80 Hz 

Normal 04.4 36.5 33.5 

Sensory-neural HL 45.8 60.5 58.5 

Conductive HL 51.3 73.6 70.6 
 

Table 2. Means of BC PTA and BC ASSR (40 Hz vs 80 Hz) thre-
sholds for total groups 

Means of thresholds (dBHL) 
 

PTA ASSRs 40 Hz ASSRs 80 Hz 

Normal 00.1 25.5 22.9 

Sensory-neural HL 34.6 48.15 49.6 

Conductive HL 25.8 43.0 41.7 

 

Table 3. Means of PTA & ASSR (40 Hz vs 80 Hz) ABGs and diffe-
rences between ASSRs-PTA ABGs for total groups 

Means of ABG (dB) 

ASSRs  ASSRs-PTA    
PTA  

40 Hz 80 Hz 40 Hz 80 Hz 

Normal 04.3 11.3 10.0 7.0 -5.8 

Sensory-neural HL 10.5 12.5 09.3 2.0 -1.2 

Conductive HL 25.4 30.6 29.1 5.2 -3.7 
Fig. 1. Means of differences between AC ASSR (40 Hz vs 80 Hz) 
and AC PTA thresholds for tota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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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ans of differences between BC ASSR (40 Hz vs 80 Hz) 
and BC PTA thresholds for tota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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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상적으로 좀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대상자에서 80 Hz 변조주파수로 AC 

ASSR 역치가 40 Hz 변조주파수로 측정한 AC ASSR 역

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낮게 측정되었으며, 

AC ASSR-AC PTA 역치차 역시 80 Hz의 변조주파수로 

측정했을 때 더 작았다. 이런 결과는 피검자가 수면 상태

에서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변조주파수가 70~80 Hz보

다 더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Cohen 

등3)의 연구와 일치했다.  

변조주파수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80 Hz의 변조주파수에서 측정한 AC ASSR-AC PTA 역치

차가 감각신경성 난청인의 경우 500, 1,000, 2,000, 4,000 

Hz의 자극주파수에서 각각 16.5, 9.0, 13.0, 14.0 dB로 측

정되어 서론에서 언급한 Rance 등8)의 결과보다도 그 수치

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감각신경성 난청인 

11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조수진 등1)의 결과와 비교해 보

면 주파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양상을 나

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자의 청력손실정도

와 연관이 있는데, Rance 등8)의 연구에서는 잔존청력(resi-
dual hearing)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고심도 난청인을 대

상으로 한 결과인데 반하여 본 연구와 조수진 등1)의 연구

에서는 중등(고)도 난청인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이기 때

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력손실이 클수록 AC ASSR-AC PTA 역치차가 더 작

아진다고 알려져 있다.6) 이러한 양상은 40 Hz의 변조주파

수에서도 비슷하게 관찰할 수 있었으며, 난청의 종류별로

는 살펴본 결과 정상인, 전음성 난청인, 감각신경성 난청인

의 순으로 AC ASSR-AC PTA의 역치차가 점차 감소하

게 나타나 Dimitrijevic 등4)의 결과와 일치했다.  

BC ASSR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80 

Hz 변조주파수로 측정한 BC ASSR 역치가 40 Hz 변조주

파수로 측정한 BC ASSR 역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에서 더 낮게 측정되어 Lins 등5)의 연구와도 일치했으

며, AC ASSR과 같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BC ASSR-

BC PTA 역치차와 ASSR-PTA ABG의 평균차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지금까지 40 Hz와 80 Hz의 변조주파수에서 AC & BC 

ASSR 역치와 PTA 역치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았

다. ASSRs이 임상적으로 보다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난청그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특

히 BC ASSR의 경우에는 주관적 검사가 어려운 전음성 난

청의 유·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ASSR·청각역치·변조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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