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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directional microphone in view of the speech intelligibility and preference of 
hearing aids wearers. Especially, this experiment focu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omni and adaptive directional modes in noisy 
situation. Subjects consisted of 10 adults with moderately-severe sensorineural hearing loss in both ears. All subjects were bilaterally 
fitted with behind-the-ear hearing aids. The Korean speech perception in noise (KSPIN) tests were performed for two directional 
modes at each SNR of 0 dB and +5 dB to measure the speech intelligibility. The babble noise was placed in the back of patients 
(180℃) and the signal source was placed in front of patients (0℃). Results showed that the speech intelligibility with the adaptive 
mode was higher than that with the omni mode in both 0 dB and 5 dB SNR conditions. The difference was greater at the condition of 
5 dB SNR and the adaptive mode improved about 5 dB SNR in noisy situation when the noise was placed at the azymuth of 180℃, 
Most subjects also preferred the adaptive mode to the omni mode. It is suggested that the adaptive directional microphone can im-
prove the speech intelligibility in noisy situation. These information may be utilized with caution when counseling the hearing aid 
selection. 
 
KEY WORDS：Directional microphone·Speech intelligibility·KSPIN. 

 
 

INTRODUCTION 
 

청각손실자에게 적절한 증폭을 통해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청기가 개발된 이래, 지금까지도 꾸

준하게 연구되고 있는 논제중의 하나는 보청기를 통해 신호

대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SNR)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소음상황, 즉 신호대잡음비가 낮은 곳에서 청각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청각 장애인은 보청기를 착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음인지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소음속에서 어음

인지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적절한 증폭뿐만 아니라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호대잡음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1990년대 후

반부에 디지털기술이 보청기에도 적용되면서 다채널 혹은 

소음감소기능 등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보청기에 접목되고 있

으며, 여러 가지 청각보조기구(assistive listening devices, 

ALDs)도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신호대잡음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비교적 쉽고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방향송화기를 들 수 있다. 방송화기는 

1960년대 후반에 한 개의 송화기 몸체에 2개의 음구를 설

치한 방식이 처음으로 보청기에 도입되었으며, 1970년대부

터 미국에서 상품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방향송화기를 장

착한 보청기는 1980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귓속

형(in-the-ear, ITE)보청기의 개발과 선호도가 상승하면서 
점차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방향송화기의 기능과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서 보청기 제조사와 청각전문가에게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주요 이유는 첫째, 방향

송화기의 신호대잡음비가 기존형과 비교하여 상당히 개선되

었고,4)6) 둘째, 전자회로기술의 발전으로 귀걸이형은 물론, 

귓속보청기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논문접수일：2005년 10월 4일 

심사완료일：2005년 11월 9일 

교신저자：이정학, 431-07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전화：(031) 380-3792·전송：(031) 380-3794 

E-mail：leejh@hallym.ac.kr 
 



 
 
 
 
 
 

 

SI Sim, et al：Directional Microphone Effects on Speech IntelligibilityG 81 

과거의 수동식아날로그, 프로그램식아날로그 또는 초기 

디지털보청기에서의 방향송화기의 기능은 제한적이었다. 즉, 

소음원(noise source)의 위치와 관계없이 방향지수도(polar 

pattern)가 일정한 형태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진보한 디지털기술과 결합하여, 스스로 소음원의 방향을 감

지하여 방향지수도를 변화시켜가는 적응방향송화기(adap-
tive directional microphone)가 여러 보청기 제조사에서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었다.10) 

최근까지 방향송화기의 효과에 대해 실험실적 기능 분석

부터 착용자의 선호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져 오고 있다.3)5)8)10-13)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방향송화기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방향송화기에 대한 연구가 거

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향송화기가 기존의 전방향송화

기에 비해서 청각장애인의 어음인지능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소음이 있는 검사실환경

에서의 어음재인능력과 일상생활에서의 선호도 관점에서 비

교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외이질환이 없는 감각신경성난청을 가진 10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1차적으로 이경검사를 실시

하였고, 그 후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였다. 이경검사에 있어

서 연구 대상자 모두 외이 및 중이의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순음청력검사 결과 모든 대상자들은 양측에 대

칭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였다.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 청

력 역치는 세주파수(500 Hz, 1000 Hz, 2000 Hz)에서 좌

측 52 dB HL, 우측 56 dB HL를 나타내는 중고도의 난청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Fig. 1). 또한 양측의 청력의 차이는 

해당 주파수에서 20 dB를 넘지 않았다. 대상자들의 평균연

령은 67세였고, 남자 4명 여자 6명이었다. 또한 대상자들

은 기존에 모두 편측(monaural) 또는 양측(binaural)으로 

전방향송화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평균 착용기간은 6개월

이었다.  

 

검사 장비 및 절차  

두개의 전방향송화기(dual microphone)를 사용하여 적

응방향기능을 나타내는 방향송화기가 장착되어있는 GN Re-
sound사의 귀걸이보청기(CANTA 780D)를 대상군의 양

귀에 착용하였다. 귓속형으로 하였을 경우, 이개 또는 귀 모

양, 제조상의 오차 등에 의해 송화기간의 거리가 달라 질수 

있고, 이는 연구 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송화기 

사이의 거리와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귀걸이보청기를 선택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러한 편차로 인해 귓속형보다 귀

걸이형에서 더욱 뛰어난 방향성 기능을 나타내었다.6)11) 

모든 대상군에서 귀꽂이(earmold)는 경질형(hard type)

의 외이도(canal)형으로 통일하였고, 환기구(vent)에 의한 

저주파수의 보상효과가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

록 하기 위하여 1 mm로 크기를 통일하였다. 보청기의 적합

(fitting) 상태는 방향송화기의 방향지수도에 따른 차이만을 

보기 위하여 전방향성과 적응방향성 모두 제조사에서 권장

하는 최적이득을 사용하여 동일하게 하였다. 또한 송화기 

조건에 따른 차이만을 보기 위하여 소음감소기능 등 기타 

기능은 작동시키지 않았다. 

본 연구를 위한 검사 장비로는 2개의 스피커에 각각 소음

원과 신호음을 독립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Madsen사의 2

채널 청력검사기(AuricalTM)을 사용하였으며, 청력검사기와 

각각의 스피커는 모두 검사 전 보정을 실시하였다. 신호음은 

피검자 정면(0도)으로부터 1 m 거리에 위치하도록 하였고, 

소음원은 후면(180도)에서 동일 거리에 위치하도록 하였

다(Fig. 2).  

소음상황에서 어음지각능력을 측정하기위한 도구로는 소

음속한국어지각(Korean Speech Perception in Noise, 

KSPIN) 검사를 사용하였다. KSPIN 검사는 김진숙 등1)에 의

해 개발되어 안리정 등2)에 의해 수정, 보완된 것으로 표준

말을 구사하는 남성의 목소리로 녹음되어 있다. KSPIN은 총 

6개 목록으로 한 목록 당 40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6개의 목록 중 4개의 목록을 무작위로 선

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일 대상자에게 동일목록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송화기의 조건도 피검자에게 

아무 설명 없이 무작위로 선택하였다. 신호음과 소음원의 

신호대잡음비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신호음을 기준

으로 쾌적수준(most comfortable level, MCL)을 먼저 측

정하였다. 그리고 그 강도를 기준으로 0 dB SNR로 청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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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verage hearing threshold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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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운 상황과 +5 dB SNR로 신호음의 크기가 좋은 상

황 하에서 전방향성일 때와 적응방향성일 때를 각각 측정

하였다. 측정된 모든 데이터는 신호대잡음비에 따른 각 송

화기의 상태에 따라 평균값을 비교하였으며, SPSS 12.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선호하는 송화기의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검사를 

마친 후 대상자들에게 선호 정도를 설문하였다. 선호도 조

사는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5단계의 선호도중 하

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부가적으로 선호도 정도의 일관성

을 위해 매우만족의 경우 현재의 보청기를 대체해 구매할 

정도의 만족도 정도를 기준으로 하였고, 보통은 별 차이를 

못 느끼는 정도이고, 매우 불만족은 전방향성을 오히려 선호

하는 경우로 대상자에게 설명하였다. 

 

RESULTS 
 

전방향성송화기와 적응방향성송화기의 KSPIN 점수 

비교 

0 dB SNR의 경우 전방향송화기에서의 KSPIN의 평균 

점수는 49.0%였고, 적응방향성에서는 평균 59.3%로 나타

났다. 또한 +5 dB SNR에서 전방향성의 경우 평균점수가 

60.4%로 나타났고, 적응방향성의 경우 평균점수 79.8% 이

었다(Fig. 3). 

0 dB SNR 조건에서 적응방향송화기를 사용할 때가 전

방향송화기를 사용할 때 보다 평균 10.3%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paired t-test, p<0.05), 5 dB SNR 조건에서는 

적응방향송화기가 전방향송화기에 비해 평균 19.4% 더 높

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paired t-test, p<0.05). 또한 전

방향송화기를 사용할 때 5 dB SNR 조건에서 0 dB SNR일 

때 보다 11.4%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며(paired t-test, 

p<0.05). 적응방향송화기를 사용할 때는 5 dB SNR에서 

0 dB SNR보다 21.3% 높은 점수를 보였다(paired t-test, 

p<0.05).  

마지막으로 0 dB SNR에서의 적응방향송화기의 측정 결

과와 5 dB SNR에서 전방향송화기의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는데, 두 조건사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paired t-test, p>0.05). 

 

보청기 착용자의 선호도에 대한 결과 

송화기 조건에 따른 선호도 조사결과에서 10명중 8명이 

적응방향송화기가 더 낫다고 응답하였고, 2명은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그 이유

가 음량이 줄어들어 어음의 이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KSPIN 결과에서는 별 차이 없다

고 응답한 2명 모두 방향송화기 조건에서 더 나은 어음인

지력을 나타냈다.  

 

DISCUSSIONS 
 

기존의 방향송화기는 외부시간 지연과 내부시간 지연의 

차이를 조절함으로써 위상제거(phase cancellation)를 정

교하게 해낼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이 부족했으나, 최근 디지

털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두 송화기 

간의 내부지연 시간차를 자유롭게 조절함으로써 방향지수

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두개의 송화기간의 부정

합(mismatching)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재정합시키는 기

능까지도 갖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향상으로 인해, 최근의 

연구에서 방향송화기의 기능은 전방향송화기에 비해 20~ 

30% 정도의 향상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9-11) 본 연구

의 결과에서도 전방향성에 비해 적응방향송화기에서 0~5 

dB SNR 조건에서 10~19%의 향상 효과를 나타내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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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tting for the KSPIN test in the sound-proof b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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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KSPIN scores for each mode of micro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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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와 근접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검사 대상

자의 수가 제한적이었으며, 평균 67세로 연령에 따른 효과

(aging effect)도 어음인지도에 반영이 되었으리라 생각한

다. 또한 검사를 위한 보청기 착용 후 변화된 음향환경에 

순응(acclimatization)하기 위한 적절한 기간이 주어지지 못 

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 결과 보다는 효과가 작았던 것으

로 본다. 특히 검사 결과 중 0 dB SNR에서 방향송화기가 

10.3% 정도의 향상을 보였는데, 이는 신호대잡음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방향송화기의 기능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

내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에서 주지할 또 다른 부분은 소음원이 후방

향인 0 dB SNR 조건에서 적응방향송화기를 사용힜을 때 

측정된 KSPIN점수와 5 dB SNR 조건에서 전방향송화기를 

사용했을 때 측정된 KSPIN 점수와의 관계이다. 두 점수 

분포에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p>0.05), 이는 적응방향송화기가 주로 후방향의 소음을 

제거하는 심장형태(cardiod mode)의 방향지수도 기능을 

가질 때 5 dB 정도의 신호대잡음비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

로 추정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심장형의 경우 약 4.8 dB

의 조음가중방향지수(articulation index-weighted direc-
tivity index, AI-DI)를 나타냈는데,6) 이는 본 연구에서의 

측정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호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부분 적응방향송화기가 우수

하다고 평가하였으나, 일부 대상자는 음량이 감소되어 큰 차

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디지털방향송화기

에서는 음량 감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주파수 보상 

기능(low frequency compensation)을 탑재하고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적용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적절한 적합과 디지털보청기의 기

술들을 방향송화기와 접목시킨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연구의 한계성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방향송화기가 갖고 있는 각 방향지수도에 대한 비

교연구와 다양한 각도에서의 소음 영향에 대한 평가가 요구

된다. 소음원은 항상 고정된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

이기 때문에 방향송화기의 성능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실험조건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방향

기능에 대한 실험실적 연구 외에도 보다 체계적인 설문지 등

을 통해서 실제 생활에서 보청기 착용자가 느끼는 혜택을 평

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의 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SUMMARY AND CONCLUS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소음상황에서 방향송화기의 방향지수

도가 어음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착용자의 선호도에 대

해서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즉, 소음상황에서 전방향송화기

에 비해 적응방향송화기가 어음인지능력의 개선효과와 보

청기착용자가 느끼는 선호정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였다. 

대칭성 중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자 10명을 대상으로 전방

향송화기와 적응방향송화기를 착용시킨 다음, 정면(0도)에서 

신호음을, 후면(180도)에서는 다화자소음원(babble noise)

을 제시하고, KSPIN 점수를 측정하여 어음인지능력의 향상 

정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검사 이후, 적응방향송화기의 선

호도를 조사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소음상황에서 전방향송화기에 

비해 적응방향송화기 조건에서 전반적으로 어음인지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호대잡음비 조건에 따

른 상황에서는 0 dB SNR에서는 적응방향성이 전방향성에 

비해 10.3%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5 dB SNR 조건에

서는 적응방향성이 전방향성에 비해 19.4%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0 dB SNR 상황에서의 적응방향성 조건

과 5 dB SNR에서 전방향성의 조건에서의 검사결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응방

향송화기가 +5 dB의 신호대잡음비의 개선 효과를 나타낸

다고도 할 수 있겠다. 착용자의 선호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울 만한 효과를 주지는 못할지라도, 5점 만점

에 평균 4점으로 대체로 적응방향송화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방향송화기는 전방향송화기에 비해 뒤쪽에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 어음인지에 더 큰 도움이 되고, 디지

털 보청기를 선호하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보다 많은 난청인으로부터의 자료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기

초적인 정보를 보청기 상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방향성 마이크·언어변별·KS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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