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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어음을 이용한 청력검사기가 1920년 대 중반 처음으로 개발

된 이래 다양한 검사방법과 검사장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다(McArdle & Hnath-Chisolm, 2009). 특히 제 2차 세

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전시에 청력이 손상된 군인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좀 더 체계화된 어음을 이용한 보청기 평가 방

법들이 개발되었으며, 어음인지능력과 검사강도와의 상관관계 

등을 연구하면서 더 많은 발전을 해왔다. 어음청각검사(speech 

audiometry)는 단음절, 이음절, 문장 등을 이용하여 청력역치 

및 어음인지도를 측정하는 검사를 의미한다(Lee et al., 2014). 

이러한 검사 결과는 보청기, 인공와우(cochlear implant) 등 청

각보조장치의 착용효과, 청능재활의 평가 및 중추청각장애

(central auditory processing disorder, CAPD)를 평가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Lee et al., 2010).

일반인 뿐만 아니라 학령기 및 학령전기 아동들에게도 어음

을 이용한 청각검사방법은 비언어음을 이용한 청각검사보다 의

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에 타당하며, 특히 아동의 청력역치검

사에서 순음으로 측정하는 것보다 더 높은 성공률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또한 최근 보청기 및 인공와우 시술을 받는 아동

이 증가하면서 보청기 적합 또는 수술 후의 재활에 대한 관심

이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보장구를 착용한 후 재활과정에 있

는 아동들의 경우, 순음청각검사만으로는 종합적인 청각능력

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반드시 어음청각검사를 통해서 

보완해야 한다. 그러므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음청

각검사는 정확한 청력손실의 측정과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증폭 및 청능재활을 가능케 할 것

이다. 

어음을 사용하는 청각검사는 어느 정도 신뢰성과 동질성이 

있는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얻기 위하여 검사어표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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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절차의 표준화도 요망된다. 이러한 표준화를 위해서는 공

업규격에 맞는 어음청력기기, 성능이 우수한 전기음향기기, 잡

음을 차단하는 방음실, 녹음 방식 등이 필요 요건이다. 대부분

의 선진국에서는 국제표준협회(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권장하는 어음청각검사 방법(ISO 

8253-3, 1996)을 국가표준에 적용해서 자국의 어음청각검사방

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표준에서 

권장하는 절차에 따른 어음청각검사방법의 개발이 이루어졌으

며(KS I ISO 8253-3, 2009; Lee et al., 2010), 일부 내용은 개

정된 국제표준에 등록되어 있다(ISO 8253-3, 2012). 

한국어음청각검사 도구의 개발

한국어음청각검사(Korean Speech Audiometry, KSA) 방법

에 대한 국가표준(KS I ISO 8253-3, 2009)은 기존의 연구결과

(Hahm, 1986; Byun et al., 2007)와 국제표준(ISO 8253-3, 

1996)의 권장사항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이 표준에 제시되어 

있는 한국어음은 어음인지역치(speech recognition threshold, 

SRT) 검사를 위한 이음절 어표(bisyllabic word list, BWL), 단

어인지도(word recognition score, WRS) 검사를 위한 단음절 

어표(monosyllabic word list, MWL), 문장인지도(sentence 

recognition score, SRS) 검사를 위한 문장표(sentence list, 

SL)로 구성되어 있다. 이음절 어표, 단음절 어표 및 문장표의 

어음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국가표준화 

기술개발사업의 연구결과에 의해 주파수, 강도 및 어표간 난이

도를 고려하여 제작한 CD 음원을 첨부하였다. 피검자는 연령

에 따라서 일반(adult, A), 학령기 아동(schooler, S) 및 학령전

기아동(preschooler, P)으로 구분한다.

국가표준 이음절 어표(KS-BWL), 단음절 어표(KS-MWL) 

및 문장표(KS-SL)는 각 연령대에 적합하도록 일반용(만 13세 

이상), 학령기용(만 6∼12세) 및 학령전기용(만 3∼5세)으로 각

각 나누어 제작하였다(Cho et al., 2008a; Cho et al., 2008b; 

Han et al., 2011; Jang et al., 2008a; Jang et al., 2008b; Kim 

et al., 2008a; Kim et al., 2008b; Lee et al., 2010). 이러한 어표

를 사용하는 어음청각검사의 기본적인 절차는 국가표준(KS I 

ISO 8253-3, 2009)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으며 해석방법을 포

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지침서(Lee et al., 2010)에 수

록되어 있다. 

어음청각검사 도구의 임상적용

임상적으로 어음청각검사 결과는 이과적 치료, 보청기적합, 

청능재활 전후의 어음인지능력을 비교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점수 변화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최근 여러 연구들이 개발된 한국어음청각검

사의 각 연령대에 따른 단음절 어표, 이음절 어표 및 문장표에 

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정을 국제표준(ISO 8253-3, 2012)

에서 권장하는 방법에 따라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Jin & Lee, 2015; Kim et al., 2015; Lee et al., 2015; Lee & 

Lee, 2014; Yoon & Lee, 2015). 

이 연구들의 특징은 재검사 신뢰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상관

분석과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 외에 95% 예측

구간(prediction interval, PI)을 제시하였다. 예측구간은 개개

인의 신뢰구간을 의미하는 용어로써 집단의 신뢰구간과 구분

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전구간에 대한 

검사-재검사 점수의 상관분석, 평균과 표준편차(standard de-
viation, SD)의 분석 및 신뢰구간을 구하였고, 둘째, 국제표준

(ISO 8253-3, 2012)에서 권장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문장인지

도를 50%, 60%, 70%, 80% 및 90% 점수구간으로 구분하여 구

간별 예측구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점수대별 예

측구간에 근거하여 임상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각각의 단

어인지도 또는 문장인지도에 대한 점수 별(0점~100점) 95% 예

측구간을 제시하여 개인의 재검사시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예측구간의 특징은 단어인지도와 문장인지도 모두 

재검사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기 위해서는 기본검사점수, 

즉 치료 또는 훈련 전에 측정한 점수가 중간지점(50점) 부근일 

때가 양측 끝 지점(0점, 100점)에 가까울 때보다 더 많은 점수

차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문장인지도의 예측구

간이 단어인지도 예측구간보다 더 넓어서 재검사신뢰도 측면에

서 단음절 어표를 사용할 때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CONCLUSION

어음청각검사는 순음청각검사와 더불어 청력측정에 필수적

인 검사도구이다. 최근 개발한 한국어음청각검사 방법은 국제

표준에서 권장한 방법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검사절차를 준

수하여 측정한 결과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반용 단

음절표와 문장표를 사용한 어음청각검사의 재검사에서 개개인

의 예측구간은 전국적 분포의 충분한 피검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임상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

단한다. 하지만 학령기와 학령전기 아동은 대상수가 적고 지역

적으로 편포되어 있어서 임상 적용시 주의가 필요하며 추가 자

료를 보완한 다음 예측구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소음

하 어음청각검사의 예측구간도 구축하면 임상에서 더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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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0:0�어음청각검사·한국표준·검사-재검사 신뢰도·신

뢰구간·예측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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