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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청각장애를 가진 경우, 난청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보청기와 인공와우 등의 보장구 착용을 시도하게 

된다. 보청기 기술의 발달로 신호대잡음비(signal-to-noise ratio, 

SNR), 가청 정도(audibility), 음질(sound quality) 등이 개선되

어 왔으나 보청기 착용만으로 난청인의 소음 하 의사소통 능력

이 만족스럽게 개선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다(Burk & Humes, 

2008). 그 이유는 보청기가 음향학적으로 SNR을 개선시켜주나 

개선된 SNR을 의사소통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

부는 기계가 아닌 난청인의 청각 인지능력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보청기 착용만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청능훈련을 함께 받는 것이 중요하다(Burk & Humes, 2008; 

Henshaw & Ferguson, 2013; Morais et al., 2015; Stecker et 

al., 2006). 청능훈련을 실시한 국내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서

로 다른 자극음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10주의 청능훈

련을 받은 후 보청기 착용군의 어음인지능력이 유의하게 향상

하였다(Cho et al., 2013; Kim & Lee, 2010; Kwon, 2014; Lee, 

2011; Yeo et al., 2014). 이러한 실증적 연구(evidence-based 

study)의 결과들로 청능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국내

의 경우 국외에 비해 훈련의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된 청능

훈련 도구가 비교적 부족한 실정이다.

문장을 이용하여 종합적 훈련을 시행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문장을 통한 훈련이 일상생활의 인지능력 향상에 유의한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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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Cho et al., 2013; Kwon, 2014; Yeo et 

al., 2014).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국내 청능훈련용 문장 도구

의 부족으로 한정된 개수의 문장을 훈련에 활용하였고, 반복

된 훈련을 시행할 경우 훈련 대상자가 문장을 예측 가능하다

는 한계점을 밝혔다. Humes et al.(2014)은 청능훈련의 도구 중 

하나로 5개 단어로 구성된 Hagerman-format 객관식형(mul-
tiple-choice) 문장을 사용하였다. 각 단어당 10개의 보기가 있

고 이를 통해 조합이 가능한 문장의 수가 105개이므로 대상자

가 훈련용 문장을 외우거나 예측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객관식

형 문장을 이용할 경우 보기 없이 들은 단어를 고르는 데 어려

움을 보이는 대상자에게도 활용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5개의 단어를 보기 

안에서 선택하는 객관식형(multiple-choice) 문장목록을 개발

하고, 청능훈련의 목적으로 활용가능한지 예비평가를 시행하였

다. 객관식 문장을 통해 보기가 있는 페쇄형 청능훈련을 시행할 

경우 보기의 개수 혹은 듣기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용이하며, 대

상자의 오류패턴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각 문

장에 포함된 5개의 단어를 집중하여 듣고 들은 단어를 기억하고 

선택해야 하므로 청자의 단기기억력 및 주의집중력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총 22명(남 13명, 여 9명)의 건청 대상자가 문장 음원의 개발

을 위한 검증에 참여하였다(평균 연령: 34.2세, 범위: 24~56세). 

대상자 모두 250~8,000 Hz 옥타브 단위의 주파수에서 양이 순

음청력역치가 15 dB HL 이하였고(Acoustic Analyzer AA1200; 

Starkey Hearing Technologies, Eden Prairie, MN, USA) 육

안 관찰 시 외이도와 고막에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문장음원의 개발 및 검증 절차

객관식형 문장음원의 개발은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의 수집, 

문장의 적절성 검증, 문장음원의 녹음 및 편집, 문장의 검증 순

으로 진행하였다.

1단계: 문장 내 단어의 수집 및 선정

본 연구에서는 객관식형 문장목록을 구성하기 위해 각 문장

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였다. 문장목록의 전반적인 구성

(general construction), 단어 선택(word selection), 화자 선택, 

녹음 및 합성 등을 위하여 International Collegium of Reha-
bilitative Audiology (ICRA)가 제시한 추천사항을 참고하였다

(Akeroyd et al., 2015).

각 문장은 “주어(name), 형용사(adjective), 목적어(object), 수

사(numeral), 동사(verb)”의 순서로 단어가 나열되도록 구성하

였다. Appendix에 제시한 예시로 살펴보면, 15개의 단어 보기의 

조합으로 “건우는(주어) 새로운(형용사) 책상(목적어) 두 개를(수

사) 산다(동사).” 혹은 “철수는(주어) 작은(형용사) 바구니(목적어) 

여덟 개를(수사) 받았다(동사).”의 문장 생성이 가능하다. 

먼저, ICRA (Akeroyd et al., 2015)의 추천사항을 참고하여 

50개 보기를 위한 예비 단어를 선정하였다. 선정 과정 시 연령, 

학력에 상관없이 다양한 대상자가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

래의 기준을 고려하여 단어를 수집하였다.

①0 훈련 시 단기기억의 영향을 고려하여 최대 4음절 이내의 

단어 선택

②0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고빈도 어휘에서 단어 선택

(참고: 한국어 사용빈도, 한국어 기본어휘 의미 빈도 사전)

③0 문장 내 어휘의 의미적 중립성 고려. 특히 전쟁, 성, 정치

와 관련된 단어 제외

④0 대법원에서 집계한 선호하는 출생자 이름 및 개명 시 선

호하는 이름 현황 고려

⑤0 주어에 해당하는 이름 선정 시 주어 뒤의 “~는”, “~가”의 

개수 균형화

⑥0 주어에 해당하는 이름 선정 시 남녀 성별에 따른 이름 균

형화

⑦0 명사, 수사, 동사에 해당하는 단어 선정 시 아동도 이해 가

능한 어휘에서 선택(참고: 한국어 초급 교재의 어휘 빈도

와 반복 및 반복 간격에 관한 연구, 등급별 국어 교육용 어

휘 등)

⑧0 동사에 해당하는 단어 선정 시 현재형(~한다)과 과거형(~

했다)의 개수 균형화

⑨0 단어 조합 시 동시조음(coarticulation), 연음 등의 자연스

러움 고려, 맞춤법 표기에서 발음 표기로 전환하여(참고: 

국립국어원 표준어 규정, 표준국어대사전) 과다한 경음화 

현상 등 발음상의 문제점 고려

⑩0 단어 내 음소의 균형과 한국어 음소 분포와의 유사성 고려

위의 기준을 참고하여 보기당 100개의 단어, 총 500개의 단

어를 1차 추출하였다. 본 객관식형 문장의 경우 단어의 조합으

로 완성되는 문장을 제시하게 되므로 각각의 단어뿐 아니라 단

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문장의 문법 및 의미상 부적절하거

나 부자연스러운지를 확인하여 해당 단어를 삭제하는 예비 실

험을 진행하였다. 

예비 실험을 통해 500개 단어 중 총 100개의 단어를 2차 선

정하였고 ICRA의 추천사항에 따라 최대한 단어 내 음소분포

가 한국어 음소 분포와 유사한지를 확인하였다. 음소분포를 확

인하기 위해 먼저 음소 빈도와 음절 분석을 시행하였다. 말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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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음절 빈도 분석을 위해 언어 빈도 분석 프로그램인 ‘SynK-
DP 1.5.2 (Synthesized Korean Data Processor 1.6, 일명 깜짝

새)’를 활용하였으며(Shin, 2008), 음소 빈도 분석을 위해 312,651

개의 한국어 음절 말뭉치를 토대로 한 Byun et al.(2005)의 결

과를 참고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발표한 음소 분포와 최대한 유사하도록 본 연

구의 문장 내 단어를 선정하였고, 2차 선정된 100개 예비 단어 

중 최종 50개의 단어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 선정한 

50개 단어 내 음소(초성 및 종성 자음, 모음)와 선행연구(Byun 

et al., 2005)의 음소(초성 및 종성 자음, 모음) 빈도 분포도를 

비교하여 Figure 1에 제시하였다.

2단계: 음원 녹음 및 편집

본 연구에서는 최종 선정한 50개의 단어로 조합 가능한 문

장 음원 1,500개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

(name), 형용사(adjective), 목적어(object), 수사(numeral), 동

사(verb)”의 순서로 단어를 조합하였을 때 문장이 자연스러울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전문 음향녹음 무음실에서 현

재 성우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화자의 목소리로 문장 내 동일한 

단어를 10번씩 반복하여 읽도록 녹음하였다. 녹음 시 Neu-
mann TLM 102 (Georg Neumann GmbH, Berlin, Germany) 

마이크로폰, Apogee PSX-100 (Apogee Electronics Corp, 

Santa Monica, CA, USA) analog to digital converter, Mac-
Book Pro (Apple INC Cupertino, CA, USA)를 사용하였다. 

마이크와 화자 사이의 거리와 강도가 일정하도록 유지하면서 

보통 대화속도로 녹음할 것을 지시하였다. 음원 제작 시 사용

한 표본화 주파수와 비트는 22,050 Hz와 16 비트였고 wav형식

의 파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Adobe Audition CC 2015 (Adobe Systems Inc, San Jose, 

CA, USA)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단어의 강도를 조절하였다. 

각 단어의 시작과 다음 단어 시작의 바로 앞부분을 포함하여 

분리하는 편집(cutting) 작업을 진행하였고, 동시조음(coartic-

Figure 1. Frequencies of phonemes re-
ported in the previous (Byun et al., 2005) 
and present studies (top: initial conso-
nant, middle: vowel, and bottom: final con-
so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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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ation)을 고려하여 분리된 단어를 임의 합성하여 1,500개의 문

장 음원을 제작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50개의 단어가 

1,500개의 문장음원 내에 같은 빈도수로 등장하게 하였다. 최

종 제작된 1,500개의 문장과 8명의 화자로 구성된 다화자소음

(Shin & Lee, 2010)을 믹싱하여 4가지 소음 하 듣기조건(0, 3, 

6, 9 dB SNR)의 음원을 제작하였다.

3단계: 건청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장음원의 검증 절차

문장 도구의 검증은 소음수준이 1분간 측정했을 때 45 dB 

LAeq 이하인 검사실에서 시행하였다(sound level meter, model 

TES-52A, TES Electrical Electronic Corp., Taipei, Taiwan). 

각 문장은 75 dB SPL에서 제시하였고, 청자는 정면에 약 1미터 

떨어져 위치한 컴퓨터 스피커(DB-Z400 G620; Samsung, 

Seoul, Korea)로 문장을 듣고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보기 중에

서 들은 단어를 선택하였다.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각 문장은 5

개의 단어로 구성되고 단어별로 각각 10개의 보기가 존재하므

로, 청자는 문장을 듣고 50개의 보기에서 들은 단어 5개를 차

례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객관식형 문장도구는 조

용한 상황뿐 아니라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

므로 조용한 상황과 소음상황 모두에서 도구의 검증을 시행하

였다. 가장 쉬운 상황인 조용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 순서로

(9, 6, 3, 0 dB SNR 순으로) 문장음원을 제시하였다. 문장 내 

단어 5개 중 몇 개를 맞추었는지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대상

자의 문장인지도를 확인하였다. 

4단계: 통계 분석

5개의 듣기조건(조용한 상황, 0, 3, 6, 9 dB SNR의 소음상황) 

간 문장인지도가 유의하게 달랐는지 확인하기 위해 듣기조건을 

그룹 내 독립변수로, 문장인지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반복측

정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SPSS 

version 20.0 (IBM Corp., Armonk, NY, USA)이었다.

RESULTS

검증 결과

5개의 듣기조건(조용한 상황, 0, 3, 6, 9 dB SNR의 소음상황)

에서 22명의 문장인지도를 측정하였다. 5개의 듣기조건 중 3개

의 듣기조건(조용한 상황, 9 dB SNR, 6 dB SNR)에서 22명의 

대상자 모두 100%의 문장인지도를 보였다. 3 dB SNR의 조건

에서는 22명 중 1명의 대상자가 98%의 문장인지도를 보였고 

나머지 21명 모두 100%의 정답률을 보였다. 0 dB SNR 조건의 

경우 4명의 대상자가 96~98%의 문장인지도를 보였고, 나머지 

18명은 100%의 문장인지도를 보였다. 평균 정답률을 통해 예

측할 수 있듯이 통계분석 결과 SNR에 따라 문장인지도가 다르

지 않아[F(1.2, 25.4) = 3.6, p ＞ 0.05] 소음레벨에 상관없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객관식형 문장음원을 듣고 맞추는 데 어려움

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DISCUSSIONS

본 연구에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5개의 단어를 보기 안에서 

선택하는 객관식형(multiple-choice) 문장목록을 개발하고 예

비평가를 시행하였다. 모든 문장은 “주어, 형용사, 명사, 수사, 

동사”의 단어 순서로 구성하였고, 5개의 단어로 조합 가능한 

105개의 문장 중 최종 1,500개의 문장을 선정한 후 녹음하였다. 

예비평가를 위해 조용한 상황과 소음상황 모두에서 건청 성인

이 문장을 듣고  50개의 보기 안에서 문장 내 5개의 단어를 모

두 옳게 기억하고 맞출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검증 

결과 소음 유무에 상관없이 각 문장에 포함된 단어를 95% 이

상 맞추었다. 이와 같이 정답률이 우수하였던 이유는 각 단어

당 10개의 동일한 보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건청

인이 이를 기억하고 맞추는 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

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5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객관식형 문장

을 사용한 Humes et al.(2014)은 ICRA 소음 속에서 객관식형 

문장을 제시하였을 때 문장보다 소음의 강도가 더 큰 조건에서 

40~70%의 문장인지도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보기를 통해 문장 내 단어를 맞추는 폐쇄형(closed-

set) 청능훈련 도구는 기존의 전통적인 개방형 훈련도구에 비

해 아래에 나열한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개방형 훈련에서

는 한정된 수의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훈련을 하게 되

므로 문장을 쉽게 예측하거나 경우에 따라 외울 수 있다. 이와 

달리 객관식형 문장은 여러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므로 많

은 수의 문장 생성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50개 단어의 조

합으로 최대 105개의 문장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사용

된 문장에 비해 문맥적 힌트 등을 통해 단어를 예측하기 어렵다. 

둘째, 객관식형 문장이므로 소음의 강도 등 듣기 조건을 변경하

지 않고도 보기의 수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으로 난이도 조절이 

용이하다. 어휘적 빈도(lexical frequency)를 고려하여 600개의 

고빈도 단어를 이용한 폐쇄형 청능훈련을 시행한 Humes et 

al.(2009)은 보기가 있는 청능훈련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기 없이 문장을 따라 말하는 인지능력이 개선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즉, 폐쇄형 혹은 객관식형 청능훈련 도구가 일상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셋째, 훈련시행 후 채점이 편리하며 보기 안에서 답을 고르므

로 대상자의 오류패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넷째, 청자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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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제시한 보기 안에서 들은 단어를 맞추게 되므로 심리적으

로 더 편안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다. 실제로 폐쇄형과 개방형 

청능훈련 모두에 참여한 난청인이 폐쇄형 청능훈련 시 보다 편

안하고 흥미로웠다고 답하였고 개방형 청능훈련 시 다소 초조

하고 좌절감을 느꼈다(Lee, 201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60대 

이상의 노년층 청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노인 청자를 대상으로 객관식형 문장 도구의 검증을 지속

해야 한다.

최근에는 한 가지 종류의 자극음을 단순히 따라 말하는 기

존의 훈련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자극음을 활용

한 연구가 다수 보고되었다(Humes et al., 2014; Lee, 2015; 

Tye-Murray et al., 2012). Humes et al.(2014)은 5가지 종류의 

훈련 자극음을 사용하였고, Lee(2015)는 총 4가지의 개방형 혹

은 폐쇄형 훈련을 시행하였다. 다화자 혹은 단화자의 음원을 

이용하여 청능훈련을 총 93명의 난청인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청능훈련을 시행한 Tye-Murray et al.(2012)은 6주간의 청능훈

련 효과만을 측정한 것뿐 아니라 훈련도구에 대한 부정적인 혹

은 긍정적인 면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주관적인 훈련 효과와 

훈련 시 대상자가 얼마나 즐겼는지 정도는 관련성이 없었고, 향

후 보다 즐길 수 있고 덜 지겨운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

혔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청능훈련용 음원으로는 환경음

(Ahn & Lee, 2016), 가로세로 단어퀴즈(Baek & Lee, 2016), 문

장(Jang & Lee, 2016), 이야기(Lim & Bahng, 2016) 등이 있으

나 난청인을 대상으로 소음 상황에서의 검증이 더 필요하다. 향

후 연구에서는 난이도 조절을 통하여 훈련 시 대상자가 너무 어

려움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즐겁게,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

도록 훈련 절차를 정립해야겠다. 또한, 단순히 반복하여 말하기

보다는 청각적 집중력, 단기 및 장기 기억, 연상 활동을 포함하

는 종합적 청능훈련 도구의 개발이 지속되어야겠다.

중심 단어0:0 객관식형 문장·소음 하 청능훈련·폐쇄형 청능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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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Examples of 5-word sentences for auditory training

Name Adjective Object Numeral Verb

건우는 새로운 책상 한 개를 본다

철수는 작은 의자 두 개를 받았다

유진이가 멋진 바구니 여덟 개를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