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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청각장애인의 난청 종류, 정도, 형태 등을 평가하기 위해 순

음을 사용하여 주파수별 청력역치를 측정한다. 그러나 순음청

력역치만으로 실제 의사소통 시 사용하는 다양한 청각적 능력

을 평가하기는 제한적이다(Killion & Niquette, 2000). 이를 보

완하기 위해 청능사(audiologist)는 어음청각검사를 시행하여 

난청인의 어음 인지 능력과 의사소통 장애의 정도를 평가할 뿐 

아니라 보장구 착용 혜택을 파악하고 청각재활을 계획하는 데 

활용한다(Killion et al., 2004). 

미국의 경우 1910년에 Campbell이 전화 채널을 평가하기 위

해 무의미음절 목록을 제작한 것을 시작(Campbell, 1910)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고자 만든 도

구들이 어음청각검사용 도구로 확장되었다. Hudgins et al.

(1947)이 녹음한 이음절어 목록은 어음에 대한 민감성을 평가

하는 데 사용되었고, Egan(1948)이 개발한 Harvard Psycho-
acoustic Laboratory (PAL) 목록은 추후 단음절, 이음절, 문

장, 무의미음절 목록 등으로 확장되었다. Harvard PAL 목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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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을 수정 보완하여 1952년에 Central Institute for the Deaf 

(CID) W-1, W-2, W-22 목록 등으로 발표되었고(Hirsh et al., 

1952), CID W-22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Northwestern Univer-
sity Auditory Test No. 6가 개발되었다. 그 외 학령기 아동을 위

한 Bench-Kowal-Bamford (BKB) 문장 검사 도구(Bench et al., 

1979), 일상생활 문장을 이용하는 CID 문장 검사(Silverman & 

Hirsh, 1955) 등이 발표되었다.

국내의 경우 1960년대 당시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단어들로 

구성한 단음절어표(Hahm, 1962)가 발표되어 임상에서 사용되

어 왔으나 검사를 위한 표준화 작업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2005년 국내 조사 연구에 의하면 80개의 전국 수련병원에서 표

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13종의 서로 다른 단음절어표를 사용

하고 있다고 하였다(Byun et al., 2005). 또한 기존에 개발된 검

사어표는 일반 성인용으로 개발되어 유소아 및 아동을 대상으

로 시행하기 어렵고 육성으로만 검사를 진행해야 해서 기관 간 

결과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

하여 2010년에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CD 음원을 통해 이

음절, 단음절, 문장인지도 검사가 가능한 한국어 어음청각검사 

도구가 제작되었다(Lee et al., 2010).

위에서 설명한 검사 도구들은 모두 소음이 없는 조용한 듣기 

환경에서 어음 인지 능력을 평가하도록 개발된 도구들이다. 조

용한 듣기 환경에서 시행한 어음청각검사 결과는 가청 정도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거나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

할 때, 그리고 보청기 혹은 인공와우 착용 대상자를 선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다양한 소음 속

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조용한 환경에서 단어만을 제

시하는 검사 결과로 소음이 존재하는 일상생활 속 의사소통 능

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Killion & Niquette, 2000; Kil-
lion et al., 2004; Kollmeier et al., 2015; Nilsson et al., 1994), 미

국, 영국 등의 의료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소음 하 문장인지 평

가 도구를 개발하였고 검사를 위한 표준화 작업을 시행하였다. 

현재까지 개발된 소음 하 문장인지 평가 도구는 목표 문장과 

소음의 강도 레벨을 조절하는 방법에 따라 고정형(fixed) 혹은 

변동형(adaptive) 검사로 구분한다. 고정형 소음 하 문장인지 

검사에는 Speech Perception in Noise test (SPIN) (Kalikow et 

al, 1977), Connected Speech Test (CST) (Cox et al., 1987), 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 (Boothroyd et al., 1985) 등

이 있다. SPIN, CST, CUNY 검사 모두 1970~1980년대에 고안

된 검사 도구로 하나의 고정된 신호대잡음비(signal-to-noise 

ratio, SNR)에서 문장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백분율로 산출한

다. SPIN 검사의 경우 다화자잡음(multitalker noise) 속에서 문

장 내 문맥적 단서로 목표 단어를 예측하기 쉬운(high-predict-
ability, HP) 문장 25개, 예측하기 어려운(low-predictability, 

LP) 문장 25개로 구성되어 있다. SPIN 검사는 소음 하 문장인

지 능력을 백분율로 점수화하는 것 외에 HP와 LP 목록 간 결

과 차이를 통해 청자가 문맥 단서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 지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CST 검사의 경우 보청기 혜택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검사 시작 전 청자에게 각 

구문의 주제를 말해준 후, 청자에게 다화자잡음 속에서 10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구문을 제시하여 청자가 각 구문에 포함된 

25개의 중심 단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였는지 백분율로 

점수화한다. CUNY 검사의 경우 조용한 상황(65 dBA) 혹은 다

화자잡음을 이용한 소음 하 상황(10 dB SNR)에서 3~14개의 단

어를 포함하는 문장을 제시하여 검사를 시행한다. CUNY 검사 

도구는 12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72개의 목록을 포함하므로 다

른 검사 도구에 비해 문장 목록의 수가 많으며, 채점을 위해 목

록 내 총 102개의 단어에 대한 대답을 기준으로 백분율로 점수

화한다.

위에 나열한 고정형 소음 하 문장인지 검사 도구 모두 백분율

로 검사 결과를 산출하므로 난청인 상담 시 정보를 전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형 소음 하 문장검사의 경

우 고정된 SNR 조건을 사용해야 하므로 어떤 난청인에게는 너

무 쉬워 천장효과(ceiling effect)를 보이거나 어떤 대상자에게는 

너무 어려워 바닥효과(floor effect)를 보일 수 있어 인지도 변화

를 적절하게 평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Vaillancourt et al., 

2005).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SNR에서 고정형 

소음 하 검사를 시행할 경우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또 다

른 임상적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이 외에 결과 산출을 위해 검

사자가 직접 백분율로 계산하는 등 부수적인 수고도 요구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청자의 반응에 따라 자극음 혹은 

소음의 강도를 변화하는 변동형(adaptive) 소음 하 문장인지 

검사 도구가 다수 개발되었다. 변동형 소음 하 문장인지 검사에

서는 대상자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SNR에서 문장을 제시하

기 시작하여 대상자가 정반응을 보이면 SNR을 낮추고 오반응

을 보이면 SNR을 높이는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변동형 

검사의 경우 어떠한 알고리즘을 통해 SNR이 변동되는지, 대상

자의 소음 하 인지도 결과를 산출하고 판독하는 방법 등에 있

어서 서로 다르다. Soli & Wong(2008)은 소음 하 어음인지 검

사 시 자극음 및 소음의 특성, 검사 환경, 대상자, 검사 절차 등

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검사 도구의 개발 시 이러한 요

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종설에서

는 국외 임상 및 연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변동형 소

음 하 문장인지 검사 도구의 특성을 파악하여 1) 각 검사 도구

에서 목표 문장과 배경 소음을 어떻게 구성하였고, 2) 어떠한 방

법으로 변동형 검사를 시행하며 점수화하는지, 3) 결과 판독을 

위한 규준 및 판독 방법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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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구의 특성, 장단점 등을 이해하여 향후 한국어판 변동형 

소음 하 문장인지 검사 도구의 개발에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RevIew Of aDapTIve seNTeNCe-IN-
NOIse TesTs

현재 미국 및 유럽 등의 의료 선진국에서 다양한 변동형 소

음 하 문장인지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임상 및 연구의 목적으

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Hearing in Noise Test (HINT), Nilsson 

et al., 1994; Quick Speech-in-Noise test (QuickSINTM), Ety-
motic Research, 2001, Killion et al., 2004; Matrix test, Ake-
royd et al., 2015]. 각 검사 도구에서 사용한 목표 문장과 배경

소음의 구성, 검사 절차 및 점수화 방법, 검사의 규준화 및 결

과 판독 방법의 순서로 각 검사 도구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Sources of target sentences and background noise

소음 하 문장인지 검사에서는 소음 속에서 문장을 제시하고 

문장 전체 혹은 문장 내 중심 단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

는지를 평가한다. 자극음으로 사용하는 문장과 배경 소음의 특

성이 검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도구 개발 시 문장

의 추출 및 구성, 소음 제작 등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 대표적으

로 많이 사용되는 변동형 소음 하 문장인지 검사 도구인 HINT 

(Nilsson et al., 1994), QuickSIN (Killion et al., 2004), Matrix 

(Wagener et al., 1999a, 1999b, 1999c)에서 어떻게 목표 문장과 

소음을 구성하였는지 자세한 정보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미국식 영어판 HINT 검사에 대해 살펴보면(Nilsson et al., 

1994) 문장을 새로 발췌하지 않고 기존의 영국식 영어 문장인 

BKB (Bench et al., 1979) 문장을 미국식 영어로 수정하여 

HINT 검사용 문장을 1차 추출하였다. BKB 문장은 8~15세 영

국 초등학생의 표현 어휘를 위주로 추출한 간단하고 길이가 짧

은 문장이다. 이와 같이 저학년 초등학생이 읽기 가능한 일상 

대화 속 짧고 쉬운 문장을 활용한 이유는 문장 내 단어의 어휘

적(lexical) 특성, 문장의 문법적 복잡성, 문장 길이 등의 요소

가 대상자의 어음 인지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

해서이다. 1차로 추출된 문장 후보 중 자연성(naturalness) 검

사에서 통과한 문장만을 목표 문장으로 포함하였다. 최종 250

개의 문장(총 25개 목록, 목록당 10개의 문장)을 남성 화자가 

녹음한 후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하였고 각 음원의 실효값(root 

mean square)을 동일하도록 조절한 후 최종 음원의 음질, 명료

도 등을 확인하였다. Table 1에 제시하였듯이, HINT 검사에서

는 어음 스펙트럼을 가진 비유동 소음(stationary speech spec-
trum noise)을 사용한다. 비유동 소음은 시간에 따라 변동적 특

성을 보이지 않으므로 여러 시간 구간마다 동일한 스펙트럼을 가

진다. 1~2명의 화자가 이야기하는 배경어음(competing speech)

을 사용할 경우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어 검사 도구의 생태학적 타당도(ecological validity) 면에

서 더 우수할 수 있다. 그러나 1~2명 화자의 배경어음을 제시할 

경우 음향적 차폐(energetic masking)와 의미적 차폐(informa-

tional masking)의 영향이 모두 존재하므로 두 가지 차폐의 영

향을 구분하기 어렵다. HINT 검사는 청자의 청력이 소음 하 

어음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주 목적을 두므로 상위 

단계에 속하는 의미적 차폐의 영향이나 인지 능력 및 기억력 등

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비유동소음을 제작하여 제시하였다. 

HINT 검사는 미국식 영어 외에(Nilsson et al., 1994) 15개의 언

어로 개발되어 있다(Table 1). 이 중 한국어판 HINT 검사 도구

는 2008년에 발표되었는데(Moon et al., 2008) 개발 후 검사를 

위해 표준화가 일부 진행되었다. 한국어판 HINT 검사 도구는 한

국어로 개발된 유일한 변동형 소음 하 문장인지 검사 도구이나, 

일반적인 컴퓨터가 아닌 고가의 장비(HINT pro, Bio-logicⓇ 

sys., Mundelein, IL, USA)만을 통해서만 검사가 가능하여 국내 

소규모 임상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고 현재 한국어판 HINT 

검사 도구의 판매가 중지되어 더 이상 구입이 불가능하다.

2004년에 발표된 Quick Speech-in-Noise Test (QuickSINTM) 

검사는 Speech-in-Noise (SINTM, Elk Grove Village, IL, USA) 

(Etymotic Research, 1993) 도구를 수정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Killion et al., 2004). 

QuickSIN 검사에서는 4명 화자의 배경 어음(competing speech) 

속에서 여성 화자가 녹음한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
tronics Engineers (IEEE) 문장을 목표 문장으로 제시한다. 

IEEE 문장은 비교적 문맥적 단서가 많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Killion et al.(2004)은 최종 QuickSIN 문장 목록을 추출하기 

위해 25명의 건청인에게 여러 저주파수통과(low-pass) 필터 조

건에서 다양한 목록 내 문장을 제시하여 평균 값에서 ± 2.2 dB 

이내의 결과를 보이는 목록을 최종 추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리스트 간 동질성이 확보된 12개의 기본검사 목록(목록 

1~12), 연구용으로 추가한 3쌍의 문장 목록(목록 13/14, 15/16, 

17/18), 연습용 목록 3개(목록 A, B, C)를 최종 목록으로 포함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방향성 마이크로폰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록(목록 1~12와 다화자잡음을 서로 다른 채널에 녹음), 

급경사형(ski-slope) 난청인을 위한 목록(목록 1~12, 13/14, 

15/16에서 고주파수만 30 dB 증가한 목록), 보청기 효과를 평

가하기 위한 목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QuickSIN 

목록은 6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장은 목표 단어 5

개를 포함한다. 채점 시 5개의 중심 단어를 얼마나 옳게 인지하

였는지를 통해 50% 인지도를 보이는 SNR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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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T 검사와 QuickSIN 검사 모두 소음이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청자가 얼마나 듣기 어려운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

다. 청자가 일상적으로 비유동 소음뿐 아니라 여러 화자가 이야

기하는 유동적(fluctuating) 소음 또한 자주 접하게 되므로 

QuickSIN 검사 도구의 개발자들은 검사 도구의 안면타당도

(face validity)를 높이고자 실제 의사소통에서 자주 접하는 배

경 소음을 검사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보통 3~4명이 같이 대화

하는 상황에서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 4

명의 화자(남성 1명, 여성 3명)가 동시에 이야기하는 다화자잡

음을 QuickSIN 검사 도구의 배경 소음으로 사용하였다. 

Matrix 소음 하 문장인지 검사 도구는 Hagerman(1982)이 개

발한 스웨덴어 버전 객관식 문장에 기반하여 다양한 언어 버전

으로 검사 도구가 확장되었다. Matrix 검사에서는 10개의 행, 5

개의 열로 이루어진 10 × 5 행렬(Matrix)에 포함된 단어의 조

합으로 생성 가능한 문장을 사용하며, 각 문장은 주어, 동사, 

수사, 형용사, 목적어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Table 1. A comparison of target sentences and background noise among the HINT, the QuickSINTM, and the matrix sentence test 

Test
Sources of target 

sentences

Total number 
of sentences 

and lists

Gender 
of talker

Type of noise
Other multilingual versions
(sorted by published year)

HINT 
(Nilsson et 
al., 1994)

Adaptation of 
existing 
Bamford-
Kowal-Bench 
sentences

250 sentences 
for 25 lists 
(10 sentences 
per list)

Male Stationary speech-
shaped noise whose 
long-term spectrum is 
matched to the 
long-term spectrum 
of speech material

Canadian French HINT (Vaillancourt et al., 2005,
2008), Cantonese HINT (Wong & Soli, 2005;
Wong, 2008), Swedish HINT (Hällgren et al.,
2006), Mainland Mandarin HINT (Wong et al., 
2007), Brazilian Portuguese HINT (Bevilacqua
et al., 2008), Bulgarian HINT (Lolov et al., 2008), 
Castilian Spanish  HINT (Huarte, 2008),
Japanese HINT (Shiroma et al., 2008), Korean
HINT (Moon et al., 2008), Latin American
Spanish (Baron de Otero et al., 2008),
Malay HINT (Kar Quar et al., 2008), Norwegian
HINT (Myhrum &  Moen, 2008), Taiwanese 
Mandarin HINT (Wong & Huang, 2008),
Turkish HINT (Cekic & Sennaroglu, 2008),
Danish HINT (Nielsen & Dau, 2011) 

QuickSINTM

(Killion et 
al., 2004)

Adaptation 
(shortening) 
of existing 
SINTM 

test (IEEE 
sentences)

108 sentences 
for 18 lists 
(12 lists for 
basic test, 6 
additional 
lists for 
research)
(6 sentence per 
list)

Female Four-talker competing 
speech noise

Matrix 
Sentence 
Test 
(Wagener 
et al., 
1999a, 
1999b, 
1999c)

Creation of a 
new sentence 
test based 
on a 5 × 10 
word  
matrix with 
columns 
containing ten 
names, verbs, 
numbers, 
adjectives and 
objects

200 sentences 
for 10 lists (20 
sentences per 
list)

Male Stationary speech- 
shaped noise whose 
long-term spectrum is 
matched to the long- 
term spectrum 
of speech material

Danish (Wagener, 2003),  Swedish (Wagener,
2004),  British English (Hewitt, 2007), Norwegian 
(Øygarden, 2009), Polish (Ozimek et al., 2010), 
Spanish (Hochmuth et al., 2012), French (Jansen 
et al., 2012), American English (Zokoll et al., 
2013), Dutch (Houben et al., 2014), Finnish
(Dietz et al., 2014), Russian (Warzybok et al.,
2015), Italian (Puglisi et al., 2015), Turkish
(Zokoll et al., 2015), Australian English
(Kelly et al., 2016)

SNR-50: signal-to-noise ratio where correct sentence recognition of 50% occurs, SINTM: Speech-in-Noise,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HINT: Hearing in Noise Test, QuickSINTM: Quick Speech-in-Nois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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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문장 내 단어 선택 시 해당 언어의 음소 빈도 및 분포도, 

어휘의 친숙도, 사용 빈도, 자연성, 중립성, 이름(주어)의 선호

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문장의 자연성, 난이도, 타당도, 적

절성 등을 평가한 후 문장 음원을 녹음한다. Matrix 문장 검사

에서는 목표 화자의 어음의 스펙트럼을 배경 소음에 최대한 반

영하기 위해 목표 화자가 발화한 문장 여러 개를 선택한 후, 각 

문장의 시작점을 달리한 채 최소 30회 이상 겹치게 하여(su-
perimpose) 일반 어음이 아닌 해당 목표 화자가 발화한 문장의 

장기평균스펙트럼을 가지는 소음을 배경 소음으로 사용한다.

앞서 소개한 HINT와 QuickSIN 검사 도구는 대상자가 문장

을 듣고 들은 대로 따라 말해야 하는 보기가 없는(open-set) 

형식의 검사이다. Table 1에 제시하였듯이 HINT 검사 도구에는 

총 250개의 문장이, QuickSIN 검사 도구에는 총 108개의 문

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한정된 개수의 문장을 검사에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대상자가 문장을 외우거나 학습효과

가 발생할 수 있다. Matrix 검사 도구에서는 5개의 단어(주어, 

동사, 수사, 형용사, 목적어)당 10개의 보기가 존재하며 10 × 5 

행렬(Matrix)에 포함된 단어의 조합으로 총 105개의 문장을 생

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학습효과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

고 반복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Matrix 검사

는 대상자가 직접 컴퓨터를 활용하여 들은 단어를 직접 선택하

게 할 수 있어 문장의 제시 속도를 본인이 조절할 수 있고 검사

자의 수고가 덜 요구된다는 장점이 있다. 

Table 1에 나열하였듯이 현재 14개의 언어 버전으로 Matrix 

소음 하 문장인지 검사 도구가 개발되었고, 이 외에 한국어, 아

랍어, 페르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히브리어, 힌두어 등의 언어로

도 개발 진행 중이다(Yi, 2006). 모든 다국어판 Matrix 검사 도구

에서 10 × 5 행렬(Matrix)을 사용하며 유사한 방식으로 문장을 

선정하므로 문장의 복합성 혹은 문맥적 단서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대상자에게 검사를 진행할 때 10 × 5 

행렬(Matrix)을 통한 객관식 검사가 가능하므로 대상자의 모국

어를 몰라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 임상적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Test procedure and scoring formula

변동형 소음 하 문장인지 검사에서는 어떻게 목표 문장과 배

경 소음을 제시하며, 변동형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몇 dB 단위

로 어떻게 SNR을 조절하는지, 어떤 듣기 환경에서 검사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어떤 방법을 통해 점수화 하는지에 따라 검사 결

과가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HINT, QuickSIN, Matrix 검사 도

구 각각에서 위의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기 

위해 Table 2에 이를 정리하였다.

HINT 검사에서는 소음의 강도를 항상 65 dB(A)에서 제시

하며 대상자의 반응에 따라 목표 문장의 강도를 올리거나 내린

다. 조용한 상황과 소음이 있는 조건에서 문장을 제시하여 청

자의 소음 하 문장인지 능력을 SNR로 산출한다. 먼저 소음이 

없는 조용한 상황에서의 검사를 진행하며, 이때 20 dB(A)에서 

문장을 제시하여 대상자의 대답에 따라 4 dB 간격으로 문장의 

강도를 조절한다[단위: dB(A)]. 그 다음 순서로 소음이 있는 조

건에서 소음 하 문장인지 능력을 측정하며 50%의 인지도를 보

이는 SNR 지점을 찾는다. HINT 검사에서 구한 문장인지역치

를 reception threshold for sentences (RTS)라 표현하며 dB 

SNR의 단위로 결과를 기록한다. 

HINT 검사에서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 4개의 연습용 문장

을 이용하여 친숙화를 거친 후 20개의 문장을 검사용 문장으

로 제시한다. 검사 시 협차법(bracketing method)을 이용하여 

검사가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지 않도록 한다. 20개의 문장 중 

1번 문장의 경우 문장 내 단어를 모두 맞출 때까지 4 dB 간격

으로 문장의 강도를 증가한다(ascending). 만약 1번 문장을 옳

게 맞춘 레벨이 52 dB(A)이었다면 2~4번 문장을 제시하고 대

상자의 대답에 따라 4 dB 간격으로 문장의 강도를 변화시킨다

(맞추면 내리고 틀리면 올림). 나머지 5~20번까지의 16개 문장의 

강도는 2 dB 간격으로 조절한다. 5~20번 문장의 RTS와 20번 문

장에 대한 정반응/오반응 여부를 기준으로 한 21번 문장의 RTS

를 구하여 최종 RTS에 해당하는 역치를 구한다.

HINT 검사에서는 항상 대상자의 정면(0°)에서 목표 문장을 

제시하며, 소음은 대상자를 기준으로 정면(0°), 오른쪽(90°), 왼쪽

(270°) 방향에 위치한 스피커 중 하나에서 제시한다. 대부분의 

문장 인지 검사 도구에서는 문장 내 중심 단어를 몇 개 맞추었

는지를 점수화(keyword scoring)하여 결과를 판독하나, HINT 

검사에서는 청자가 문장 내 단어를 옳게 따라하는 경우에만 정

반응을 보였다고 인정한다(영어에서 “a” 혹은 “the” 간 오류, 

“is”와 “was” 간 오류와 같은 미미한 실수는 제외). 즉, 문장 내 

단어 한 개만 놓쳐도 오반응으로 평가하므로 SNR이나 검사 환

경 등의 변화에 보다 더 민감한 특징을 가진다.

QuickSIN 검사에서는 고정된 강도에서 목표 문장을 제시하

고 대상자의 반응에 따라 소음의 강도를 변화시킨다. HINT 검

사와 다르게 대상자의 청력에 따라 검사 시작 레벨이 다른데, 

대상자의 평균 순음청력역치가 45 dB HL 이하라면 70 dB HL

에서 목표 문장을 제시하고, 평균순음청력역치가 45 dB HL 초

과라면 대상자가 크지만 듣기 좋다(“loud but ok”)고 답한 레벨

에서 문장을 제시한다.

QuickSIN 검사에서는 대상자의 반응에 상관없이 25 dB 

SNR에서 시작하여 5 dB 간격으로 SNR을 감소시킨다(descend-
ing paradigm). 각 목록에 총 5개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첫 번째 문장은 25 dB SNR에서 마지막 여섯 번째 문장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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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SNR에서 제시하게 된다. 다른 검사와는 달리 수정상승법

을 이용하지 않고 각 dB SNR에서 문장 한 개씩 제시하게 되므

로 검사 소요시간이 매우 짧다는 특징을 가진다. QuickSIN 검

사 목록 한 개를 이용할 경우 검사를 진행하는 데 약 1분이 소

요되며, 진단의 목적을 위해서는 검사를 2회 시행한 후 결과를 

평균하여 판독할 것을 권장한다(Killion et al., 2004). 또한 

QuickSIN 검사는 음장뿐 아니라 헤드폰이나 삽입형 이어폰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QuickSIN 문장 검사에서는 대상자가 50%의 소음 하 문장인

지도를 보이는 SNR을 구할 때 Spearman-Ka¨rber 공식(Finney, 

1952)을 이용하며, 그 공식은 Eq. [1]과 같다.

i + 1/2(d) - (d)(# of correct sentences)/(w) = SNR for 50%  [1]

i = initial presentation level in dB SNR

d = step size for level decrement

w = the number of words per decrement

QuickSIN 검사 도구는 목록당 30개의 중심단어를 포함하며

(목록 내 6개의 문장, 문장당 5개의 중심 단어) 총 30개의 중심 

단어 중 몇 개를 옳게 맞추었는지를 계산하여 SNR을 구한다. 

예를 들어 어떤 난청인이 총 30개의 중심 단어 중 20개를 맞추

었다면 위의 Spearman-Ka¨rber 공식을 적용하였을 때 i = 25 

(문장의 첫 제시레벨이 25 dB SNR), d = 5(5 dB 간격으로 강

도 조절), w = 5이다(문장당 5개 중심 단어 포함). 이를 대입하

여 계산하면 대상자가 50%의 소음 하 문장인지도를 보인 SNR

은 7.5 dB이다(25 + 1/2(5) - 5(20)/(5) = 25 + 2.5 - 20 = 7.5).

QuickSIN 검사에서는 50% 인지도에 해당하는 SNR을 구하

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청인이 50% 인지도를 보이는 평균 SNR 

수치와 난청인 대상자의 수치 차이를 비교하여 SNR loss를 구

Table 2. A comparison of test procedure and scoring information among the HINT, the QuickSINTM, and the Matrix Sentence test

Test
Presentation 

level of sentence 
Presentation 
level of noise

Step size
Possible evaluation 

environments
Scoring 
method

What is measured as 
score

Administration 
time

HINT 
(Nilsson et 
al., 1994)

Bracketing 
method is used 
to determine 
initial 
presentation 
level at #1 
sentence is 
correctly 
identified

Fixed noise 
level 
(65 dBA)

4 dB-step 
change for 
#2-#4
sentences, 
2 dB-step 
change for 
#5-#20
sentences

Sound-field test 
(sentences from 
front, noise from 
front, left, or 
right)

Possible with 
headphone that 
simulates  sound-
field performance

Whole 
sentence scor-
ing (some 
substitutions 
are accept 
able)

Average Reception 
Threshold for Speech 
where correct  
sentence recognition 
of 50% occurs 
[score in dB(A) for 
quiet, score in dB 
SNR for noise]

About one 
minute for a 
single list

QuickSINTM

(Killion et 
al., 2004)

Fixed level 
(70 dB HL for 
listeners with 
PTA ≤ 45 dB 
HL as starting 
presentation 
level, “loud but 
OK” level for 
listeners with 
PTA > 45 dB 
HL) 

Level of 
noise is 
adaptively 
decreased.

5 dB-step 
decrement 
from 25 
dB SNR to 
0 dB SNR

Sound-field test 
(both sentences 
and noise from 
front)

Possible with 
insert earphones 
or headphones 
for binaural test

Key word 
scoring based 
on 5 
keywords 
in each 
sentence

SNR loss which is 
defined as the 
difference of signal- 
to-noise ratio here 
correct recognition 
of 50% occurs of the 
hearing-impaired 
and normal-hearing 
listeners

About one 
minute for a 
single list

Matrix Sen-
tence Test 
(Wagener 
et al., 
1999a, 
1999b, 
1999c)

Level of 
sentence  is 
adaptively 
changed (0 dB 
SNR as 
starting level)

Fixed noise 
level (65 
dB SPL)

Step size 
varied 
based on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Monaural free-
field equalized 
headphone.

Possible with  
sound-field test 
(both sentences 
and noise from 
front)

Key word 
scoring based 
on 5 
keywords in 
each sentence

Sentence recognition 
threshold where 
correct sentence 
recognition of 50% 
occurs (score in dB
SNR) based on a
maximum likelihood 
procedure (Brand &
Kollmeier, 2002).

About four 
minute when 
using 20 
sentences

HINT: Hearing in Noise Test, SNR: signal-to-noise ratio, QuickSINTM: Quick Speech-in-Noise Test, PTA: puretone threshold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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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예를 들어 건청군이 50% 인지도를 보이는 평균 수치가 2 

dB SNR이고 난청인 대상자가 7.5 dB SNR에서 50%의 인지도

를 보였다면, 그 난청인은 5.5 dB SNR loss를 가진다고 해석한

다. 임상 현장에서 위의 계산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

로 이를 단순화하여 25.5에서 대상자가 맞춘 문장 내 단어의 

개수를 빼 대상자의 SNR loss를 쉽게 구할 수 있게 하였다

(Killion et al., 2004). 따라서 대상자가 30개 중심 단어 중 20

개의 단어를 맞춘 경우 5.5 dB SNR loss (25.5 - 20 = 5.5)를 가

짐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Matrix 검사에서는 HINT 검사와 유사하게 고정된 강도(65 

dB SPL)에서 소음을 제시하고 대상자의 대답에 따라 문장 강

도를 변동시킨다. QuickSIN 검사에서는 5 dB의 고정된 간격으

로만 레벨을 조절하였다면 Matrix 검사에서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or에 근거하여 SNR 단위를 변화시키며 

SNR을 조절한다. 음장으로 검사를 진행할 경우 대상자의 정면

에 위치한 스피커를 통해 문장을 제시하며, 헤드폰을 통해 한 

귀에만 문장을 제시할 경우 free-field equalized headphone을 

사용한다. Matrix 검사에서는 검사자가 강도를 직접 변화시키

지 않고 Oldenburg Measurement Applications (OMA) 소프트

웨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이를 조절한다. OMA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50%에 해당하는 SNR 뿐 아니라 20%, 80%에 해

당하는 SNR도 쉽게 구할 수 있다. Matrix 검사에서 50%의 인

지도를 보이는 SNR과 50% 접점 기울기를 측정하기 위해 로지

스틱 모델 함수를 사용하였다. 그 공식은 Eq. [2]와 같다.

 

                                              1
SRTword (SNR) = -------------------------------------                          [2]
                          1 + exp[4S50word(SRTword - SNR)]

SRTword = word-specific SRT in dB for 50% intelligibility

S50word = slope at the SRT word 

고정된 SNR을 사용하는 검사 도구와는 달리 SNR을 변화시

키는 변동형 소음 하 문장인지 검사에서는 다양한 난청 정도

를 가진 대상자에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 난청인과 건청인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데 더 용이하다(Soli & Wong, 2008). 문장

의 강도는 고정시킨 채 소음의 레벨을 변화시키는 QuickSIN 

검사와는 달리 HINT와 Matrix 검사에서는 소음의 레벨을 고

정한 채 대상자의 응답에 따라 문장 레벨을 조절하여 변동형 

검사를 시행한다. 각 검사에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문장과 소

음을 제시하고 SNR을 조절하며 결과를 점수화하므로 각 검사

의 소요시간 및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검사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Norms and interpretation of test results 

한 명의 대상자에게 어떠한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 결과를 

판독하기 위해서는 규준(norm) 집단의 점수와 비교하여 대상

자의 결과를 해석하고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규준 집

단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고 있어야 적절한 규준을 세울 수 있

는데, 청각학에서는 보통 건청인을 규준 집단으로 하여 점수의 

분포를 확인한다. 각 검사 도구에서 검사 결과를 판독하기 위

해 규준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집단 내 규준을 제

공하기 위해 보통 백분위 점수(percentile)를 이용하거나 표준 

점수(z 점수), 표준 등급, 편차 등을 구한다. 이 중 백분위 점수

를 사용할 경우 계산이 쉽고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HINT 검사의 경우 소음 상황에서 50%의 문장인지도를 보

이는 RTS 역치를 구한다. HINT 검사의 규준 표집에서는 건청

인의 RTS 평균 및 표준 편차 외에 특정 역치를 보이는 백분위

(percentile) 값에 해당하는 RTS를 함께 제시하였다. HINT 규

준 확립을 위해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최소 16명의 건청 성

인을 규준 집단의 대상자로 하였다(250~6,000 Hz 내 역치가 

25 dB HL 이하). 예를 들어 미국 영어판 HINT 검사 도구의 경

우 44명의 건청인을 대상으로 규준 자료를 표집하였다(Nilsson 

et al., 1994). 13개의 언어로 개발된 HINT 규준 자료를 비교 분

석한 결과(Soli & Wong, 2008), 조용한 상황에서 측정한 13개 

언어의 평균 RTS는 18.4 dB(A) (표준편차: 3.5, 범위: 14.6~25.9)

였다. 소음이 정면에서 오는 조건에서의 평균 RTS는 -3.9 dB 

SNR(표준편차: 0.8, 범위: -5.3~-2.6), 소음이 오른쪽에서 오는 

조건에서의 평균 RTS는 -11.2 dB SNR(표준편차: 0.9, 범위: 

-12.4~-9.7), 소음이 왼쪽에서 오는 조건에서의 평균 RTS는 

-11.3 dB SNR(표준편차: 0.9, 범위: -12.5~-10.1)이었다. 13개의 

서로 다른 언어의 HINT 규준 자료를 살펴보면 수행-강도 함수 

기울기가(performance-intensity function slope) 평균 10%/dB

에 매우 근접하였다(표준편차: 1.5). 이는 HINT 검사에서 SNR

을 1 dB 변화하면 문장인지도가 약 10%의 변화를 보일 것을 

의미한다(Soli & Wong, 2008). 위에서 언급한 HINT 규준 자

료는 헤드폰을 사용하였을 경우의 자료이며, 각 언어의 규준 

자료는 HINT 검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내장되어 있어 검사

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만약 음장 검사를 위한 HINT 규준

이 필요하다면 검사자가 실제 검사환경에서 수치를 직접 구하

여 HINT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추가해야만 한다. 

QuickSIN 검사 도구 개발 시 26명의 건청인을 대상으로 규

준 자료를 표집하였다(Killion et al., 2004). 앞서 설명하였듯이 

QuickSIN 검사에서는 건청인과 난청인이 50%의 인지도를 보

이는 SNR을 계산하여 난청인의 SNR loss의 정도를 산출한다. 

여기서 SNR loss 값이 클수록 건청인에 비해 해당 대상자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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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속에서 의사소통할 때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의미한다. 만

약 0~3 dB의 SNR loss를 보이면 normal/near normal으로 건

청인보다 소음 하 인지 능력이 더 좋을 수 있다고 판독한다. 3~ 

7 dB의 SNR loss를 보이면 mild SNR loss라 분류하며 배경소

음 속에서 건청인이 보이는 어려움 정도만 보일 것으로 해석한

다. 7~15 dB SNR loss를 보였다면 moderate SNR loss로 방향

성 마이크로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독한다. 15 dB을 초과한 severe SNR loss를 보였다면 보청기 

증폭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FM 시스템과 같은 기타 보조기기

의 사용을 통해 SNR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한다고 해석한다

(Killion et al., 2004). 즉 QuickSIN 검사 결과로 단순히 대상자

의 소음 하 의사소통의 어려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

에게 어떠한 보장구의 기능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 자료

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0년 이전에 6개의 언어로 Matrix 검사 도구가 개발되었고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스웨덴어, 영국식 영어, 폴란드

어) 2010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9개의 언어로 Matrix 검사 도

구가 발표되었다(네덜란드어, 러시아어, 미국 영어, 스페인어, 이

탈리아어, 프랑스어, 핀란드어, 터키어, 호주 영어). 그 외에 한국

어, 이스라엘어, 이란어 등의 도구가 개발 진행 중이다. 14개 국

어의 Matrix 소음 하 문장인지 검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최소 

-10 dB SNR에서 최대 -6 dB SNR에서 50%의 문장인지도를 

보였고 표준 편차가 0.9 이하였다(Kollmeier et al., 2015). 50%

의 인지도를 접점으로 한 기울기를 비교한 결과 10.2%/dB에서 

17.1%/dB 범위에 속하였다. 언어에 상관없이 결과에서 SRT와 

기울기가 매우 유사하였던 이유는 Matrix 검사 도구 개발 시 

목록 간 동질성을 확보하는 최적화(optimization) 과정을 시행

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소음 하 문장인지 검사에서는 문장 간, 

목록 간 심리측정함수(psychometric function)를 비교하였으나 

Matrix 검사 도구에서는 SNR에 따라 단어별 인지도 점수를 확

인하고 동질하지 않은 단어의 음원 레벨을 수정하거나 버리는

(discarded) 등의 다양한 과정을 거치므로 서로 다른 언어임에

도 공통적으로 비교적 낮은 역치와 높은 기울기를 보였을 것으

로 추정하였다. Matrix 검사에서는 동일한 문법 구조를 가진 문

장을 반복하여 듣고 인지하는 검사이다. Matrix 검사에서 훈련 

효과(training effect)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1 dB 간격으로 20

개의 Matrix 문장을 통해 검사를 약 5회 시행한 결과 첫 번째와 

두 번째 검사 결과에는 큰 차이가 났으나 그 이후로는 검사 결과

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였다(Hochmuth et al., 2012; Pug-
lisi et al., 2015; Warzybok et al., 2015). 따라서 Matrix 검사에

서 훈련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2개의 문장 목록을 통해 친

숙화 과정을 거친 후 실제 검사를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소음 하 문장인지 검사는 검사의 목적 상 난청인을 대상으로 

여러 번 검사를 시행하여 의사소통 능력의 변화를 관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검사-재검사 간 결과의 일치 정도, 목록 

간 난이도의 유사 정도, 검사자 간 결과의 차이, 기존 검사와 

신규 검사와의 상관성 등의 다양한 요소를 확인하여 도구의 신

뢰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검사 도구가 실제로 측정

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잘 측정하고 있는지, 얼마나 검사 도

구가 자연스러운 검사 환경을 반영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음 하 Matrix 

문장인지 검사의 경우 이와 같은 신뢰도, 타당도 검증이 필수적

이라고 보고하였으므로 향후 한국어 Matrix 검사 도구가 개발

된다면 간청인과 난청인 모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후속 연구

가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CONClUsION

조용한 듣기 상황에서 측정한 어음인지도 결과로는 소음이 

있는 일상생활 속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거나 의사소통 장애

의 정도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외에는 표준화 된 변동

형 소음 하 문장인지 검사 도구가 다양하여 임상 및 연구의 목

적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국내의 경우 한국어로 

표준화된 변동형 소음 하 문장인지 검사 도구가 부족하다. 현재 

국외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검사 도구의 특성 및 장단점을 

파악하여 향후 신뢰도와 타당도가 우수한 한국어검사 도구를 

개발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소음 하 문장인지 결과는 청

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목적 외에 난청인에게 적절한 

청각재활을 계획하거나 상담 시에도 사용하여 임상에 보다 적극

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중심 단어0:0�변동형 소음 하 문장인지 평가·소음 하 어음 인지·

어음청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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