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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청능사(audiologist)는 난청인의 보장구 선택 및 조절, 청각 

재활의 계획 및 시행 등을 위해 순음청력검사 외에 다양한 어

음청각검사를 실시한다. 이때 사용하는 도구는 검사의 목적으

로 개발되고 표준화된 도구이어야 한다(Killion et al., 2004).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소음이 있는 환경을 자주 접하므로 대상

자의 일상 생활 속 의사소통능력을 정량화하기 위해 소음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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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Multilingual Matrix Sentence Tests have been developed for reliable, precise, and internationally comparable sentence-in-
noise tests. The lists of the Korean Matrix Sentence Test have been constructed and optimized in the previous study. The sentences are 
generated by a base matrix of 50 Korean words (10 names, 10 adjectives, 10 objects, 10 numerals, and 10 verbs). As suggested by 
International Collegium of Rehabilitative Audiology working group, this study conducted evaluation tests to verify the list equivalence 
and the effect of word position at a fixed signal-to-noise ratio (SNR). Methods: For experiment I, fifteen normal-hearing (NH) listeners 
participated. As a material, the Korean Matrix sentences optimized and level-adjusted were used. Twelve test lists of ten sentences were 
combined to six test lists of twenty sentences (double lists) such that each listener was tested with six double-lists in an open-set format. 
The percentage of correct responses was measured based on word scoring at fixed SNRs of -10, -8, -6, -4 dB SNRs, with a constant noise 
level of 65 dB sound pressure level. List-specific intelligibility functions for each list were derived by fitting the percent-correct scores to 
the logistic regression function, yielding speech reception threshold (SRT) at which 50% intelligibility and also the slope at the SRT across 
listeners. For experiment II, thirty hearing-impaired (HI) subjects participated and all of them have used hearing aids bilaterally. The aided 
puretone threshold average of HI listeners was 35.9 dB HL. The materials of the Korean Matrix sentences were presented through loud-
speakers while wearing listener’s hearing aids. Based on word scoring, the listeners’ recognition score was measured in four listening 
conditions (quiet, 6, 3, 0 dB SNRs). Results: In experiment 1, the mean SRT and mean slope across the six test lists were -9.56 dB SNR 
and 14.03  %/dB, respectively. Across the fixed SNRs, mean difference of SRT was within 1 dB across lists. Based on word scoring, the 
NH listeners were found to poorly recognize the word at the first position than words at other positions. The mean SRT and slope of the 
Korean Matrix test were comparable to results of other multilingual Matrix tests. In experiment 2, the results of HI listeners depended 
on the listening condition (quiet, 6, 3, 0 dB SNR). Regardless of condition, HI listeners poorly recognized words at the first position than 
words at other positions. The recognition score obtained from the closed-set format was greater than from the open-set test format. 
Conclusion: The equivalence in intelligibility was confirmed by the results of the Korean Matrix sentence recognition at the fixed SNRs. 
The results obtained from Korean Matrix test were comparable to the results of other multilingual Matrix tests. The optimized and evalu-
ated Korean Matrix Sentence Test can be used for accurate and reliable speech intelligibility in noise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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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인지도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국외에서는 Hearing in Noise 

Test (Nilsson et al., 1994), Quick Speech-in-Noise Test (Kil-
lion et al., 2004), Matrix Sentence Test (Akeroyd et al., 2015; 

Kollmeier et al., 2015) 등 대상자의 반응에 따라 신호대소음비

(signal-to-noise ratio, SNR)를 조절하며 검사하는 도구들을 

연구와 임상 진단 시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정된 SNR에서 

문장을 제시하고 결과를 백분율로 점수화하는 검사 도구들이 

있으나(Speech Perception in Noise Test, Connected Speech 

Test 등) 검사에서 사용되는 고정된 SNR 조건이 어떤 난청인에

게는 너무 쉽거나 혹은 너무 어려울 수 있고, 50% 정도의 인지

도를 보이는 SNR을 찾기 위해 여러 개의 목록을 사용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Lee & Yi, 2017). 

이러한 단점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청자의 반응에 따라 자극

음 혹은 소음의 강도를 변화하는 변동형(adaptive) 소음하 문

장인지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추세이다. 특히 기존에 개발된 

everyday sentence 문장인지검사 목록은 한정된 문장 수를 포

함하므로 대상자가 문장 전체 혹은 문장 내 일부 단어를 외워

서 대답할 수 있다(Warzybok et al., 2015). 검사에 대한 훈련 

효과(training effect)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반복적인 

문장인지검사가 가능한 Matrix 문장인지검사 도구가 다양한 

외국어 버전으로 개발되었다(Kollmeier et al., 2015). 현재까지 

15개 언어로 Matrix 문장인지검사 도구가 발표되었고(미국 영

어, 호주 영어, 영국 영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핀란드어, 프랑

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스

페인어, 스웨덴어, 터키어), 현재 한국어를 비롯하여 이스라엘어, 

이란어, 아랍어, 히브리어, 페르시아어 등의 Matrix 문장인지검

사 도구가 개발 중이다(Akeroyd et al., 2015; Lee & Yi, 2017).

Akeroyd et al.(2015)은 다국어 Matrix 문장 목록 개발을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장 첫 단계인 단어 

및 문장 구성부터 녹음 화자 선택 및 소음 제작, 문장 최적화, 

검사 방법 및 타당도 검사 방법까지 최대한 모든 과정을 동일하

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모든 Matrix 검사 도구는 10 × 5 행렬

(matrix)에 포함된 50개의 단어 중 5개의 단어를 무작위로 선

택 및 조합하여 문장을 생성한다. 여기서 5개의 단어는 주어, 

형용사, 명사, 수사, 동사 각각 10개의 단어 중 하나씩 임의 추

출되므로 총 105개의 서로 다른 문장이 생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이 105개의 문장 중 하나가 무작위로 선택되어 제시되므로 

대상자가 문장을 외우거나 문장 내 단어를 추측하여 대답하기

가 어렵다.

현재 한국어 버전 Matrix 검사 도구 개발을 위해 Akeroyd 

et al.(2015)이 제안한 방식대로 한국어 Matrix 문장 목록을 구

성하고 최적화(optimization)하였다(Yi, 2016). 그러나 소프트

웨어에 기반하여 변동형 소음하 문장인지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서는 건청인, 난청인을 대상으로 문장 목록의 검증, 소음하 인지

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에 관한 다양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keroyd et al.(2015)이 

제안한 목록 검증에 대한 두 가지 절차(evaluation 1, 2)를 참고

하여 건청인, 난청인을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평가하고자 하

였다. 1) 실험 1에서는 건청인에게 4개의 SNR 조건(-10, -8, -6, 

-4 dB SNR)에서 6개의 Matrix 문장 목록을 제시한 후 목록 

간 동질성(list equivalence) 여부를 검증하고, 각 단어의 인지도

(word scoring)를 시행하여 문장 내 단어 위치(word position)에 

따른 인지도를 확인하며, 한국어 Matrix 문장인지 결과[speech 

reception threshold (SRT), slope]와 다른 언어 Matrix 문장인

지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2) 실험 2에서는 난청인을 대상

으로 3개의 SNR 조건(0, 3, 6 dB SNR)에서 Matrix 문장 목록

을 제시하여 평균 인지도뿐 아니라 각 단어의 인지도를 구하여 

단어 위치에 따른 인지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검사 방법

(open-set vs.closed-set)에 따른 인지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실험 1에서는 건청인 15명을 대상으로, 실험 2에서는 난청인 

3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1과 실험 2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연구 참여 

전 연구의 목적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

하였다(IRB: HUGSAUD324180).

Experiment 1

연구 대상 

실험 1에 참여한 건청인은 총 15명으로(평균 32.33세, 연령 

범위 25~45세, 남 10, 여 5) 이경 검사 결과 외이 및 중이에 이상

이 없고 소음에 노출된 경험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건청인의 순

음청력검사 결과(GSI 61; Grason-Stadler, Eden Prairie, MN, 

USA) 모든 대상자의 양이 순음청력역치가 250~8,000 Hz 범

위에서 20 dB HL 미만이었다.

연구 절차

검사에 사용한 Matrix 문장은 선행연구(Yi, 2016)에서 각 단어 

음원의 레벨을 수정(level adjustment)하여 최적화를 완료한 음

원이었다. 한국어 Matrix 문장 목록의 평가를 위하여 Akeroyd 

et al.(2015)이 제안한 대로 10개의 Matrix 문장으로 구성된 12

개의 문장 목록을 20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6개의 문장 목록으

로 합쳐서 사용하였다.

모든 실험은 국제표준에서 권고하는 소음허용 수준(Inte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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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2)을 만족하는 방

음실에서 실시하였고, 헤드폰(HDA 200; Sennheiser Electronic 

GmbH & Co. KG, Wedemark, Germany), Fireface UCX 디지

털-아날로그 변환기(RME, Haimhausen, Germany), 컴퓨터

(Sens-9, Samsung electronics, Suwon, Korea)를 사용하여 문

장 음원을 제시하였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실험 1의 연구 목적은 목록 간 동질성 여

부를 확인하고 문장 내 단어 위치에 따른 인지도를 확인하며, 

다른 언어 Matrix 검사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선행

연구(Hochmuth et al., 2012; Puglisi et al, 2015)에서 20~80% 

인지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사용한 SNR 범위를 듣기 조건

(-9.5~-4 dB)으로 사용하였다. 한국어 Matrix 문장의 어음 스

펙트럼을 가지도록 제작한 비유동성(stationary) 소음(Yi, 2016)

을 고정된 레벨인 65 dB sound pressure level에서 제시하고 

-10, -8, -6, -4 dB SNR 조건에서 목록별 문장인지도를 측정

하였다. 

Matrix 검사 도구의 개발자들은 훈련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

해 최소한 2개의 문장 목록을 통해 친숙화 과정을 거친 후 실

제 검사를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Akeroyd et al., 2015). 따라

서 훈련 효과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개의 문장 목록을 듣

고 맞추는 연습 과정을 거친 후 실제 실험을 시작하였다. 실험 

시 문장 목록과 SNR 제시 순서는 무작위로 선정하여 대상자 

간 서로 다르게 하였으며, 측정 시간은 대략 60분이었다. 목록 

간 평균 문장인지도와 더불어 문장 내 단어 위치에 따른 인지

도 차이를 비교하고자 문장 내 각 단어별 인지도와 문장별 인

지도를 모두 점수화하였다.

Experiment 2

연구 대상 

실험 2에는 난청인 30명이 참여하였다(평균 61세, 연령 범위 

24~83세, 남 15, 여15). 대상자 모두 난청 외에 어지러움, 이명, 

신경학적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순음청력검사 결과(GSI 

61; Grason-Stadler) 난청인 대상자의 250~8,000 Hz 이내 옥

타브 단위 주파수별 순음청력역치는 오른쪽 귀의 경우 50, 51, 

53, 58, 65, 74 dB HL이었고(표준편차: 18.7, 16.3, 12.0, 11.5, 

15.4, 17.1), 왼쪽 귀의 경우 48, 51, 53, 58, 66, 74 dB HL(표준편

차: 19.4, 15.7, 12.1, 9.4, 11.6, 17.2)이었다. 대상자 모두 양이에 

보청기를 사용 중이었다. 양이 보청기를 착용하고 250~4,000 

Hz 이내 옥타브 단위의 주파수별 순음청력역치는 34, 35, 36, 

37, 41 dB HL이었고, 양이 보청기 착용 후 측정한 500, 1,000, 

2,000 Hz 주파수의 평균순음역치(puretone threshold aver-
age)는 35.9 dB HL이었다(범위: 25~48 dB HL, 표준편차: 5.5). 

60세 이상 대상자의 경우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Park & Kwon, 

1989)를 시행하여 인지 기능의 저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절차

실험 2에서는 난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실험 1에서 건청인

에게 제시한 SNR 범위인 -10, -8, -6, -4 dB SNR 조건보다 

더 쉬운 듣기 조건을 사용하여야 했다. 난청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Kim et al., 2017) 결과를 참고하여 0, 3, 6 dB SNR과 

소음이 없는 조건에서 총 4가지 듣기 조건에서 문장 목록을 80 

dB SPL에서 제시하여 난청인 대상자의 문장인지도를 측정하

기로 하였다. 실험 2에서는 난청인에게 고정된 SNR에서 Matrix 

문장 검사를 시행하고 전반적인 난이도를 확인하여 단어의 위

치에 따른 인지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 1과 마찬가

지로 실험 2에서도 실험을 시작하기 전 친숙화 과정을 거친 후 

실제 실험을 시작하였다. 실험 시 가장 쉬운 조건인 소음 없는 

조건을 가장 먼저, 그 다음 쉬운 순서인 6, 3, 0 dB SNR 조건의 

순서로 문장을 제시하였다. 

30명의 난청인 대상자 중 15명의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택하

여 문장 제시 방법(open-set vs. closed-set)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한 평가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Matrix 문장인지검사는 10 × 

5의 행렬에 포함되는 50개의 단어를 보기로 보여주고 closed-

set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고 보기 없이 들은 문장을 따라하게 

하는 open-set 검사로도 시행할 수 있다. 검사 도구의 최적화 

과정 및 타당도, 신뢰도를 구하는 대부분의 실험에서는 open-

set로 들은 문장을 따라 말하는 검사 방법을 따른다. 그러나 연

구자들은 open-set 검사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closed-set

로 검사를 시행해야 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방법에 따른 차이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Kollmeier et al., 2015). 따라

서 난청인 15명에게 open-set 검사가 끝난 후 closed-set 검사

를 추가로 시행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였다. 보기를 제시하는 

closed-set 검사를 먼저 시행할 수 없으므로 항상 open-set 검

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어서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한 시간가량 

휴식시간을 가진 후 closed-set 검사를 시행하였다. 실험 2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60~90분이었다.

통계 분석

수집된 결과는 SPSS version 20.0 (IBM Corp., Armonk, 

NY, U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모든 통계분석

은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반복 측정 분산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구형성 가정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Green-
house-Geisser 수정된 검정 통계량을 보고하였고, Pearson 상

관분석을 통해 선형 관계 정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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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Experiment 1

실험 1에서는 건청인 15명에게 -4, -6, -8, -10 dB SNR의 고

정된 듣기 조건에서 Matrix 문장 목록 1~6을 제시하여 소음하 

문장인지도를 측정하였다. -4, -6, -8, -10 dB SNR 조건별 건

청인의 평균 문장인지도는 91.24 ± 5.88%, 84.78 ± 9.32%, 

71.09 ± 15.03%, 40.91 ± 16.32%였다. 

Figure 1에 SNR별로 측정한 건청인의 평균 인지도와 단어의 

위치에 따른 인지도를 함께 제시하였다. 가장 듣기 쉬운 조건이

었던 -4 dB SNR 조건의 경우, 문장 내 각 단어의 순서대로(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나열하면 평균 인지도가 82.56%, 

96.78%, 95.33%, 89.22%, 92.33%였다(표준편차: 11.56, 4.86, 

4.72, 11.09, 5.41). -6 dB SNR 조건에서 위와 동일한 단어의 위

치대로 나열하면 평균 인지도가 72.44%, 93.44%, 89.56%, 

83.22%, 85.22%였고(표준편차: 12.60, 7.62, 8.72, 15.09, 8.28), 

-8 dB SNR에서 측정한 경우 동일 순서대로 나열하면 52.78%, 

85.56%, 76.22%, 71.44%, 69.44%였다(표준편차: 14.44, 15.36, 

17.66, 20.07, 13.27). 마지막으로 가장 듣기 어려운 조건이었던 

-10 dB SNR 조건의 경우 문장 내 단어 위치에 따른 단어인지

도는 24.78%, 54.89%, 46.56%, 41.22%, 37.11%였다(표준편차: 

11.14, 21.43, 20.95, 18.34, 16.12). 

문장 내 첫 번째 단어의 인지도가 다른 위치의 단어인지도보

다 낮은 경향이 있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SNR과 단어 

위치(word position)를 그룹 내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반복 측정

된 이원변량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SNR 조건에 따

른 주 효과가 유의하였다[F(1.22, 17.12) = 204.71, p ＜ 0.05]. 

Bonferroni 수정에 의한 다중비교 결과 네 개의 SNR 조건 간 

문장인지도가 모두 유의하게 달라 -4 SNR보다는 -6 dB SNR

의 인지도가 낮았고, -6 SNR보다는 -8 dB SNR의 인지도가, 

-8 dB SNR보다는 -10 dB SNR의 인지도가 유의하게 낮았음

을 확인하였다. 단어 위치에 따른 주 효과[F(4, 56) = 54.70, p ＜ 
0.05] 또한 유의하였으며, 다중비교에 의한 대응별 비교 결과 

문장 내 첫 단어의 인지도가 다른 위치의 단어인지도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 두 번째 단어의 인지도가 다른 위치의 단어 

인지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세 번째 단어의 인지도가 다섯 

번째 단어의 인지도보다 높았다. Figure 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듣기 어려운 조건일수록 문장 내 첫 번째로 제시된 단

어를 인지하는 능력이 보다 더 저하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SNR과 단어 위치의 두 변수 간 유의한 이원 상호작용을 통해

서도 확인하였다[F(4.63, 63.84) = 4.30, p ＜ 0.05]. 
목록 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각 SNR에서 측정한 인지도로부터 심

리음향기능곡선을 구하였다. 각 SNR 조건에서 측정한 목록별 

심리음향기능곡선은 Figure 2와 같다. 목록별 심리음향기능곡

선으로부터 50% 인지도를 보이는 SRT와 SRT를 접점으로 하

는 기울기를 구하였고 목록별 평균 SRT와 기울기는 Table 1에 

기입하였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목록 1을 제시하였을 때 50%의 인

지도를 보이는 SRT는 -9.20 ± 1.14 dB SNR이었고, 목록 2의 

SRT는 -9.28 ± 1.01 dB SNR, 목록 3은 -9.93 ± 1.74 dB SNR, 

목록 4는 -9.38 ± 1.38 dB SNR, 목록 5는 -9.75 ± 1.60 dB 

SNR, 목록 6은 -9.84 ± 1.99 dB SNR이었다. 목록 간 총 평균 

SRT 값은 -9.56 ± 1.50 dB SNR이었다. 선행연구(Yi, 201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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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ean percent-correct score of normal-hearing listeners 
when measured from -10 dB SNR to -4 dB SNR (error bar: standard 
error). SNR: signal-to-noise ratio.

Figure 2. List-specific intelligibility functions for normal-hearing lis-
te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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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82개의 어휘 음원을 최적화한 후 측정한 SRT가 -9.81 ± 

0.26 dB SNR이었음을 고려하면 약 0.3 dB 이내의 차이를 보이

는 수치였다. Table 1에 제시하였듯이 SRT를 접점으로 하는 기

울기를 목록 평균화한 값은 14.03 ± 4.72 %/dB이었으며, 목록

별로 기울기는 목록 1의 경우 16.33 ± 5.38 %/dB, 목록 2는 

17.36 ± 4.89 %/dB, 목록 3은 10.85 ± 2.86 %/dB, 목록 4는 

13.85 ± 3.76 %/dB, 목록 5는 12.86 ± 4.10 %/dB, 목록 6은 

12.94 ± 4.33 %/dB이었다. 

위에서 측정한 한국어 Matrix 문장인지 결과(SRT, slope)와 

다른 언어 Matrix 문장인지 결과를 비교하고자 2010년 이후에 

출판된 Matrix 문장인지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Table 2는 

한국어 Matrix 인지 결과와 2010년 이후에 발표된 폴란드어

(Ozimek et al., 2010), 핀란드어(Dietz et al., 2014), 이탈리아어

(Puglisi et al., 2015), 네덜란드어(Houben et al., 2014), 터키어

(Zokoll et al., 2015), 러시아어(Warzybok et al., 2015) Matrix 

문장인지 결과를 보여준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어 

Matrix 문장을 이용하여 측정한 SRT 평균값은 -9.56 dB SNR, 

SRT 범위는 -9.93~-9.20 dB SNR이었다. 목록 간 SRT 값이 ± 1 

dB 이내로 유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 Matrix 문장인지 

결과에서 SRT에 접점하는 기울기 평균값은 14.03 %/dB이었고, 

기울기 범위는 10.85~17.36 %/dB이었다. 

Experiment 2

실험 2에서는 난청인을 대상으로 세 개의 소음하 조건(0, 3, 6 

dB SNR)과 소음이 없는 조건(quiet)에서 Matrix 문장 목록을 

제시하여 평균 인지도를 측정하였다. 소음하 조건별로 문장 내 

단어 위치에 따른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단어 위

치에 따른 인지도 또한 함께 비교하였다. 또한 문장 제시 방법

에 따라(open-set vs. closed-set) 난청인의 인지도가 달라지는

지 등을 평가하였다. 

먼저, 듣기 조건별로 소음하 문장인지도를 측정한 후 난청인

의 평균 문장인지도뿐 아니라 문장 내 단어의 위치에 따른 인

지도를 함께 Figure 3에 나타내었다. 세 개의 소음하 조건(0, 3, 

6 dB SNR)과 소음이 없는 조건(quiet)에서 측정한 평균 문장

인지도는 39.97 ± 30.38%, 52.27 ± 26.36%, 58.92 ± 23.79%, 

68.10 ± 19.04%였다. 각 조건별로 단어 위치에 따른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 제시 조건 중 가장 어려운 조건인 0 dB SNR에서 

측정한 인지도는 단어 위치 순서대로 33.28%, 45.35%, 43.62%, 

42.59%, 41.90%(표준편차: 34.29, 35.18, 33.54, 30.40, 31.01)로 

개인 간 편차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3 dB SNR에서 측정한 

평균 인지도는 위와 동일한 단어 위치 순서대로 43.45%, 

56.90%, 56.72%, 59.31%, 53.97%였고(표준편차: 30.00, 32.08, 

27.91, 24.48, 25.76), 6 dB SNR 조건에서 측정한 평균 인지도를 

위의 단어 위치 순서대로 나열하면 49.48%, 61.55%, 63.97%, 

59.14%, 63.62%였다(표준편차: 28.77, 30.68, 26.57, 22.96, 26.82). 

마지막으로 소음이 없는 조건에서 측정한 단어 위치별 평균 인

지도는 위치 순서대로 56.55%, 70.35%, 70.86% 73.45%, 72.41%

였다(표준편차: 27.71, 23.45, 23.57, 20.09, 20.12).

실험 1에서 확인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실험 2의 난청인 결과

Figure 3. Mean percent-correct score of hearing-impaired listeners 
obtained from quiet and 0, 3, 6 dB SNR conditions (error bar: stan-
dard error). SNR: signal-to-noise ratio.

Table 1. Mean SRT and slope across lists obtained from Korean Matrix sentence-in-noise measurements at fixed SNRs

List 1 List 2 List 3 List 4 List 5 List 6 Mean
SRT (dB SNR) -9.20 (1.14) -9.28 (1.01) -9.93 (1.74) -9.38 (1.38) -9.75 (1.60) -9.84 (1.99) -9.56 (1.50)
Slope (%/dB) 16.33 (5.38) 17.36 (4.89) 10.85 (2.86) 13.85 (3.76) 12.86 (4.10) 12.94 (4.33) 14.03 (4.72)
SRT: speech reception threshold, SNR: signal-to-noise ratio

Table 2. Mean SRT and slope across lists obtained from multilingual Matrix sentence-in-noise measurements at fixed SNRs

Korean
Polish Matrix

(2010)
Finnish Matrix

(2014)
Italian Matrix

(2014)
Dutch Matrix

(2014)
Turkish Matrix

(2015)
Russian Matrix

(2015)
Mean SRT (dB SNR) -9.56 -9.6 -10.1 -7.3 -8.4 -8.3 -9.5
Mean slope (%/dB) 14.03 17.1 16.7 13.3 10.2 14.1 13.8
SRT: speech reception threshold, SNR: signal-to-nois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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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듣기 조건(0, 3, 6 dB SNR, quiet)과 단어 위치를 그룹 

내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반복 측정된 이원변량분산분석을 시

행하였다. 먼저, 듣기 조건이 인지도에 미치는 주 효과는 유의

하였고[F(1.40, 2.35) = 28.88, p ＜ 0.05], Bonferroni 수정에 의
한 다중비교 결과 6 dB SNR 조건과 소음이 없는 조건 간 인지

도는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으나, 나머지 조건 간 결과는 유의하

게 달랐다. 단어 위치에 따른 주 효과 역시 유의하였으며[F(2.35, 

65.65) = 7.19, p ＜ 0.05] 대응비교 결과 실험 1의 건청인 결과
와 유사하게 난청인의 결과에서도 문장 내 첫 단어의 인지도

가 나머지 단어들을 인지한 결과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그 

외 두 번째~다섯 번째 단어들 간 결과는 차이가 없었다. SNR과 

단어 위치의 두 변수 간 이원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F(4.37, 122.38) = 0.98, p ＞ 0.05] 듣기 조건에 상관없이 난청인
은 문장 내 다른 위치의 단어들보다 첫 단어를 인지하는 데 어

려움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추가로 문장 제시 방법(open-set vs. closed-set), 듣기 조건(0, 

3, 6 dB SNR, quiet)을 두 개의 그룹 내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문장인지도(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반복 측정된 이

원변량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보기를 제시하지 않

고(open-set로 검사 시) 소음이 없는 조건과 6, 3, 0 dB SNR 조

건에서 평균 인지도는 78.13 ± 16.70%, 76.4 ± 18.63%, 70.93 

± 20.59%, 61.47 ± 23.71%였다. 동일한 듣기 조건(quiet, 6, 3, 0 

dB SNR)에서 보기를 미리 보여주고(closed-set) 측정한 평균 

인지도는 85.47 ± 13.6%, 82.2 ± 13.34%, 76 ± 17.44%, 65.07 

± 23.38%였다. 

분석 결과, 보기 유무(open-set vs. closed-set)에 따른 주 효

과[F(1, 14) = 8.47, p ＜ 0.05]와 듣기 조건에 따른 주 효과 모두 
유의하였다[F(1.56, 21.85) = 27.22, p ＜ 0.05]. 대응 비교 결과 듣
기 조건 중 6 dB SNR과 소음이 없는 검사 결과 간 차이를 제외

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보기 유무와 듣기 조건의 

두 변수 간 이원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F(1.59, 22.23) 

= 0. 72, p ＞ 0.05] 듣기 조건에 상관없이 보기가 없는 open-set
보다는 보기가 제시된 closed-set 검사 시 더 높은 인지도를 보

였음을 알 수 있다.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듣기 조건별로 open-set와 closed-

set 방법에 따른 결과 간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Figure 4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조건에서 open-set와 closed-set 결과 간 유의

한 상관성이 있었고 높은 양의 상관계수를 보였다(quiet: r = 

0.88, 6 dB SNR: r = 0.84, 3 dB SNR: r = 0.91, 0 dB SNR: r 

= 0.89, p ＜ 0.05). 따라서 open-set 검사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인 사람은 듣기 조건에 상관없이 closed-set 검사에서도 높

은 인지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난청인 전체 대상자(n = 30)의 연령 혹은 청력역

치에 따라 각 듣기 조건에서 측정한 문장인지도와 관련성을 보

이는지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Figure 5에 제시하였듯

이, 모든 듣기 조건에서 보기 없이 측정한 문장인지도 결과가 대

상자의 나이와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고(quiet: r = -0.67, 6 dB 

SNR: r = -0.84, 3 dB SNR: r = -0.83, 0 dB SNR: r = -0.78, p 
＜ 0.05),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평균 순음역치 혹은 보

청기 착용 시의 평균 순음역치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p ＞ 
0.05). 

DISCUSSIONS

국내의 경우 표준화된 소음하 어음청각검사 도구가 부족하

여 난청인의 소음하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 임상 현장에서는 소음 제시 없이 단어인지도(word 

recognition score)를 주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통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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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catterplot of SRS between closed-set and open-set test 
formats. SRS: sentence recognition score, SNR: signal-to-noise ratio.

Figure 5. Scatterplot of relations between listeners’ age and SRS. 
SRS: sentence recognition score, SNR: signal-to-nois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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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인의 일상 생활 속 의사소통능력을 파악하거나 소음하 상황

에서 보장구 혜택 정도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최근에 개발된 Matrix 소음하 문장인지검사는 소프트웨어에 

기반하여 SNR을 조절하는 변동형 검사 도구이다. Akeroyd et 

al.(2015)은 다국어 Matrix 문장 검사 도구 개발을 위해 문장 목

록 구성, 화자 선택, 소음 제작, 문장 최적화 및 검사 방법, 타당도 

검사 등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서로 다른 연구

자들이 개발하더라도 다국어 검사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

였다. 현재 15개의 언어로 Matrix 검사 도구가 개발되었고, 한국

어 버전의 경우 한국어 Matrix 문장 목록 구성 및 최적화 과정

까지 진행되었다(Yi, 2016). 본 연구에서는 Akeroyd et al.(2015)

이 제안한 검증 절차 중 하나로 고정된 SNR에서 목록 간 동질

성을 확인하고 그 외에 단어 위치, 검사 방법 등에 따른 인지도

를 확인하여 다국어 Matrix 검사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실험 1에서는 목록 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12개의 문장 

목록(목록당 10개 문장)을 6개의 목록으로 결합하여(목록당 

20개 문장) -4, -6, -8, -10 dB SNR에서 모든 목록을 제시하였

다. 결과로는 건청인의 목록별 심리음향기능곡선을 구하고 50% 

인지도에 해당하는 SRT, SRT에 접점하는 기울기를 구하였다. 

실험 1의 측정 결과, 건청인이 50%의 인지도를 보인 평균 SRT는 

-9.56 dB SNR, 평균 기울기는 14.03 %/dB이었으며, 목록 간 심

리음향기능곡선 또한 유사하였다. 14개 언어의 Matrix 문장인지

검사 결과를 비교한 Kollmeier et al.(2015)은 서로 다른 언어임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장 구조와 개발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SRT 범위가 -10.1~-6.0 dB SNR 이내라고 보고하였다. 한국어 

Matrix 문장을 이용하여 측정한 평균 SRT가 -9.56 dB SNR(범

위: -9.93~-9.20 dB SNR)임을 고려하면 위의 다국어 Matrix 

SRT 결과 범위 내에 한국어 SRT가 포함됨을 알 수 있다. 

Kollmeier et al.(2015)은 14개 언어의 Matrix 인지도를 측정

한 결과 평균 기울기가 10.2~17.1 %/dB 이내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어 Matrix 문장을 이용하여 측정한 평균 기울기 

14.03 %/dB, 범위는 10.85~17.36 %/dB(평균은 14.03 %/dB)이었

으므로 위의 다국어 Matrix 기울기 범위 안에 한국어 기울기가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다국어 Matrix 결과 중 가장 낮은 SNR 

결과(약 -10 dB SNR)를 보인 경우가 Russian Matrix (Warzy-
bok et al., 2015)와 Polish Matrix (Ozimek et al., 2010)였고, 

가장 높은 SNR 결과(약 -6.0 dB SNR)를 보인 경우가 Span-
ish Matrix (Hochmuth et al, 2012)와 French Matrix (Jansen 

et al., 2012) 검사 도구였다. 이와 같이 Spanish Matrix 혹은 

French Matrix 문장의 경우 다른 언어에 비해 SRT와 차이가 

났던 이유 중 하나로 언어 특성상 고주파수 음소 개수에 따라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하였다(Kollmeier et al., 2015). 

실험 2에서는 난청인을 대상으로 0, 3, 6 dB SNR의 소음하 

조건에서 Matrix 문장인지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0, 3, 6 

dB SNR 조건에서 각각 평균 39.97%, 52.27%, 58.92%의 인지

도를 보였다. Polat et al.(2016)은 30명의 인공와우 착용자를 대

상으로 Polish Matrix 문장 목록을 사용하여 소음하 문장인지

도를 구한 결과, -5, 0, 5 dB SNR 소음하 조건에서 측정한 결과 

평균 30.23%, 74.37%, 89.30%였다.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개인 

간 편차가 컸으며 인공와우 착용 후 평균 순음역치와 소음하 

문장인지도 간 상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Polat et al.(2016)은 고

정된 SNR뿐 아니라 변동형 검사 방법을 통해서도 Matrix 문장 

검사를 시행하였다. 소음을 정면 스피커를 통해서 제시한 경우 

50% 인지도를 보이는 SRT가 -0.62 dB SNR, 소음을 180°에 위

치한 스피커로 제시한 경우 SRT가 -4.9 dB SNR이었다고 하였

다. Finnish Matrix 문장 목록을 사용한 Dietz et al.(2014)은 인

공와우 착용자들의 평균 SRT가 -3.5 dB SNR이었다고 하였고, 

Hey et al.(2014)은 독일 인공와우 착용자들의 평균 SRT가 -2 

dB SNR이었다고 하였다. 위의 국외 연구 결과는 모두 고정된 

SNR이 아닌 변동형 검사를 통해 구한 결과이므로 향후 연구에

서도 국내 난청인을 대상으로 변동형 검사 방법을 통한 신뢰도, 

타당도 검증 연구가 지속되어야겠다.

모든 Matrix 문장은 동일한 문법 구조를 가지며 동일한 위치

에서 해당 품사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Matrix 문장의 경우 문

장 내 문맥적 힌트로 단어 5개를 모두 유추하여 답하기는 어렵

지만, 대상자가 Matrix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문장 내 5개의 

단어가 있으므로 각 단어를 모두 듣기 위해 소음이 커질수록 

보다 집중하여 인지할 가능성이 있다(Akeroyd et al., 2015; 

Wardenga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Akeroyd et al.(2015)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각 단어별 인지도를 계산하여 단어 위

치에 따라 인지도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건청인과 난청인 

공통적으로 소음하 Matrix 문장 중 첫 번째에 위치하는 단어

를 인지하는 것을 다른 위치의 단어들을 인지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했다. 특히 건청인의 경우 소음의 강도가 더 커질수록 이

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첫 번째 위치한 단어가 “주어”였는

데 실제로 문장 내 단어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는 각 주어에 

대한 인지도는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Yi, 2016). Neidleman 

et al.(2015)은 배경소음이 있든 없든 5개의 단어 위치에 따라 

단어 회상능력을 비교한 결과 청년, 중장년 대상군 모두 첫 번

째 단어들을 회상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했다고 보고하였다. 특

히 소음이 제시되었을 때 이러한 경향은 청년보다 중장년층에

서 더욱 심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Matrix Sentence Test가 단

어 회상능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는 아니지만 검사 시 

소음 레벨의 증가에 따라 연령별 단어인지도를 측정하고 이를 

단어 위치에 따라 분석하는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중 Hochmuth et al.(2012)과 Puglisi et al.(2015)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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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형 방법(adaptive method)을 통해 보기가 있을 때(closed-

set)와 없을 때(open-set) Matrix 문장인지검사 결과를 비교하

였다. 확인 결과 보기가 있을 때 약 0.7~1 dB SNR의 혜택이 있

다고 하였다. 이러한 검사 결과는 대부분 건청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험 2에 참여한 난청인 중 15명을 

대상으로 한 시간 간격을 두고 조사하였다. 확인 결과 소음이 

없는 듣기 조건에서 보기가 주어졌을 때 보기가 없는 open-set 

검사 시보다 평균 인지도가 약 7%가량 높았고, 6 dB SNR과 3 

dB SNR에서는 약 5%가량 높았고, 0 dB SNR에서는 4%가량 

인지도가 더 높았다. 상관분석에서 모든 SNR에서 보기가 있는 

검사와 보기가 없는 검사 결과 간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으므로 

보기를 주지 않는 open-set Matrix 문장인지검사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보기를 제시하는 closed-set 방법으로 변경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겠다. 추후 Matrix 검사 결과를 보고할 때

는 어떠한 검사 방법을 통해 시행했는지 반드시 기록하여 검사 

기관 간 결과를 비교하는 데 용이하도록 해야겠다.

향후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변동형 검사를 훈련 

효과, 화자, 소음 종류 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검사자, 기관, 지역 간 결과를 비교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후속 

연구로 Matrix 검사 도구의 표준화를 완료한다면 문법적으로 

구조가 동일하고 문장의 의미 예측이 불가능한 한국어 Matrix 

문장인지검사 도구를 임상 및 연구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심 단어0:0�소음하 문장인지·어음청각검사·문장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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