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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비선형 보청기는 잘 알려진 것처럼 감각신경성 난청의 청력역

치레벨 및 역동범위를 개선하여 어음의 청취능력 및 명료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비선형 보청기는 압축역치(com-
pression threshold, CT)와 압축비율(compression ratio, CR) 그

리고 압축시간(attack time, AT)과 해제시간(release time, RT)

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신호대잡음비(signal-to-noise ratio, 

SNR) 또는 자모음비(consonant-to-vowel ratio, CVR)를 개선

할 수 있어서 어음의 질적인 측면 또한 개선할 수 있다(Souza, 

2002). 그리고 다채널 보청기는 한 개의 증폭기에서 각 주파수 

대역별 압축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음질을 포함

하여 청력역치레벨, 역동범위, SNR 및 CVR을 더욱 효과적으

로 개선할 수 있다(Hansen, 2002). 

우선 비선형 보청기의 매개변수인 CT, CR, AT 및 RT의 조

절에 따른 증폭음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난청

인이 사용하는 보청기의 보통 대화음에 대한 이득이 같을 때 

CT는 낮게 설정할수록 더 높은 이득이 발생한다. 따라서 청력

역치레벨을 포함하여 좁은 역동범위를 개선하거나 에너지가 작

은 어음을 효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서는 CT를 낮게 설정한

다. 그러나 너무 낮게 설정한 CT는 주변의 작은 잡음 또한 증

폭하여 어음의 인지를 방해할 수 있으며, 음질 또한 저하된다

고 보고하였다(Barker et al., 2001; Choi & Lee, 2011;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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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Barker & Dillon(1999), Barker et al.(2001) 등은 중도에

서 고심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인은 50 dB SPL 이하보다 대화음 

레벨 부근인 65 dB SPL 전후의 CT를 선호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순음 청력역치레벨의 평균이 42.5~75.0 dB 

HL인 감각신경성 난청인은 65 dB SPL 전후의 CT를 선호한다

고 보고하였다(Lee et al., 2008a). 둘째, CR은 감각신경성 난청

인의 역동범위와 관계가 있으며, 청력역치레벨이 높을수록 역

동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CR은 높아진다. 그러나 Boike & 

Souza(2000)의 보고에서는 경도에서 중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인

은 조용한 환경에서 CR에 따른 어음인지도는 변화가 없었으며, 

잡음 환경에서는 CR이 높을수록 음질이 나빠졌다고 하였다. 셋

째, AT는 높은 음압이 제공되었을 때 큰 소리로부터 청각기관

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분 빠른 AT를 사용한다. 넷째, RT는 

빠를 때 CVR이 개선되지만 SNR은 나빠진다(Gatehouse et al., 

2006; Hansen, 2002; Neuman et al., 1998). 그리고 RT가 느리

면 빠를 때와는 반대로 SNR이 개선되지만 CVR은 나빠져서 

RT에 따른 어음인지도와 선호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Gate-
house et al., 2006; Hansen, 2002; Jenstad & Souza, 2005). 

RT에 따른 음질의 선호도와 어음인지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

면 Hansen(2002)과 Neuman et al.(1995) 등의 보고에서 건청

인 및 난청인은 20 dB SPL의 CT를 가진 보청기에서 400 ms 

이하에 비해서 1초에서 4초의 긴 RT가 주변 소음을 제어하여 

선호도 및 쾌적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어음을 이

용한 RT의 연구에서 Han et al.(2017)은 RT를 50 ms와 500 ms

로 설정한 후 50% 문장인지 SNR, 날카로움(sharpness), 선명도

(clarity), 주변 잡음(background noise) 등에서 차이가 없었음

을 보고하였다. 

청각 손실의 종류, 청력역치레벨의 정도에 따른 다채널 보청

기의 이득과 출력음압레벨 90(output sound pressure level 90 

dB input) 그리고 CT, CR, AT 및 RT를 효과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보청기적합공식(hearing aid fitting formula)을 사용한

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청기적합공식

은 Lee & Kim(2011)이 지적하였듯이 영어 또는 이와 비슷한 

스펙트럼을 가진 언어에 최적화되어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중

반 이후 어음의 특성에 있어서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나타내

는 연구가 다수 있었다. 장기평균어음스펙트럼(long-term av-
erage speech spectrum)을 살펴본 Lee et al.(2008b)의 연구에

서는 한국어음의 저주파수와 고주파수의 에너지 차이는 한국

어가 영어에 비해서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Jin et al.(2015)과 Lee & Kim(2012)의 연구에서 대역중요함수

(band importance function)는 영어의 경우 2,000 Hz 부근에

서 높게 나타나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단음절어와 문장 모두 

1,000 Hz 이하의 저주파수 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였다. 이러한 장기평균어음스펙트럼, 대역중요기능은 보청기적

합공식의 산출에 영향을 주며(Byrne et al., 2001), 이는 Lee & 

Kim(2012)도 언급하였듯이 한국어음의 인지 및 음질에 효과적

인 보청기적합공식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Hansen(2002)과 Souza(2002)의 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RT

는 어음의 청취능력과 명료도, 음질, 잡음의 크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보청기의 보청기적합공

식의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용한 곳 및 잡음하에서 RT에 

따른 한국어 무의미 무성자음의 인지도, 문장의 선명도, 잡음의 

크기 및 선호도, 그리고 무의미음절의 오류 패턴을 알아보았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대상자는 20세 이상의 성인 및 노인으로 육안 관찰 시 외이 

및 고막에 이상 소견이 없으며, 순음역치 500, 1,000, 2,000 Hz

의 평균이 40~80 dB HL, 기골도 차가 15 dB 이내인 감각신경

성 난청인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20명(남성 15명, 여성 5명)

으로 평균 연령은 67.1세(범위; 25~83세, 표준편차; 18.08)였다. 

모든 대상자는 좌측과 우측의 순음역치평균의 차이가 15 dB 

이내로 비슷하며, 측정 귀의 순음역치평균은 3분법으로 54.5 

dB HL(범위; 41.7~76.7 dB HL, 표준편차; 10.95), 단어인지도

의 평균은 70.30(범위; 40~100%)이었다. 대상자 중 2명(S7, S9)

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대상자의 평균 보청기 

착용 기간은 2.93년(범위; 0.5~20년, 표준편차; 4.81)이었다. 대

상자의 성별, 나이, 착용 귀, 보청기 착용 기간, 옥타브 주파수별 

청력역치레벨, 단어인지도(%)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실험 장비

기도 및 골도 청력역치레벨 및 단어인지도검사는 Harp-Basic 

(Starkey Hearing Technologies, Eden Prairie, MN, USA)과 

TDH-39 헤드폰을 사용하였으며, 검사음은 웨이브파일 형식으

로 변환한 파일의 저장은 노트북(Model: Lenova G50-45, Bei-
jing, China), 어음의 제시는 노트북과 청력 검사기를 연결한 후 

방음실 내의 8 옴(Ohm) 스피커를 통해 제시하였다. 검사음의 

제작은 Adobe Audition (version 3.0, San Jose, CA, USA), 실

험에 사용한 보청기는 Beltone 사(Ballerup, Denmark)의 17 채

널 귀걸이형의 보청기(Model; TRUST 17)를 사용하였다. 보청

기의 특성 측정은 Fonix 8000 (Frye Electronics, Inc., Bea-
verton, OR, USA)을 이용하여 AT와 RT는 ANSI S3.22 (2003), 

압축비율은 ANSI S3.42 (1992)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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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제작

비선형 보청기의 매개변수인 CT, CR, AT 및 RT는 어음 및 

잡음의 에너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RT에 따른 어음 및 잡음의 

에너지 변화를 살펴보면 RT가 빠른 경우는 모음 뒤에 나타나

는 무성자음과 잡음 에너지의 크기를 원래대로 환원하여 CVR

을 개선할 수 있지만 SNR을 나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RT가 

느린 경우는 모음 뒤에 나타나는 무성자음과 잡음 에너지의 크

기를 압축한 상태로 유지하여 CVR은 나빠지며, SNR은 개선된

다(Souza, 2002). 이에 본 실험에 사용한 어음은 RT에 따라 모

음 뒤에 나타나는 무성자음 및 잡음의 에너지에 변화를 주기 

위해 No & Lee(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어 무성자음 ‘사

(sha)’, ‘차(ʨha)’, ‘카(kha)’, ‘타(tha)’, ‘파(pha)’를 Table 2와 같이 2 
음절로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음절 간의 간격은 보청기에

서 구현할 수 있는 중간 정도의 RT인 200 ms로 설정하였다. 

실험 절차

보청기의 조절

보청기의 조절은 첫째, 보청기는 보청기적합공식 National 

Acoustic Laboratories’ nonlinear fitting procedure, version 1 

(NAL-NL1)에서 제시하는 이득 및 출력음압레벨 90으로 조절

하였다. 둘째, 대상자가 보통 크기의 소리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음량 조절기를 이용하여 보청기의 이득을 조절하였다. 

셋째, 보청기의 RT는 70 ms 전후의 빠른 해제시간(fast release 

time, FRT), 200 ms 전후의 중간 해제시간(medium release 

time, MRT), 600 ms 전후의 느린 해제시간(slow release time, 

SRT)으로 조절하였다. 모든 옥타브 주파수에서 청력역치레벨

이 50 dB HL 그리고 70 dB HL일 때 NAL-NL1에 의한 FRT, 

MRT, SRT에 해당하는 AT와 RT는 Table 3와 같다. 그리고 착

용한 보청기의 옥타브 주파수별 압축비율은 Table 4에 대상자

별로 나타내었다.

RT에 따른 무의미음절인지도의 측정

무의미음절인지도 측정 전 보청기를 통하여 스피커에서 제시

되는 음원을 편안한 강도로 들을 수 있는지 예비 문장을 통하

여 확인한 후 FRT, MRT, SRT의 RT를 무작위로 변경하여 조

용한 환경과 잡음 환경에서 어음을 50 dB HL로 제시하였다. 

대상자가 바뀔 때마다 청취 환경을 바꾸어 제시하였다. 잡음의 

강도는 44 dB HL (+6 dB SNR)이었으며, 제시어음의 정답과 

오답은 대상자가 따라 말하도록 한 후 두 번째 음절을 기준으

Table 1. General and hearing information for the study subjects

Subjects Sex Age (year) Ear
HA experience

(year)
Levels of pure-tone thresholds in Hz PTA 

(dB HL)
WRS
(%)250 500 1,000 2,000 4,000

S1 M 69 R 2.5 40 45 70 85 95 66.7 44
S2 M 79 L 2.5 70 75 70 85 85 76.7 40
S3 M 77 R 1.5 30 30 50 50 65 43.3 90
S4 M 76 R 0.5 35 40 50 65 70 51.7 56
S5 M 75 R 1.0 50 40 40 45 50 41.7 88
S6 M 68 L 0.5 30 35 50 60 80 48.3 84
S7 F 74 R 0.0 55 55 55 55 70 55.0 72
S8 F 73 R 2.0 45 40 45 40 55 41.7 100
S9 F 76 R 0.0 55 55 40 50 60 48.3 72
S10 M 83 L 3.5 50 50 55 60 75 55.0 72
S11 M 73 R 1.5 40 45 50 55 65 50.0 76
S12 M 70 L 3.0 60 50 55 65 80 56.7 60
S13 M 63 R 0.3 45 40 45 45 70 43.3 92
S14 M 78 L 1.5 60 60 65 55 75 60.0 52
S15 F 82 R 0.5 60 55 50 50 55 51.7 44
S16 F 82 L 0.5 55 60 60 55 60 58.3 64
S17 M 62 R 20.0 40 75 75 75 75 75.0 72
S18 M 26 R 0.5 45 40 45 55 55 46.7 84
S19 M 25 L 1.0 15 35 50 55 50 46.7 100
S20 M 31 R 10.0 80 70 80 70 100 73.3 44

Mean - 67.10 - 2.93 48.00 49.75 55.00 58.75 69.50 54.50 70.30

SD - 18.08 - 4.81 14.90 13.23 11.47 12.34 14.04 10.95 19.24

HA: hearing aid, WRS: word recognition score, PTA: pure tone threshold average, SD: standard deviation

Table 2. Non-sense syllabic words used in the experiment 

sha-sha ʨha-sha kha-sha tha-sha pha-sha
sha-ʨha ʨha-ʨha kha-ʨha tha-ʨha pha-ʨha
sha-kha ʨha-kha kha-kha tha-kha pha-kha
sha-tha ʨha-tha kha-tha tha-tha pha-tha
sha-pha ʨha-pha kha-pha tha-pha pha-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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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하였다.

RT에 따른 선명도, 잡음의 크기 및 전체 선호도의 측정

선명도, 잡음의 크기 및 전체 선호도는 녹음한 문장 ‘가을이 

오면 나무에 단풍이 든다.’를 조용한 환경 및 잡음 환경에서 들

려준 후 평가하였다. 측정 전 평가의 목적을 대상자에게 설명한 

후 조용한 환경과 잡음 환경에서 들려주었으며, 들려줄 때마다 

조용한 환경에서는 선명도와 전체 선호도, 잡음 환경에서는 선

명도, 잡음의 크기 및 전체적인 선호도를 평가하였다. 선호도 

평가는 Figure 1과 같이 10 cm의 직선 위에 직접 표시하게 한 

후 눈금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오류 패턴

대상자들이 어음의 인지에 있어서 자주 범하는 오류의 형태

를 확인하기 위해 RT (FRT, MRT, SRT)에 따른 무의미음절의 

오류 패턴을 살펴보았다.

통계 분석

조용한 환경 및 잡음 환경의 청취 조건과 RT의 조건에 따른 

무의미음절인지도의 차이는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각

각의 환경에서 RT에 따른 무의미음절인지도의 차이는 반복측

정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 

사후 분석은 Bonferroni를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RT에 따른 

심리 음향적인 차이는 Friedman의 비모수검정(Friedman test)

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 분석에서는 SPSS version 25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다. 

RESULTS

본 연구에서는 조용한 환경과 +6 dB SNR의 잡음 환경에서 

다채널 보청기의 RT를 FRT, MRT, SRT로 설정하여 RT의 변화

에 따른 무의미음절의 인지도와 음질의 선호도를 비교하였다.

무의미음절인지도

무의미음절인지도를 종속변수로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그룹 내 변수: RT, 환경) 환경에 따라서는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F(1, 19) = 0.07, p ＞ 0.05], RT에 

Table 3. AT and RT at octave frequencies between 250-4,000 Hz 
by FRT, MRT, and SRT when entering 50 dB HL and 70 dB HL at all 
frequencies into NAL-NL1 fitting software 

Hz
FRT MRT SRT

AT RT AT RT AT RT
50 dB HL

250 0 60 8 212 4 360
500 12 63 12 260 18 643

1,000 12 74 12 200 24 533
2,000 9 71 8 175 20 604
4,000 17 74 14 119 25 709

70 dB HL
250 0 100 8 290 8 190
500 8 79 9 268 12 405

1,000 9 73 9 197 11 491
2,000 8 79 8 195 13 617
4,000 13 74 12 187 27 954

AT: attack time, RT: release time, FRT: fast release time, MRT: me-
dium release time, SRT: slow release time, NAL-NL1: National 
Acoustic Laboratories’ nonlinear fitting procedure, version 1

Table 4. CR at each frequency of hearing aids used in present re-
search

Subjects
Compression ratio in frequency (Hz)

500 1,000 2,000 4,000
S1 1.4:1 1.8:1 1.5:1 1.1:1
S2 1.4:1 1.9:1 1.7:1 1.3:1
S3 1.3:1 1.6:1 1.8:1 1.2:1
S4 1.4:1 1.8:1 1.8:1 1.3:1
S5 1.4:1 1.8:1 2.0:1 1.5:1
S6 1.5:1 1.7:1 1.8:1 1.2:1
S7 1.4:1 1.8:1 1.9:1 1.1:1
S8 1.4:1 1.6:1 1.6:1 1.4:1
S9 1.5:1 1.9:1 2.0:1 1.4:1
S10 1.4:1 2.4:1 2.2:1 1.2:1
S11 1.4:1 1.9:1 1.9:1 1.3:1
S12 1.5:1 1.7:1 1.9:1 1.2:1
S13 1.4:1 1.8:1 2.0:1 1.3:1
S14 1.4:1 1.7:1 2.0:1 1.3:1
S15 1.4:1 1.9:1 2.0:1 1.4:1
S16 1.4:1 1.7:1 2.2:1 1.6:1
S17 1.5:1 1.7:1 2.4:1 1.5:1
S18 1.4:1 1.7:1 1.8:1 1.4:1
S19 1.4:1 1.7:1 1.8:1 1.5:1
S20 1.5:1 1.8:1 2.1:1 1.2:1

Mean 1.4:1 1.8:1 1.9:1 1.3:1
CR: compression ratio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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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dness of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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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ating scales of sound clarity, loudness of noise, and over-
all p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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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F(2, 38) = 4.41, p ＜ 0.05]. 
Figure 2에서 FRT, MRT, SRT에 따른 무의미음절인지도는 조

용한 환경에서 각각 35.70%(표준편차: 11.83), 30.80%(표준편

차: 11.54), 31.40%(표준편차: 11.11)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

이는 없었다[F(2, 38) = 3.10, p ＞ 0.05]. 그러나 잡음 환경에서는 
31.60%(표준편차: 10.37), 37.40%(표준편차: 11.55), 30.00%(표

준편차: 10.90)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2, 38) = 4.41, p ＜ 
0.05].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FRT와 MRT [F(2, 38) = 9.63, 

p ＜ 0.05], MRT와 SRT [F(2, 38) = 9.63, p ＜ 0.05] 간에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RT 및 환경의 이원상호작용[F(2, 38) = 6.66, p ＜ 0.05]은 유의
하였다. 유의한 이원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조용한 환경과 

잡음 환경에서 사후 분석 비교를 시행하였다. 조용한 환경에서 

RT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잡음 환경에서는 MRT

에서 측정한 결과가 FRT와 SRT의 RT를 적용한 결과보다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05). 

선호 음질

조용한 환경에서 FRT, MRT, SRT의 RT에 따라 난청인의 선

호도 설문 결과 선명도에서 각각의 평균점수가 6.59점(표준편

차: 2.06), 7.01점(표준편차: 2.06), 6.62점(표준편차: 2.27)이었으

며, 전체적인 선호도는 6.66점(표준편차: 1.99), 6.76점(표준편

차: 2.08), 6.57점(표준편차: 2.30)으로 나타났다(Figure 3). 그리

고 잡음 환경에서 FRT, MRT, SRT의 RT에 따라 난청인의 선

호도 설문 결과 선명도에서 각각의 평균점수가 6.29점(표준편

차: 1.64), 6.52점(표준편차: 2.36), 5.93점(표준편차: 2.18)이었으

며, 잡음의 크기에서 4.41점(표준편차: 2.44), 3.89점(표준편차: 

2.24), 3.36점(표준편차: 2.31), 전체적인 선호도는 6.36점(표준편

차: 2.02), 7.08점(표준편차: 1.65), 6.69점(표준편차: 1.55)으로 나

타났다(Figure 3). Friedman 검정 결과 조용한 곳에서 선명도

(χ2 = 3.80, p ＞ 0.05)와 전체 선호도(χ2 = 1.09, p ＞ 0.05) 그리고 
잡음 환경에서 선명도(χ2 = 0.53, p ＞ 0.05)와 잡음의 크기(χ2 = 
4.03, p ＜ 0.05), 전체 선호도(χ2 = 1.66, p ＞ 0.05)는 모두 RT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류 패턴

RT (FRT, MRT, SRT)에 따른 무의미음절의 오류 패턴을 간

략히 살펴보면, 조용한 환경에서 /사/는 /파/(36.08%, 32.95%, 

41.30%)와 /차/(31.96%, 32.95%, 39.13%), /차/는 /파/(59.18%, 

50.00%, 75.61%), /카/는 /파/(42.59%, 37.04%, 51.67%)와 /차/

(35.19%, 37.04%, 30.00%)로 대치되었다. 그리고 /타/는 /파/

(39.06%, 30.00%, 49.18%)와 /차/(26.69%, 34.29%, 31.15%), 

/파/는 /차/(37.93%, 24.59%, 48.94%)와 /카/(34.48%, 32.79%, 

21.28%), /타/(25.86%, 39.34%, 27.66%)로 대치되는 경향이 있

었다. 또한 조음방법과 위치에 따라 분석한 결과 조용한 환경

에서 조음방법에 따라 대치율이 마찰음 92.33%, 파열음이 

58.78%, 파찰음이 43.33%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치에 따라 치조

음 78.67%, 연구개음 56.00%, 양순음 55.33%, 경구개음 43.44%

로 나타났다.

10

8

6

4

2

0

10

8

6

4

2

0

Sc
al

e

Sc
al

e

Clarity Clarity

In noiseIn quiet

Overall 
preference

Overall 
preference

Loudness 
of noise

  FRT     MRT     SRT   FRT     MRT     SRT

A B

100

80

60

40

20

0

W
RS

 (%
)

FRT                  MRT                  SRT

RT

  In quiet
  In noise

** *

Figure 2. Non-sense syllabic WRS as a function of RT in quiet and 
noisy condition (error bar: standard deviation). [FRT (70 ms), MRT 
(200 ms), SRT (600 ms)]. *p < 0.01, **p < 0.001. WRS: word recog-
nition score, RT: release time, FRT: fast release time, MRT: medium 
release time, SRT: slow release time.

Figure 3. Subjective scaling results of 
clarity, loudness of noise, overall prefer-
ence in quiet and noisy conditions [FRT 
(70 ms), MRT (200 ms), SRT (600 ms)]. 
FRT: fast release time, MRT: medium re-
lease time, SRT: slow releas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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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환경에서 /사/는 /파/(46.24%, 35.29%, 36.78%)와 /차/

(35.48%, 36.47%, 35.63%), /차/는 /파/(81.58%, 60.00%, 

70.27%), /카/는 /파/(44.29%, 26.15%, 40.63%)와 /차/(31.43%, 

38.46%, 23.44%)로 대치되었다. /타/는 /파/(54.29%, 42.62%, 

34.92%)와 /차/(25.71%, 31.15%, 33.34%), /파/는 /차/(43.48%, 

43.75%, 31.48%)와 /타/(41.30%, 35.42%, 31.48%)로 대치되는 경

향이 있었다. 또한 조음방법에 따라 대치율이 마찰음 88.33%, 

파열음이 60.11%, 파찰음이 38.33%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치에 

따라 치조음 76.50%, 연구개음 66.33%, 양순음 49.33%, 경구개

음 38.33%로 나타났다(Table 5). 

DISCUSSIONS 

본 연구에서는 조용한 환경 및 잡음 환경에서 무성자음의 인

지도 그리고 녹음한 문장을 들려주었을 때 문장의 선명도, 잡

음의 크기, 전체적인 선호도 등이 RT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

는지를 확인하여 한국어음의 인지 또는 음질에 효과적인 보청

기적합공식의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선명도, 잡음의 크기, 전체적인 선호도는 

조용한 곳 및 잡음 환경에서 RT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의 RT에 따른 무의미음절인지도 또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잡음 환경에서의 무의미음

절인지도는 200 ms 전후의 MRT에서 70 ms 전후의 FRT와 

Table 5. Phoneme substitutions as a function of release time (FRT, MRT, and SRT) in quiet and noisy environments

Target 
phoneme

Substitution
Phoneme substitutions (%)

In quiet In noise (6 dB SNR)
FRT MRT SRT FRT MRT SRT

sha ʨha 31.96 32.95 39.13 35.48 36.47 35.63
kha 10.31 11.36 1.09 - 4.71 8.05
tha 18.56 19.32 17.39 17.20 20.00 16.09
pha 36.08 32.95 41.30 46.24 35.29 36.78
t͡ɕa 3.09 3.41 1.09 - 2.35 2.30
ha - - - 1.07 1.18 1.15

ʨha sha 4.08 2.50 4.88 - - 5.41
kha 12.24 27.50 2.44 - 5.00 13.51
tha 22.45 20.00 14.63 18.42 32.50 10.81
pha 59.18 50.00 75.61 81.58 60.00 70.27
t͡ɕa 2.04 - 2.44 - - -
ha - - - - 2.50 -

kha sha 1.85 - - 1.43 3.08 6.25
ʨha 35.19 37.04 30.00 31.43 38.46 23.44
tha 20.37 24.07 18.34 21.43 29.23 28.13
pha 42.59 37.04 51.67 44.29 26.15 40.63
t͡ ɕa - 1.85 - 1.43 1.54 -
ha - - - - 1.54 1.56

tha sha - - - 1.43 3.28 4.76
ʨha 29.69 34.29 31.15 25.71 31.15 33.34
kha 31.25 35.71 19.67 17.14 22.95 25.40
pha 39.06 30.00 49.18 54.29 42.62 34.92
ha - - - - - 1.59
pa - - - 1.43 - -

pha sha 1.72 1.64 - - 6.25 9.26
ʨha 37.93 24.59 48.94 43.48 43.75 31.48
kha 34.48 32.79 21.28 13.04 12.50 27.78
tha 25.86 39.34 27.66 41.30 35.42 31.48
t͡ ɕa - - 2.13 2.17 - -
ha - 1.64 - - 2.08 -

FRT (approximately 70 ms), MRT (approximately 200 ms), and SRT (approximately 600 ms). FRT: fast release time, MRT: medium release 
time, SRT: slow releas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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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ms 전후의 SRT에 비해 높게 나타나 한국어음의 인지도는 

RT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RT에 따른 무의미음절인지도는 청취 환경에 따

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Kong et al.(2013)의 연구에서 조

용한 곳에서의 무성자음인지도는 0 dB 이상의 SNR에서는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본 연구와 일치성을 나타냈다. 

무의미음절인지도는 조용한 환경에서는 RT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6 dB SNR의 잡음 환경에서는 FRT가 

MRT 및 SRT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FRT와 SRT 간에는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Han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한국형 

보청기적합공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개발한 8 채널의 

보청기를 이용하여 RT에 따른 어음의 청취능력을 알아보았다. 

대상자는 61세에서 80세의 감각신경성 난청인이었으며, RT는 

50 ms와 500 ms로 조절하여 어음청취역치(speech recognition 

threshold) 및 이에 필요한 SNR로 어음청취능력을 알아보았는

데 RT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RT가 100 ms 

이하로 빠를 때 작은 에너지의 신호음과 잡음을 증폭하고, RT

가 수백 ms 이상으로 느릴 때 신호음과 잡음을 억제하여 SNR

을 개선하는 효과를 감안할 때 70 ms와 600 ms에서 무의미음

절인지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와 일치성을 나타냈

다. 그러나 Han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200 ms 전후의 RT

에 따른 어음청취역치 및 어음인지에 필요한 SNR을 확인하지 

않아서 본 연구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Pottackal 

Mathai & Mohammed(2017)의 연구에서 양이보청기를 착용

한 후 문장을 40 dB HL, 60 dB HL 및 80 dB HL의 강도로 

제시하였을 때, 감각신경성 난청인은 10 ms보다 2,000 ms일 때 

SNR-50이 높게 나타나 느린 RT일 때 SNR이 개선되어 본 연

구와 일치성을 나타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RT에 따른 무

음절인지도는 200 ms일 때 70 ms와 600 ms에 비해서 높게 나

타났다. 본 연구의 실험에 사용한 보청기는 17 채널의 보청기로 

압축 시스템은 17개 각각의 채널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비

선형 보청기에서 RT가 빠르면 작은 에너지의 어음을 증폭하여 

CVR을 개선할 수 있으며, 느린 RT의 경우는 주변의 잡음을 억

제하여 SNR을 개선할 수 있지만 동시에 두 가지 모두를 개선

할 수는 없다(Souza, 2002). 그러나 다채널 보청기에서 RT를 

200 ms로 설정한 경우 70 ms에 비해서 잡음은 어느 정도 줄어

들고 CVR을 개선하기 어렵지만 고주파수 채널의 이득을 환원

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200 ms의 RT는 600 ms에 비해서 

SNR은 나쁘게 나타나지만 저주파수 채널의 이득을 줄여서 

SNR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0 ms의 RT

에서 잡음하의 무의미음절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합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Souza & Kitch(2001)는 경도에서 심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인

은 다채널의 경우 어음인지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Alexander & Masterson(2015)의 연구에서는 RT와 채널에 따

른 효과를 보기 위하여 4 채널, 8 채널 그리고 16 채널의 모의

실험에서 큰 차이는 아니었으나 RT와 관계없이 빠른 RT에서

는 4 채널, 느린 RT에서 16 채널의 인지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

한 Henning & Bentler(2008)의 연구에 따르면 빠른 RT와 채

널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였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RT의 주 효과가 압축 효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가장 효과적인 압축은 실제로 가장 빠른 

RT와 고 채널에서 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17 채널의 보청기만을 사용하여 채널에 대한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선호도에 있어서는 조용한 환경 및 잡음 환경에서 선명도, 

잡음의 크기 및 전체 선호도는 RT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Gilbert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51~76세의 난청인 25

명을 대상으로 RT가 5, 50, 500, 5,000 ms로 조작된 문장을 들

려주고 비교하였다. 상기의 연구에서 난청인들은 RT에 따른 성

능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5명을 제외한 15명의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일치성을 

나타냈다.

Neuman et al.(1998)의 연구에서는 20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인을 대상으로 RT를 60, 200, 1,000 ms로 조절하여 10점 척도

를 통해 음질을 평가하였을 때, 부드러움, 배경 소음 및 음량의 

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가 나타났지만, 

선명도 및 전체적 선호도는 RT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와 일치성을 보였다. 그리고 Kong et al.(2013)과 Lee & 

Lee(2010)의 연구에서는 조용한 곳 또는 무성자음의 CVR이 6 

dB 이상일 때 인지도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무성

자음에서 CVR이 6 dB 이상이 되려면 빠른 압축(fast acting 

compression)에서 CR이 2:1 이상 충분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

서의 CR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RT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선행 자음이 

고주파수 대역의 스펙트럼을 갖는 무성자음 2개를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일상의 대화음 내에는 다양한 모음, 유성 

및 무성자음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가 

RT에 따른 어음인지도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다.

Oh et al.(2000)에 따르면 난청인의 오류 패턴은 말소리 산출 

위치와 연관성이 높으며, 시각적 단서가 적은 음소에서 오류가 

더욱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음소별 대치는 대부분의 음소

가 전방화가 나타나 일치성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한국어 음운 체계에 따라 조음방법 및 조

음 위치에 따른 측면에서 오류 유형으로 분류하였을 때, 조용

한 환경 및 잡음 환경에서 모두 조음방법에 따른 대치가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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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파열음, 파찰음 순서로 오류율이 낮아졌으며, 위치에 따라

서 또한 치조음, 연구개음, 양순음, 경구개음 순으로 나타나 동

일한 양상을 보여 환경에 따라서 오류 패턴에 따른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대상자들의 청력역치레벨의 정도와 

역동범위, 단어인지도, 보청기 착용 및 순응(acclimatization)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제시어음은 무의미음절, 잡음은 백

색잡음으로 제한적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보청기가 

다채널임에도 RT를 주파수 대역별로 조절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에는 대상자들의 청력역치레벨, 단어인지도, 순응 기간, 나

이 등 대상자의 조건, 다양한 종류와 강도의 제시어음과 잡음, 

다채널 보청기의 주파수 대역별 RT 등을 고려하여 한국어음의 

인지에 RT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한국어 무성자음의 인지는 RT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국어음의 

인지에 효과적인 보청기적합공식의 개발을 위해서는 어음의 인

지와 신호대잡음비, 선명도 또는 선호도를 고려하여 RT를 산

출하는 것이 한국 난청인의 의사소통능력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심 단어0:0�보청기·해제시간·압축역치·압축비율·보청기적합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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