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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인공와우는 고심도 난청이 있는 사람들의 청신경에 전기적 

자극을 직접 제공하는 장치로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실된 

청감각을 보상해줄 수 있다. 언어 습득 이후에 청각 손실을 겪

는 사람들이 인공와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단기간 내에 말소

리 인식이 크게 개선된다(Ponton et al., 1996; Rouger et al., 

2007). 하지만 이러한 말소리 인식 개선의 정도는 듣기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조용한 상황에서는 

인공와우 사용자들의 말소리 인식 능력이 좋으나, 소음 환경에

서는 여전히 말소리 이해에 어려움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추 

청각 시스템을 포함하는 중추청각 처리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의 경우 소음하 듣기 과제를 일정 

기간 이상 지속하면 중추청각 처리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되어 정

상적인 언어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Niemitalo-Haapola et al., 2015).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소리

에 주의집중을 기울이는 것이 소음 환경에서의 말지각의 어려

움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Huyck & Johnsrude, 

2012; Rao et al., 2010). 이는 말소리가 소음에 비해 너무 약해

서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말소리에 집중을 하면 어떤 정보

를 억제하거나 처리하도록 허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선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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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청각 정보 처리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Roelfsema et al., 

2010). 그러므로 소리에 대한 집중은 인공와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습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듣기 환경은 어느 정도의 소음을 포함한

다. 이러한 배경 소음(background noise)은 특히 아동과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들의 언어 이해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인공와

우 사용자의 말지각력은 배경 소음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공와우 사용자의 소음하 언어 이해력은 그들 내에서

도 편차가 상당히 크다(Fu & Nogaki, 2005). 이는 제한적인 인

공와우 기기의 주파수 및 시간 정보 처리 능력이 소음 환경에

서의 말소리 변별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Fu & 

Nogaki, 2005; Hopkins & Moore, 2009; Won et al., 2007). 

선행 연구들은 인공와우 사용자 간의 말지각력 편차를 예측하

기 위해 주관적 검사 방법을 이용하여 검사 결과와 말지각력과

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연구 결과 인공와우 사용자의 청

력 역치(behavioral hearing threshold)는 소음하 말지각 능력

과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Anderson et al., 2013). 

또한 소음하 말지각 능력은 말초 청각 시스템보다 중추청각 처

리 과정과 더 연관성이 높다는 문헌 보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

세이다(Bidelman & Howell, 2016).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

하여 선행 연구들은 중추청각 처리 능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뇌피질 유발전위(cortical auditory evoked potential)

를 사용하여 소음하 듣기와 대뇌 활동성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Anderson et al., 2013; Bidelman & Howell, 2016). 그러나 정상 

청력군을 대상으로 한 대뇌피질 청성 유발전위 연구들은 중추

청각 처리에서의 소음의 영향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Paredes-Gallardo et al., 2018). 일부 연구에서는 말

소리에 의해 N1과 P2가 유발되었을 때, 두 성분의 진폭이 소음

에 의해 감소되었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Dimitrijevic et al., 

2013; Zhang et al., 2014),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배경 소음으로 

인해 N1과 P2의 진폭이 오히려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다(Par-
bery-Clark et al., 2011; Rao et al., 2010).

배경 소음이 인공와우 사용자의 말지각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배경 소음하에서 청각적 변별을 하는 과제에 중점

을 둔 치료 프로그램은 청능 훈련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실제로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은 성인들에게 소음하 말지각

에 중점을 둔 청능 훈련을 실시하였을 때 대부분의 사용자에

서 언어와 음악 인지 능력이 향상된 것이 확인되었다(Fu & 

Galvin, 2008). 또한 언어 습득 후 청력 손실을 가진 성인 인공

와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음 환경에서 청능 훈련을 실시한 

이후 소음하 말지각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훈련 효과는 더

욱 듣기 어려운 조건으로 일반화되었다(Oba et al., 2011). 하지

만 이러한 인공와우 사용자의 수행력 향상을 객관적으로 설명

할 수 있는 대뇌 활동성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아직 매우 부족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와우 사용과 청능 훈

련으로 인한 말지각 능력 향상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소

음이 미치는 말지각 능력의 변화 기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인공와우 사용자들의 뇌 활동성이 소음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성인 인공와우 사용자들의 대뇌

피질 청성 유발전위에 대한 소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음성 

개시 시간(voice onset time, VOT) 구별 과제를 소음 환경에서 

수행하였다. 또한, 주의집중에 의한 하향식 처리 방식(top-down 

processing)이 소음하 말지각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

기 위해, /ba/-/pa/ 변별 과제 시 주의집중을 하여 선택하는 능

동 청취(active)와 집중을 하지 않는 수동 청취(passive) 상황에

서 대뇌피질 청성 유발전위를 측정하였고, 각 청취 상황을 소음

이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에서 비교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

팀의 이전 연구에서 인공와우 사용자의 N1/P2 쌍극자 신호원 활

동성(dipole source activity)과 행동적 말지각 능력이 높은 연관

성을 보였으므로(Han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소음 환경에

서 측정한 인공와우 사용자들의 대뇌피질의 활동성과 소음하 

말지각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10명의 인공와우 사용자(남 4명)들은 신시내티 아동 병원의 

임상시험윤리위원회 프로토콜에 따라 모집되었으며, 연령범위

는 32~74세(평균 49.6세)였다. 모든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피험

자들은 오른손잡이였으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였다. 인공와

우 사용자들은, 인공와우 이식 후 1년이 지났으며, 하루에 적어

도 8시간 인공와우를 꾸준히 착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10명의 

인공와우 사용자 중, 2명의 난청 발생 시기는 언어 습득 이전, 8

명은 언어 습득 이후이며, 수술 전 청력은 대상자 모두 고도 난

청 이상이었다. 나이, 난청 발생 시 언어 습득 여부, 인공와우 이

식 측(좌/우) 등, 연구 대상자 간의 이질성이 있으나 인공와우 

사용자의 모집이 어려워 이들의 데이터 사용이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정상 대조군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질성에 의한 약점 

보완에 유의하였다. 소음하 말지각력 과제(예: 모음과 자음 식

별, 단어 인지)의 평균 점수를 기본으로 한 복합 점수는 이봉분

포(bimodal distribution)를 이루었다. 이를 바탕으로 10명 중 전

체 말지각력 검사 점수의 50% 이상인 피험자 6명을 우수(good)

군, 50% 이하인 피험자 4명을 저조(poor)군의 두 그룹으로 구별

하였다.

정상 청력군은 14명(남 5명)으로, 연령범위는 22~66세(평균 

45.6세)였다. 또한 모두 오른손잡이였으며, 양이 순음청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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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50 Hz부터 8,000 Hz까지 옥타브 단위 주파수에서 20 dB 

HL 이하의 정상 청력을 보였다. 모든 참여자는 동의서 서명 후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참여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였다.

자극음

자극음은 하스킨스 연구소(Haskins Laboratories)가 개발한 

Abramson/Lisker VOT 자극음에서 수정한 것으로, VOT가 

0 ms인 /ba/ 그리고 50 ms인 /pa/,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http://

www.haskins.yale.edu/featured/demo-liskabram/index.html). 

입술에 의한 파열 구간을 지나 모음 /a/로 끝나는 형식으로 구

성되었으며, 자극음의 총 지속 시간은 180 ms로 모두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처음 세 개의 포먼트(formant)의 주파수는 769, 

1,232, 그리고 2,524 Hz였다. 자극음이 시작되는 50 ms 구간 동

안 처음 세 포먼트는 모음의 안정기로 증가했다. 올바른 자극

음은 제1포먼트에서 최대 진폭으로 상승하고 비주기에서 주기

적인 신호원으로 전환되는 지연 시간이 10 ms였다. 소음 조건

의 경우, 신호대 잡음 비율(singal to noise ratio)이 +5 dB인 음

성 형태의 소음을 음성 자극에 추가하였다. 자극음은 직접 제

작한 Matlab 코딩(MathWorks, Natick, MA, USA)을 이용하

여 Tucker-Davis Technologies (TDT, Alachua, FL, USA)의 

RP2.1을 통해 호환 가능한 디지털 사운드 파일로 변환하여 전

달되었고, 동시에 TDT를 통해 신호가 전달되는 시간을 실시간

으로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자극음의 제시 강도는 2260 Inves-
tigator (Brüel and Kjær, Nærum, Denmark) 소음계를 이용하

여 보정하였다. 

연구 절차

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피험자들은 능동 청취 조건과 수동 청

취 조건을 분리하여 참여하였다. 수동 청취 조건에서는, 피험자

들이 자신이 선택한 영화를 음소거된 상황에서 시청하였으며, 

이해를 위해 자막을 제시하였다. 집중에 의한 하향식 처리의 영

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피험자에게 

최대한 영화에 집중하고, 자극음은 무시하도록 지시하였다. 능

동 청취 조건에서는, 피험자들이 제시받은 자극음(/ba/ vs. /pa/)

을 듣고 버튼을 눌러 자극음에 대한 반응을 하도록 하였다. 두 

가지 과제 모두 소음 조건에서 실행되었고, 수동 청취 조건은 항

상 능동 청취 조건을 수행한 후에 진행되었다. 전체적인 과제의 

흐름과 내용은 Figure 1에 나타나 있다.

피험자들은 과제에 익숙해진 후에, 능동 청취 조건의 과제를 시

작하였다. 정상 청력군은 각 VOT 자극음당 총 200회(2 VOT × 

200 trials)를 수행하였고, 수행력을 높이기 위해 능동 청취 조건

을 2블록, 그리고 수동 청취 조건은 1블록으로 나누어 시행되었

Quiet

Noise

0 ms

50 ms

0 ms

50 ms

450 ms

450 ms

Active condition

Passive condition

450 ms

1,500 ms

1,500 ms
(button press)

A B
Figure 1. Experimental stimulus and design. A: Speech sounds with 0 ms and 50 ms VOTs were used in quiet (upper) and noise (bottom) con-
ditions. B: Passive condition was followed by active condition. A duration of each VOT stimulus trial was 450 ms, and a fixed inter-stimulus in-
terval (1,500 ms) was given for passive and active conditions. During active condition, participants had to press a button within the 1,500 ms. 
VOT: voice onse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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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인공와우 사용자군은 인공와우 자체의 잡음이 많아 

뇌파 측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소 

400개의 시행 수가 있어야 적절한 독립 성분 분석(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ICA)이 이루어진다고 제시되었기에 시행 

수를 400회로 연장하여 진행하였다(Han et al., 2016). 다시 말

해서 각 VOT 자극음당 최소 400회(2 VOT × 400 trials)를 실

행하였고, 능동 청취 조건을 4블록, 그리고 수동 청취 조건은 2

블록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자극음 사이 구간(inter-stimulus interval)은 1.5초로, 자극

음이 끝난 후 1.5초의 휴지 구간을 지나 그 다음 자극음이 제

시되었고, 두 VOTs는 과제 수행 동안 무작위로 하나씩 제시되

었다. 이는 자극음이 나온 후, 피험자들에게는 1.5초의 반응 시

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험자의 반응에 대한 결과는 

보여주지 않았다. 모든 자극음은 피험자로부터 1.5 m 앞 정면에 

위치한 스피커를 통해 쾌적 강도 레벨(most comfortable level) 

수준의 크기로 차폐 방음실 안에서 제시되었다. 인공와우 사용

자들을 위한 소리의 쾌적 강도 레벨을 알기 위해, 0부터 10까지 

11종류의 소리 크기를 제시한 다음, 7에 해당하는 크기의 자극

음을 추정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인공와우 사용자의 

경우 자극음의 소리 제시 강도가 변이적이었으며(70~85 dB SPL), 

정상 청력군의 경우에는 70 dB SPL로 일정하게 제시되었다.

행동 검사

자음과 모음 지각은 Fu(2002)의 연구에 기반을 둔 강제 선

택 패러다임(forced choice paradigm)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6개의 자음은 신호 대 잡음 비율이 +10 dB인 음성 형태의 소

음하에서 남성 화자의 목소리로 “a/K/a”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각 자음은 5번씩(5회 × 16 자음) 총 80회 수행되었다. 참가자들

은 자음을 듣고 16개 중 적절한 답을 마우스로 클릭하도록 교

육받았다. 모음 지각은 “h/V/d”로 10개의 단모음과 2개의 이중 

모음을 제시한 후 결과를 수치화하였다. 각 모음은 자음과 마

찬가지로 신호 대 잡음 비율이 +10 dB인 음성 형태의 소음하

에서 5번씩(5회 × 12 모음), 총 60회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모음을 듣고 12개 중 적절한 답을 마우스로 클릭하도록 교육받

았다. 모음과 자음 지각 검사의 수행도는 백분율로 수치화하였

다. 문장과 단어 지각은 소음하 말지각(speech perception in 

noise) 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Kalikow et al., 1977; Ti-
ger Speech Technology, 2005). 총 50개의 문장은 신호 대 잡음 

비율이 +10 dB인 음성 형태의 소음하에서 제시되었다. 참가자

들은 문장에서 각 단어를 듣고 따라 하도록 교육받았다. 핵심어

(문장의 마지막 단어)의 정답 개수는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고

빈도와 저빈도의 핵심어는 따로 평가하였다. 소음하에서의 모

든 말지각력(예: 모음, 자음, 그리고 소음하 말지각력 검사의 마

지막 단어)은 평균 점수(백분율)를 이용하여 복합 음성 지각 

점수로 표시하였다. 양쪽 귀에 모두 인공와우를 이식하였을 경

우, 한쪽의 인공와우를 끄고 한쪽씩 검사를 수행하였다. 이후, 

양쪽의 복합 점수를 비교하여 점수가 높은 쪽의 인공와우를 

이용하여 뇌전도 실험을 실행하였다(총 오른쪽 6명, 왼쪽 4명).

뇌파 측정

뇌파는 64 채널 뇌파측정기(actiChamp; brain products GmbH, 

Munich, Germany)를 이용하여, 등거리로 위치한 전극이 부착

된 캡을 두피에 씌워 측정하였다(Debener et al., 2005; Han & 

Dimitrijevic, 2015). 접지 전극은 비근점과 Cz 위치의 중간 지점

에 위치하도록 조절하였으며, 총 64개 중 한 개는 기준 전극으

로 Cz에 위치하였고 나머지 63개의 전극으로 뇌파를 측정하였

다. 데이터 저장 시 표본율(sampling rate)은 1,000 Hz였고, 모

든 데이터는 오프라인 분석을 위해 저장되었다. 

데이터 처리

Brain Vision Analyzer 2.0 (Brain Products GmbH)을 이용

하여 뇌파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측정된 뇌파는 먼저 고대역 통

과 필터(high-pass filter)를 이용하여 저주파에서 발생하는 잡

음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0.01 Hz 이하 주파수를 차단하였고, 

표본율을 512 Hz로 낮추었다. 또한, 통과 주파수 대역 필터링

(band-pass filter)을 사용하여 전원에 의해 발생하는 잡음(60 

Hz)을 제거하였다. 이후 육안 검사(visual inspection)로 신체 움

직임과 관련된 잡음(500 mV 초과)을 제거하였고, 독립 성분 분

석(ICA)을 통해 눈 깜빡임/좌우 움직임, 심전도(electrocardi-
ography), 인공와우 잡음(cochlear implant artifact)을 제거하

였다(Delorme & Makeig, 2004). 

잡음 제거(artifact rejection)가 완료된 데이터는 저대역 통과 

필터(low-pass filter)로 20 Hz 이상의 주파수를 차단하였고, 

자극 시작점인 0 ms를 기준으로 자극 전 200 ms에서부터 자극 

후 1,000 ms까지 총 1,200 ms로 분할(segmentation)하여 분석

에 활용하였다. 각 VOT에 따라 나뉘어진 데이터는 조건당 실시

된 시행 수를 63개의 전극별로 평균화하여 기준 전극의 평균값

으로 빼주었다. 이어서, 정면중앙(fronto-central)의 전극에서는 

N1/P2 성분을, 두정엽(parietal)의 전극에서는 P3b 성분을 보기 

위해, 정점(peak) 검출을 수행하였다.

통계 분석

인공와우 사용자의 우수군과 저조군 간의 반응 시간과 능동 

대처 상황에서의 /pa/에 대한 정반응률에 대한 그룹 간 비교를 

실시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말지각력 검

사[모음, 자음, 단어(고빈도/저빈도), 문장]의 인공와우 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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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우수군의 수행력을 비교하기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각각 실시하였다.

VOT (2 VOT), 집중도(능동/수동 청취 조건), 소음(소음의 유

무), 그리고 참가자 그룹(인공와우 사용자의 우수군 vs. 저조군 

vs. 정상 청력군)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혼합모델 분산분석

(mixed model ANOVA)을 수행하여 N1의 진폭과 잠재기, P2

의 진폭과 잠재기, 그리고 P3b의 진폭과 잠재기를 비교하였다. 

Tukey’s honest significant difference 검증을 이용하여 사후 

비교(post-hoc comparisons)를 수행하였다. 뇌 활동성과 말지

각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스피어만 상관계수(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뇌 활동성과 소음하 말지

각력 수행도의 관련성을 검사하였다.

RESULTS

행동 검사

독립표본 t 검정으로 인공와우 사용자 집단의 우수군과 저조
군에 대한 소음 조건에서의 말지각력을 비교한 결과, 인공와우 

사용자의 우수군에서는 문장[t(10) = 4.4, p ＜ 0.05], 어휘 전체
[t(10) = 2.9, p ＜ 0.05], 고빈도 어휘[t(10) = 3.6, p ＜ 0.05], 자음
[t(10) = 4.2, p ＜ 0.05], 그리고 복합 점수[t(10) = 5.2, p ＜ 0.05]
를 포함한 대부분의 말지각력 검사에서 소음의 유무에 따라 차

이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저조군에서는 고빈도 어휘[t(6) = 2.9, 
p ＜ 0.05]에서만 소음 유무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Figure 2에서는 0 ms 그리고 50 ms 그룹의 VOT의 길이 변

화에 따른 /pa/ 인지율과 평균 반응 시간을 보여준다. 소음 조

건에서의 0 ms VOT에 대한 /pa/ 인지율은 12 ± 13.8%, 32.8 

± 31.3%, 그리고 31.1 ± 14.9%(정상 청력군, 우수군, 그리고 

저조군 순, 평균 ± 표준편차)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 50 ms VOT에서의 /pa/ 인지율은 90.5 ± 9.7%, 65.8 ± 

17.2%, 그리고 58.2 ± 28.8%(정상 청력군, 우수군, 그리고 저조

군 순, 평균 ± 표준편차)로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소음 조건에서의 0 ms VOT에 대한 반응 시간은 611.0 ± 

81.1 ms, 511.5 ± 103.8 ms, 그리고 577.0 ± 53.6 ms (정상 청력

군, 우수군, 그리고 저조군 순, 평균 ± 표준편차)였다. 그리고 50 

ms VOT에서의 반응 시간은 584.4 ± 85.8 ms, 535.1 ± 113.8 

ms, 그리고 580.8 ± 54.0 ms(정상 청력군, 우수군, 그리고 저

조군 순, 평균 ± 표준편차)였고 두 조건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VOT에 따른 대뇌피질의 사건 유발전위

소음 효과

진  폭

소음이 없는 청취 조건에서의 N1과 P2에 관한 결과는 본 연

구팀의 이전 논문에서 보고되었으므로(Han et al., 2016) 본 연

구에서는 소음 청취 조건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

다.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OVA; 정상 청력

군/인공와우 우수군/인공와우 저조군 × 능동/수동 청취 조건 

× 소음의 유/무 × VOT 0/50 ms) 결과에 따르면 N1 진폭에서

의 유의미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P2 진폭의 경우 소

음 × 능동 청취 조건(집중 요) × 그룹의 상호작용[F(2,20) = 

9.5, p ＜ 0.01] 그리고 VOT [F(1,20) = 5.8, p ＜ 0.05]에서 유의
미하게 차이가 났다. 정상 청력군에서의 사후검정을 살펴보면, 

소음이 없는 수동 청취 조건에서의 P2의 진폭의 크기가 소음

Figure 2. Results of behavioral task. A: Mean /pa/ identification scores in good and poor performing CI groups for noise condition. B: Mean 
reaction times for 0 ms and 50 ms VOTs in noise condition for the three subject group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oth in /pa/ 
identification and reaction time. Error bars are standard deviation. VOT: voice onset time, NH: normal hearing, CI: cochlear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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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수동 청취 조건, 소음이 없는 능동 청취 조건, 그리고 

소음이 있는 능동 청취 조건을 포함한 다른 모든 조건에서의 

그것보다 유의미하게 컸다(all p ＜ 0.05). 그리고 0 ms VOT에
서의 P2의 진폭의 크기는 50 ms VOT의 P2 진폭보다 작았다

(p ＜ 0.05). P3b의 경우, 반복측정 변량분석(정상 청력군/인공와
우 우수군/인공와우 저조군 × 소음의 유/무 × VOT 0/50 ms)을 

이용해 살펴본 결과 그룹 간[F(2,18) = 9.7, p ＜ 0.05]과 소음의 
유무[F(1,18) = 12.3, p ＜ 0.05]에 따라 차이가 났다. 정상 청력
군에서의 P3b 진폭에 대한 사후검정을 실시했을 때, 인공와우 

사용자군(우수/저조군 모두 p ＜ 0.05)에 비해 P3b 진폭이 유
의미하게 컸으며, 능동 청취 조건에서 소음이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작았다(p ＜ 0.05).

잠재기

피험자 그룹에 상관없이, N1과 P2의 잠재기는 능동과 수동 

청취 조건에서 모두 소음에 의해 더 연장되었다. N1 잠재기의 

경우, 능동 청취 조건(집중) × 소음[F(1,20) = 5.5, p ＜ 0.05]의 
상호작용 그리고 소음 × VOT의 길이[F(1,20) = 6.0, p ＜ 0.05]
의 상호작용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사후검정을 통해 알

아본 결과, 능동 그리고 수동 청취 조건 모두, 소음에 의한 N1의 

잠재기는 소음이 없는 조건에 비해 길었다(all p ＜ 0.01). 0 ms 
VOT에 대한 N1을 청취 조건이나, VOT의 길이에 따라 비교해

보았다, 0 ms VOT가 주어졌을 때, N1의 변화를 능동 청취 조건

과 수동 청취 조건으로 비교해 보면 능동 청취 조건에서 잠재기

가 좀 더 길었다. 능동 청취 조건에서 VOT의 길이에 따른 N1을 

비교해 보면, 0 ms VOT 자극이 주어졌을 때가 50 ms VOT 자극

이 주어졌을 때보다 잠재기가 유의미하게 짧았다(all p ＜ 0.01). 
P2 잠재기의 경우, VOT 길이[F(1,21) = 45.9, p ＜ 0.001]의 상호
작용 그리고 소음 × 그룹 간[F(2,21) = 3.5, p ＜ 0.05]의 상호
작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사후검정 분석 결과 P2의 

잠재기는 50 ms에 비해 0 ms의 VOT 조건에서 더 짧았고(p ＜  
0.001), 인공와우 사용자 저조군에서의 소음이 있는 조건에서 

관찰된 P2의 잠재기가 인공와우 사용자 우수군에서의 소음이 

없는 조건에서 관찰된 P2의 잠재기보다 연장되었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정상 청력군에서의 소음이 없는 조건에서 관찰된 

P2의 잠재기에 비해서는 늦어졌다(all p ＜ 0.05). P2 잠재기에 
대한 능동/수동 청취 조건에서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소음하 말지각력에서 집중력의 효과

Figure 3은 능동과 수동 청취 조건에서 소음이 있을 경우 

N1 그리고 P2의 파형을 보여준다. 반복측정 변량분석(정상 청

력군/인공와우 우수군/인공와우 저조군 × 능동/수동 청취 조

건 × 0/50 ms VOT)을 통해 N1의 진폭 크기의 차이에 대해 분

석해 본 결과, 그룹 간[F(2,21) = 3.6, p ＜ 0.05]의 차이가 유의
미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는데,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상 

청력군의 N1 진폭 크기가 인공와우 저조군의 N1의 크기에 비

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에 따른 N1의 잠재기를 비교해 보면 

그룹 간[F(2,20) = 5.2, p ＜ 0.05] 그리고 VOT의 길이[F(1,20) = 
23.5, p ＜ 0.001]에 따라 차이가 났으며, P2의 잠재기 비교 분석
에서 또한 그룹 간[F(2,21) = 6.6, p ＜ 0.01] 그리고 VOT의 길
이[F(1,20) = 23.6, p ＜ 0.001]에 의해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
다. 하지만 집중력에 따른 N1, P2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후검정을 통해 인공와우 사용자 우수군에서의 N1과 

P2의 잠재기가 정상 청력군의 두 가지 잠재기에 비해 지연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VOT의 길이에 따른 N1과 P2의 잠재기

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두 성분 모두 0 ms VOT에서 50 ms 

VOT에 비해 잠재기가 짧음을 알 수 있었다(all p ＜ 0.05). Fig-
ur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음 유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세 피험자군 내에서 말소리 길이에 따른 N1과 P2의 잠재기를 

측정하였다. 수동 청취 조건에서 N1의 잠재기는 정상 청력군과 

-200    0                                         1,000   -200    0                                        1,000             -200    0                                         1,000   -200    0                                         1,000

Passive condition Active condition

0 ms

NH

Good CI performers

Poor CI performers

0 msQuiet
Noise

50 ms 50 ms

2 µV

Figure 3. Grand mean waveforms to 0 ms and 50 ms voice onset times each with quiet and noise conditions for three subject groups. NH: 
normal hearing, CI: cochlear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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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우수군에서 0 ms 그리고 50 ms에서 모두 소음의 유

무에 의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igure 4A, C). 인공와우 저

조군에서는 0 ms VOT 조건에서만 P2의 잠재기가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 능동 청취 조건에서도 차이가 있는 그룹이 있었다. 

N1의 잠재기는 정상 청력군의 50 ms VOT 조건과 인공와우 우

수군의 0 ms VOT 조건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P2 잠

재기는 정상 청력군의 두 가지 VOT 조건, 그리고 인공와우 우

수군에서는 50 ms VOT 조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igure 4B, D).

뇌파-행동 검사 상관관계 

본 연구팀이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조용한 상황에서 

VOT 자극음으로 유발된 인공와우 사용자의 N1/P2와 말지각 

점수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밝혀진 바가 있으므로 본 연구

에서는 소음하 환경에서의 N1/P2와 소음하 말지각력과의 상

관관계를 알아보았다. Figure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스피어

만 상관관계 분석 결과 0 ms와 50 ms VOT에서 P2 잠재기의 

평균값(average all P2 latency)과 소음하에서의 소음하 모음

(r = 0.64, p ＜ 0.05) 지각 점수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Figure 4. N1 and P2 latencies in quiet and noise conditions during passive or active condition for three subject groups. N1 latency was com-
pared between quiet and noise conditions during passive (A) or active (B) listening among three subject groups. P2 latency was compared 
between quiet and noise conditions during passive (C) or active (D) listening among three subject groups. Error bars are standard error of the 
mean (*p < 0.05, †p < 0.01, ‡p < 0.001). Light blue bars represent N1 or P2 responses in quiet condition and blue bars indicate N1 or P2 re-
sponses in noise condition. VOT: voice onset time, NH: normal hearing, CI: cochlear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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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는 인공와우 사용자의 모음 지각 점수가 좋을수록 잠

재기의 평균 길이 또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0 ms와 

50 ms VOT의 P2 잠재기의 차이 값과 소음하에서의 자음(r = 

-0.73, p ＜ 0.05) 지각 점수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
는 소음하 자음 지각 점수가 좋을수록 0 ms와 50 ms의 P2 잠

재기의 차이가 작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DISCUSS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소음이 말소리에 의해 일어난 뇌 활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VOT 변별 과제 시행 시, N1과 P2의 잠재기가 

소음에 의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집중도 유무(능동 vs. 수동 청취 조건)에 따른 대뇌피질 청성 유

발전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소음 환경에서 주의집중에 의한 뇌 

활동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인공와우 사용자의 뇌 

활동성과 행동적 말지각 능력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을 때, P2 

잠재기와 소음하 모음 및 자음 지각 능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

행동적 말지각에 대한 소음의 영향

본 연구에서는 인공와우 사용자를 대상으로 모음, 자음, 단

어, 문장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의 행동적 말지각 평가를 각각 

조용한 환경과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실시하여 행동적 말지각

에 대한 소음의 영향을 측정하였다. 예상한 바와 같이 수행력

이 우수한 인공와우군에서는 저빈도 어휘를 제외하고 모든 영

역에서 소음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인공와우 저조

군에서는 저빈도 어휘를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인공와우 우수군의 소음에 대한 높은 민감도를 반

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저조군의 경우 소음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말지각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소음의 영향 또한 우

수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

에 참가한 인공와우 사용자들은 한쪽 귀에만 인공와우를 착용

한 상태로 모든 실험에 참가하였는데, 양이(bilateral) 인공와우 

사용자의 소음하 말지각력을 연구한 이전 연구에 의하면 양쪽

에 인공와우를 착용하였을 때 일측(unilateral) 인공와우를 착

용한 상태보다 소음하 문장과 단어 지각력이 우수하다고 보고

하였다(Mu¨ller et al.,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일측 인

공와우 청취가 인공와우 사용자의 소음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낮은 소음하 말지각 능력을 야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공

와우 우수군에서는 저빈도 어휘 과제에서만 조용한 환경과 소

음 환경에서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 과제의 경우 문맥에

서 나타나는 의미적 단서 없이 정확한 듣기 능력만으로 정답을 

맞혀야 하기 때문에, 조용한 환경에서의 점수가 모든 항목을 통

틀어 가장 낮으며, 소음의 영향 또한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마찬가지로 인공와우 저조군에서는 고빈도 어휘 과제

에서만 조용한 환경과 소음 환경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고빈도 어휘 과제는 문맥의 의미적 단서가 주어지기 때문에 조

용한 상황에서는 높은 수행력을 보이나, 소음 환경에서는 지각

력이 저하되어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Figure 5. Significant Spearman’s rank correlations between P2 latency and vowel and consonant perception in noise. A: Averaged P2 laten-
cy during 0 ms and 50 ms voice onset tim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vowel in noise scores (r = 0.64, p < 0.05). B: Absolute difference 
of P2 latencies (0 ms vs. 50 m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consonant in noise scores (r = -0.73, p < 0.05). Note that blue and light blue 
dots represent good and poor CI performers, respectively. CI: cochlear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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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P2 대뇌피질 청성 유발전위에 대한 소음의 영향

인공와우 사용자의 N1/P2에 대한 소음의 영향을 알아본 결

과, /ba/-/pa/ 연속체의 말소리에 의해 일어난 N1/P2의 잠재기

가 소음에 의해 크게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에 의한 N1/

P2의 변화를 조사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톤(tone) (Bertoli 

et al., 2005), 화음(harmonic complex) (Alain et al., 2014), 그

리고 음성(Parbery-Clark et al., 2011; Shtyrov et al., 1999)과 

같은 다양한 소리가 소음과 함께 자극음으로 주어지면, 소음이 

없는 조용한 상황에 비해 N1/P2의 진폭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

다. 그러나 말소리를 자극음으로 사용한 일부 연구에서는 N1/

P2 대뇌피질 청성 유발전위의 잠재기가 진폭보다 소음에 의한 신

경 활성화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VOT 변화에 따른 N1의 반응 양상을 살펴본 한 연구에서

는, 긴 VOT를 가진 말소리를 소음과 함께 제시하였을 때, 소음

이 없을 때의 N1에 비해 N1의 잠재기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

다(Dimitrijevic et al., 2013). 또한, /da/ 음절을 이용한 연구에

서는 소음의 크기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N1/P2의 잠재

기가 크기의 변화에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나, N1 진폭의 변화는 

순차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Sharma et al., 2014). 이 연구에

서는 소음에 따른 N1 진폭의 변화는 복잡하고 비체계적인 반

면, N1 잠재기의 변화는 소음의 크기에 비례하여 비교적 일정

한 패턴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나

타난 소음에 따른 잠재기의 변화는 소음에 대한 인공와우 사

용자의 대뇌피질의 민감도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중추

청각 처리에 대한 소음의 영향을 측정할 때 잠재기가 진폭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한편, N1 진폭은 뇌신

경 다발의 동시적인 활동성의 크기를 반영하는 반면, N1 잠재

기는 청각 정보의 처리 속도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Tremblay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잠재기

의 연장은 소음으로 인한 청각 정보의 처리 속도의 지연에 따른 

것으로 유추되는데, 이는 소음 환경에서 정확한 말소리 지각을 

위해 일차 청각중추 영역 외에 대뇌의 다른 영역과의 통합 처

리로 인하여 처리 속도가 지연되고, 이러한 지연이 연장된 N1 

잠재기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인공와우 사용자들의 소음하 말지각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소리에 집중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음하 말지각 과제를 수행 시 주의집중을 하면 행동적 지각력

의 향상뿐만 아니라 대뇌피질 신경 활동성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인공와우 사용자군과 정상 청력군에서 

소음하 말지각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선택적 주의집중에 의한 

청각피질의 변화가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Choi et al., 2013; 

Dimitrijevic et al., 2017). 한 연구에서는 소음하 숫자 인지에 대

한 주의집중의 영향을 신경 진동의 변화로 관찰하였는데, 능동 

청취 상황에서의 알파 진동(alpha oscillation)의 동시성이 수

동 청취 상황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알

파 진동의 변화는 소음하 숫자 인지 점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Dimitrijevic et al., 2017). 또한, 난청인 혹

은 인공와우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용한 환경에서 자극음에 대한 

선택적 주의집중을 하도록 유도한 청각 재활을 실시한 후, 소음

이 있는 환경에서의 언어 이해도를 측정하였을 때 수행력이 크게 

상승된 것이 확인되었다(Oba et al., 2011; Schumann et al., 2014).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음 환경에서 주의집중으로 인한 N1/P2

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에 대한 원인

은, 우선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mismatch negativity 실험

에서 사용하는 선택적 집중 패러다임(oddball paradigm)을 이

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자극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요하는 비

선택적 집중 패러다임(equiprobable paradigm)을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청각적 자극에 대한 피험자들의 적극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선택적 집중 패러다임을 사용한 이전 연구에 

따르면, 소음 환경에서 자극에 주의집중을 하지 않았을 때 N1 

진폭은 감소하고, 반대로 자극에 집중을 하면 N1 진폭이 증가

하였다(Choi et al., 2013). 반면,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주어지

는 자극음을 듣고 /ba/와 /pa/ 둘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는 

과제를 수행했기 때문에 모든 자극음에 주의집중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과제의 특성에 따라 주의집중을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달라져 다른 뇌 영역을 자극하게 되고, 서로 상이한 신경 활성

화 루트를 거치기 때문에 N1의 변화도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대뇌피질 청성 유발전위와 소음하 말지각 능력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팀은 이전 연구에서 성인 인공와우 사용자를 대상으

로 VOT 차이에 따른 N1/P2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VOT와 대

뇌피질 청성 유발전위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연구 결과, 말

지각력이 저조한 인공와우 그룹의 P2 잠재기가 우수한 인공와

우 그룹과 비교했을 때 크게 연장되었으며, 이러한 P2 잠재기의 

변화는 모음 지각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Han 

et al., 201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P2가 N1보다 인공와우 사

용자의 말지각력과 더 큰 연관성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Kelly 연구팀의 인공와우 사용자 대상 연구 결과에

서도 음향적 변화를 포함하는 자극음으로 유발된 P2의 진폭

이 인공와우 사용자의 말지각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다(Kelly et al., 2005).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VOT 정보를 포함한 말소리에 의해 발생한 N1

과 P2의 진폭과 잠재기가 인공와우 사용자들의 말지각력과 연

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극음이 소음과 함께 제시되

었을 때의 N1/P2와 소음하 말지각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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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였다. 예상한 대로 0 ms와 50 ms VOT 자극음에 대한 P2 

잠재기 수치들의 평균값과 차이값이 소음하 말지각 점수와 유

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P2 잠재기가 길어질수록 소음

하 모음 지각 점수가 높아졌는데, 이는 소음으로 인해 정확한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차 청각중추 이외에도, 주의집중과 청

지각 변별을 위해 전두엽, 두정엽 등의 다른 대뇌피질 부위가 

뇌 활성화에 관여함으로써 나타나는 중추청각 처리의 연장이 

길어진 P2 잠재기로 표현된 것으로 유추된다. P2는 청각적 훈련 

혹은 청각적 변별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훈련

이 지속되고 청각적 변별 능력이 향상될수록, 그리고 소리에 대

한 주의집중을 할수록 P2의 진폭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다

(Ross & Tremblay, 2009; Tremblay et al., 2001). 이러한 P2의 

특성은 P2를 일으키는 대뇌피질에서의 진원지와 연관성이 깊은

데, P2는 N1과 달리 일차 청각피질, planum temporale 외에도 

다수의 진원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odey et al., 

2001). 따라서 이러한 다수의 진원지를 거치며 나타난 중추청각 

처리의 지연이 P2 잠재기의 연장으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VOT 0 ms와 50 ms에 대한 P2 잠재기의 

차이가 작을수록 소음하 자음 지각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긴 VOT (50 ms)를 처리할 때도 0 ms

의 짧은 VOT를 처리하는 것과 유사한 빠른 청각적 처리가 가

능한 것을 의미하므로, 소음하 말지각 능력이 우수한 인공와우 

사용자일수록 높은 신경 동시성(neural synchrony)과 빠른 신

경 전달이 가능하며, 이러한 신경적 우수성이 빠른 P2 잠재기

로 투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를 요약하면 본 연구는 P2 잠

재기가 인공와우 사용자들의 말지각력에 대한 객관적 척도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뇌피질 

청성 유발전위와 말지각 검사를 포함하는 행동적 수행력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특히 영유아와 같은 주관적 평가 방식

의 적용이 어려운 평가 대상을 위한 중요한 정보로서, 이들의 

말지각력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 따

르면, 클릭 혹은 tone burst 같은 단순 자극음과 비교하여 환경 

친화적인 자극을 사용하였을 때 임상 집단에서 대뇌피질 청성 

유발전위와 말지각력 사이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Ab-
bas & Brown, 1991).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의미가 있는 문

장이나 단어와 같은 좀 더 자연스러운 자극음을 이용하여 인

공와우 사용자의 말지각력과 뇌 활동성과의 상관관계를 조사

하는 것이 필요하다(Michalewski et al., 2009).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음이 N1과 P2의 잠재기를 유

의미하게 증가시키며, P2 잠재기가 인공와우 사용자의 말지각 

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

합해 보면, 소음은 행동적으로 말지각력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행동적 변화는 대뇌피질 청성 유발전위에 의해 측정된 신경 활

동성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의 연

장선상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귀의 자극 방향에 따른 효과를 

조사하고, 더 큰 인공와우 표본 수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중심 단어0:0�인공와우·소음하 말지각력· 

대뇌피질 청성 유발전위·음성 개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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