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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대화음레벨(conversational speech level)이란 서로 마주하

여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나타나는 어음의 음압레벨(sound 

pressure level, SPL), 장기평균어음스펙트럼(long-term aver-

age speech spectrum, LTASS)은 특정 기간(시간) 동안의 1 또

는 1/3 옥타브 주파수에서 평균 SPL 또는 이득을 의미하며, 이

는 평균화된 어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청각학에서의 대화음레

벨과 LTASS는 주로 난청인이 착용하는 보청기의 이득 산출 

또는 보청기의 전기음향적 조절(Byrne & Dillon, 1986; Byrne 

et al., 2001; Cornelisse et al., 1995; Lee & Kim, 2011), 보청기

의 성능 측정(IEC, 2005; 2012) 등에 사용한다. 

청력역치레벨(hearing threshold level)에 따른 보청기의 이

득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보청기적합공식(hearing aid fitting 

formula)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청기적합공식에서 대

화음레벨 그리고 LTASS를 이용한 비선형의 보청기적합공식을 

개발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National Acoustic Laborato-

ries’ nonlinear fitting procedure, version 1(NAL-NL1;  Na-

tional Acoustic Laboratories, Chatswood, Australia)은 1/2 

옥타브 주파수에서 Byrne et al.(1994)의 LTASS를 기준으로 

입력 SPL에 대한 이득량을 계산하였다(Byrne et al., 2001). 

그리고 the desired sensation level input/output (DSL I/O) 

(Scollie et al., 2005)은 쾌적강도레벨(most comfortable level), 

불쾌강도레벨(uncomfortable level), 그리고 LTASS를 고려하

여 보청기적합공식을 도출하였으며, 또한 유아, 어린이 및 성인

의 최신 보청기 사용을 위한 version 개정을 위해 Pearsons et 

al.(1977)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한국 연구의 경우 Hallym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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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logy Institute-version 1(Jin et al., 2017)은 보청기적합공식 

개발 시 한국어의 LTASS와 대역중요함수(band importance 

function), 역동 범위(dynamic range)와 같은 언어의 음향 및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Lee & Kim(2011)은 대화음레벨

과 음량 범주 위치 확인 시, 한국어음의 평균 SPL, LTASS 및 

청력역치레벨에 따른 쾌적강도레벨의 변화를 통해 이득을 계

산하였다. 

보청기의 성능 측정 시 대화음레벨과 LTASS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에서는 보청기의 이득 측정 시 30, 65, 99 퍼

센타일(percentile)에 대한 대화음레벨과 이에 따른 어음스펙트

럼을 이용한다(IEC, 2012). Holube et al.(2010)은 성능 측정의 

표준화를 위해 Byrne et al.(1994)의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다

양한 국가의 어음 표준화를 시도하여 국제어음시험신호(inter-

national speech test signal, ISTS)를 개발하였다. 

대화음레벨 및 LTASS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화음레벨

은 Pearsons et al.(1977)이 실제 대화 시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적절하게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배경소음 

및 대화음레벨을 1.0 m에서 녹음 및 분석하였다. 그중 무반향실 

측정에서는 가벼운(casual), 보통의(normal), 조금 큰(raised), 큰

(loud), 그리고 외치는(shout) 5개 범주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결

과 가벼운 대화음레벨과 큰 대화음레벨 간에는 대략 30 dB 

SPL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5개의 각 범주 간의 차이는 5에서 12 

dB SPL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NAL-NL1, DSL I/O 보

청기적합공식 도출 시 사용된 LTASS는 Byrne et al.(1994)이 언

어에 따른 보청기의 이득 산출 등에 사용하기 위해 13개의 언어

(영어, 스웨덴어, 덴마크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광둥어, 표

준 중국어, 러시아어, 웨일스어, 스리랑카어, 베트남어, 아랍어)

를 0.2 m 거리에서 녹음한 후 LTASS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000 Hz 이상에서 각 국가 언어의 강도에 차이가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무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기의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LTASS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Jin & 

Lee(2010)는 Byrne et al.(1994)이 보고한 LTASS의 보편성의 여

부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한국어와 영어의 

LTASS 특성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Byrne 

et al.(1994)의 연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화자 어음 수가 적어 

지속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화자 성별 및 화자 연령에 따른 

LTASS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Mo-

radi et al.(2014)의 연구 또한 화자 성별에 따른 LTASS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상자 수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그

러나 Lee et al.(2008)과 Noh & Lee(2012) 연구에서는 한국어

의 LTASS와 영어음의 LTASS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

으며, Jin et al.(2016) 연구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대역중요함수

에서 한국어의 역동 범위가 저주파수에서 영어의 역동 범위보

다 좁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기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특정 국가에서 사용하는 보청기

의 전기음향적 조절 그리고 성능 측정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 

언어의 대화음레벨 및 LTASS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유럽, 미국, 호주 등의 영어권에

서 개발한 보청기와 보청기적합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사용

하고 있다. 이에 따라 Lee & Kim(2009)은 서구에서 개발한 보

청기적합공식을 사용하는 경우 한국 난청인의 심리음향 및 언

어적인 특성에 맞지 않아 한국 난청인이 사용하는 보청기의 전

기음향 조절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건청 성인 남녀

의 발성 방법에 따른 대화음레벨과 LTASS를 방음실 환경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30, 65, 99 퍼센타일

에 해당하는 대화음레벨과 이에 따른 스펙트럼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보통 크기로 발성한 한국어음에 대한 LTASS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국어 대화음레벨과 스펙트럼 그리고 

LTASS의 확인을 통하여 한국 난청인이 착용하는 보청기의 음

질 및 의사소통능력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청기적합

공식의 산출과 보청기의 성능 측정에 필요한 신호음의 표준화

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대화음레벨과 LTASS를 확인하기 위한 대상자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인으로 평균 연령 25.9세(표준편차: 

7.27세)의 성인 73명(남자 25명, 여자 48명)이었다. 대상자는 육

안 관찰 시 외이도 및 고막에 이상소견이 없고 한국어판 음성

장애지수(Yun, 2007)를 통해 음성 및 언어적 특이사항이 없으

며, 순음기도청력검사에서 0.25에서 8.0 kHz의 청력역치레벨이 

25 dB HL 이하, 단어인지도는 45 dB HL에서 90% 이상인 피검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대상자는 수도권 15명, 경상도 

36명 및 전라도 22명으로 총 73명을 모집하였다. 

모집단의 산출 근거 

본 연구에 필요한 최소 표본의 수를 알아내기 위해 20명의 

예비실험 데이터를 추출하여 아래의 식(Scheaffer et al., 2012)

으로 계산하였다. 

n = 
Nz2α / 2 s

2

Nd2 + z2α / 2 s
2   [Equation 1]

상기의 식에서 신뢰도 100 (1-α)%일 때, n은 필요한 표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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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N은 모집단의 크기, s는 표준편차, d는 오차한계이며 zα는 

표준 정규분포의 제100(1-α)번째 퍼센타일이다. 예비실험 데이

터 분석으로 얻은 표준편차 s = 2.84를 20세 이상 인구를 모집

단으로 할 때, 모집단 크기 N = 36,765,374명(KOSIS, 2019), 오

차한계 d = 0.7(dB), 신뢰도 95%에서 z0.025 = 2를 사용하여 계산

하면 필요한 최소 표본 수(n)는 65.84로 나타났다(Equation 1 

참조).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73명에 대한 피검자의 

데이터를 구하였다.

연구 장비

외이도 및 고막의 이상 유무는 이경 검사기 MD SCOPE 

MS101(MD SCOPE, New Taipei, Taiwan), 음성 및 언어적 특

이사항 확인은 한국어판 음성장애지수(Yun, 2007)를 사용하

였다. 순음 및 어음청각검사는 GSI AudioStar Pro (Grason 

Stadler Inc., Eden Prairie, MN, USA), GSI 61(Grason Stadler 

Inc.), 그리고 헤드폰은 모두 TDH-49(Telephonics, Farming-

dale, NY, USA)를 사용하였으며, 단어인지도검사는 한국 표준 

단음절어표(Korean standard monosyllabic word lists)를 사용

하였다. 대화음레벨 및 LTASS는 A 가중치로 1분간 측정했을 

때 30 dB LAeq 이하의 소음레벨이 나타나는 방음실(남부대학

교, 부산가톨릭대학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측정하였으

며, 읽기 자료는 읽기 쉬우며 반복 구절이 없고, 대화 문장이 많

은 한국 전래 동화책 『한글학교 학생용 동화로 배우는 한국어

(Overseas Korean Education Promotion Foundation, 2006)』

를 선택하였다. 대화음레벨 측정은 소음계 Hand-held analyzer 

type 2250-L (Bru¨el & Kjær, Nærum, Denmark)로 실험 전

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교정을 마친 후 사용하였다.

연구 절차

대상자의 배치

대화음레벨과 어음스펙트럼 측정은 Byrne et al.(1994)과 그

리고 Peasrons et al.(1977)이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대상

자의 배치는 첫째, 대상자를 의자에 앉힌 후 읽기 자료를 소음

계와 화자의 입보다 최대한 아래에 위치하도록 들게 하였으며, 

소음계는 입의 수평면 아래 45°에 배치하였다. 이때 입과 소음

계의 거리는 1.0 m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둘째, LTASS는 By-

rne et al.(1994)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대상자를 의자에 앉힌 

후 소음계를 입의 수평면 아래 45°에 배치하였으며, 입과 소음

계의 거리는 0.2 m였으며, 읽기 자료는 1.0 m 방법과 마찬가지

로 대상자가 들게 하였다.

대화음레벨과 LTASS의 측정

대화음레벨과 30, 65, 99 퍼센타일에 대한 어음스펙트럼 

측정은 첫째,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실험 방법을 설명한 후 

동화책의 여러 내용 중 대상자가 읽을 동화책 내용 하나를 선

택하게 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목을 풀고 자연스러운 발성을 

위해 동화책 내의 2 문장 이상을 읽게 하였다. 셋째, 책을 읽

는 도중 틀린 단어가 있어도 수정하지 않고 계속 읽을 것을 

지시하였으며, 대상자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대화할 때의 크

기를 기준으로 ‘작게’, ‘보통’, ‘조금 크게’, ‘크게’ 순으로 발성하

게 하여 측정하였다. 넷째, LTASS는 대화음레벨과 어음스펙

트럼 측정 방법과 동일하지만, 대상자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처럼 ‘보통 크기’로만 발성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대화음레벨과 LTASS는 총(total) SPL 및 1/3 옥타브 주파수

Table 1. Mean (standard deviation) of conversational speech sound pressure level according to vocalization methods

Gender
Conversational sound pressure level in dB

Soft Moderate Raised Loud Overall
Female 56.81 (2.81) 60.23 (2.87) 63.62 (3.09) 68.90 (4.67) 61.03 (5.27)
Male 58.98 (2.50) 61.74 (2.62) 64.49 (3.04) 69.31 (4.12) 64.72 (4.98)
Overall (range) 57.55 (2.88)

(50.7-65.8)
60.75 (2.86)
(53.3-67.3)

64.22 (3.06)
(57.8-70.8)

69.18 (4.27)
(60.6-81.3)

62.93 (5.44)

Table 2. The results of 3-way analysis of variance for conversa-
tional speech sound pressure level according to the vocalization 
method of male and female speakers in each area

Main effects F p-value
Gender (male, female) 8.110    0.005
Area (metropolitan area, Gyeongsang, Jeolla) 1.609    0.202
Vocalization method (soft, moderate, raised, loud) 140.264 < 0.001

Figure 1. Sound pressure level (dB) of 30th, 65th, 99th percentile 
for Korean conversational speech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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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LZeq (dB SPL)로 측정하였다.

결과 분석

성별, 지역별, 발성 방법에 따른 차이는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삼원배치 분산분석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2차 이상의 상호작용

은 유의하지 않을 경우 상호작용은 모두 오차 항으로 풀링

(pooling)하여 주 효과만 포함된 삼원배치 분산분석을 사용하

였다. 어음스펙트럼은 1/3 옥타브 주파수에서 30, 65, 99 퍼센

Figure 2. 30th, 65th, 99th percentile at one-third-octave b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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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Long-term average speech spectrum at one-third-octave b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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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에 해당하는 SPL 및 어음스펙트럼을 구하였다. ‘보통’ 크기

로 발성한 남녀 LTASS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
dent t-test)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25(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다.

RESULTS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보청기적합공식의 산출, 효과적인 보

청기의 조절을 위해 경기도를 포함한 서울, 경상도 및 전라도에 

거주하는 남녀 화자가 1.0 m의 거리에서 발성하는 방법(‘작게’, 

‘보통’, ‘조금 크게’, ‘크게’)에 따른 각각의 대화음레벨 그리고 30, 

65, 99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대화음레벨 및 어음스펙트럼을 확

인하였다. 그리고 성능 측정에 필요한 신호음의 표준화에 도움

을 주기 0.2 m 거리에서 ‘보통’ 크기로 발성하는 한국어음의 

LTASS를 확인하였다.

대화음레벨과 어음스펙트럼

대화음레벨

성별, 지역별, 발성 방법에 따른 대화음레벨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성인 남성의 평균 대화음레벨은 여성의 평균 대화음레

벨보다 3.69 dB 높았으며(t = 6.16, p ＜ 0.001), 서울과 경기, 경
상, 전라 지역별 대화음레벨의 평균(표준편차)은 각각 63.62 

(5.39), 62.93(5.42), 62.45(5.52) dB SPL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F = 0.832; p = 0.436). 성인 남녀가 1.0 m에서 
‘작게’, ‘보통’, ‘조금 크게’ 및 ‘크게’ 발성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 = 164.15, p ＜ 0.000). Table 1에 유의한 차
이가 있는 성별 및 발성 방법별 평균(표준편차)을 요약하였다. 

성별, 지역별, 발성 방법에 따른 차이를 상호작용(interac-

tion)을 포함하여 삼원배치 분산분석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2차 

이상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지역 × 발성 방법(p = 
0.737), 지역 × 성별(p = 0.070), 성별 × 발성 방법(p = 0.859), 성
별 × 지역 × 발성 방법(p = 0.906)] 상호작용은 모두 오차 항
으로 풀링하여 주 효과만 포함된 삼원배치 분산분석을 사용하

였다.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이 성별 및 발성 방법에 따른 차

이는 유의하였으나 지역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30, 65, 99 퍼센타일의 대화음레벨과 어음스펙트럼

IEC(2012)에서 제시한 30, 65, 99 퍼센타일, 즉 한국어 대화

음의 ‘작은’, ‘보통’, ‘큰’ 대화음레벨은 각각 59.67, 64.74, 79.07 

dB SPL로 나타났다(Figure 1). 

그리고 Figure 2에 IEC(2012)에서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 대화음레벨의 30, 65, 99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SPL을 

0.06 kHz에서 16.0 kHz의 주파수 범위에서 나타내었다. Fig-

ure 2에서 30, 65, 99 퍼센타일의 스펙트럼은 0.25 kHz에서 

0.40 kHz 사이에서 최대치를 나타냈으며, 최대치를 기준으로 

주파수가 낮아지거나 높아질수록 SPL이 감소하는 형태를 나

타내었다.  

Figure 4. Comparison of spectrum between Korean and ISTS 
by female speakers. ISTS: international speech test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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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ne-sample t-test results of the Korean and English long-term average speech spectrum at one-third octave frequencies

Frequency (kHz) 0.25 0.32 0.40 0.50 0.63 0.80 1.00 1.25 1.60 2.00
Korean 59.1 55.5 60.0 60.7 59.9 56.9 50.4 49.8 49.5 45.0
ISTS 55.9 53.1 56.7 56.7 55.4 53.0 49.3 47.3 46.7 43.8
p-value < 0.001 0.002 < 0.001 < 0.001 < 0.001 < 0.001 0.114 0.004 < 0.001 0.084
Frequency (kHz) 2.50 3.15 4.00 5.00 6.30 8,00 10.00 12.50 16.00 -
Korean 43.0 41.8 40.5 39.1 38.1 37.8 37.5 35.2 29.1 -
ISTS 42.3 41.7 40.3 39.6 40.2 39.9 40.0 37.8 36.1 -
p-value 0.188 0.865 0.605 0.885 0.005 0.014 0.022 0.017 < 0.001 -
ISTS: international speech test signal

각 퍼센타일에 대한 어음스펙트럼의 차이 또한 비선형 증폭기

의 압축역치, 압축비율 등 보청기적합공식의 산출, 보청기의 성

능 측정에 필요한 신호음의 제시 SPL, 스펙트럼 등의 특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남녀가 발성하는 대화 음레벨에서 ‘보통 크기’로 발성했

을 때 평균 대화음레벨은 61.74 dB SPL과 60.23 dB SPL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발성 방법에 따른 전체 평균에서

는 남성이 64.72 dB SPL, 여성이 61.03 dB SPL로 남성이 여성

에 비해 3.69 dB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평균 대화음레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폐활량이 더 큰 남성이 큰 소리로 발성했

을 때의 대화음레벨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LTASS

한국 남녀가 0.2 m에서 ‘보통 크기’로 발성했을 때의 LTASS

에서 남성은 0.13 kHz 이하의 주파수에서 여성에 비해 SPL이 

높게 나타나 Byrne et al.(1994), Noh & Lee(2012)의 연구와 일

치성을 나타냈다. 그리고 한국 여성의 LTASS는 0.25 kHz에서 

16.0 kHz까지의 주파수 범위에서 IEC(2012)에서 제시한 형태

와 다르게 나타났다. Table 3에서 한국어의 평균 LTASS를 

ISTS와 일표본 t-검정을 통해 확인했을 때 1.00, 2.00, 2.50, 
3.15, 4.00, 5.00, 6.30 kHz를 제외한 모든 1/3 옥타브 주파수에

서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IEC(2012)에서는 ISTS 개발 시 
Byrne et al.(1994)의 연구 결과를 국제 LTASS를 기준으로 여

과(filtering)하여 ISTS와 LTASS 차이를 1 dB 미만으로 제한

하고 여과한 데이터를 음절 단위로 분절하여 SPL을 산출하는 

과정을 거쳤다(Holube, 2010). 따라서 IEC(2012)에서 명시한 

ISTS는 본 연구와의 직접적인 비교에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한국어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 m에서 발화한 한국인의 대화음레벨에서 30, 65, 99 퍼센

타일은 59.67, 64.74, 79.07 dB SPL로 나타나 30 퍼센타일에 해

당하는 대화음레벨은 IEC(2012)에서 제시한 55 dB SPL과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30, 65, 99 퍼센타일의 

어음스펙트럼과 LTASS의 형태 또한 IEC(2012)와 차이가 있음

LTASS

Figure 3에 성인 남녀 및 평균 LTASS를 나타내었다. 그림에

서 0.06, 0.08, 0.10, 0.13, 0.25, 0.32, 0.40 kHz에서는 남성의 

SPL이, 0.20, 0.80, 10.00, 12.50, 16.00 kHz에서는 여성의 SPL

이 높게 나타났다. 최소 및 최대 표준편차는 남성이 4.61과 9.19, 

여성이 3.07과 7.71로 각각 나타났다.  

DISCUSSIONS

대화음레벨과 어음스펙트럼

IEC(2005; 2012)에서는 보통 크기의 대화음레벨을 65 dB 

SPL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IEC(2012)에서는 보청기의 성

능 측정, 실이 측정 시 ‘보통 크기’에 대한 어음을 제시할 때 6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ISTS의 스펙트럼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인이 1.0 m 거리에서 발성하는 대화음

레벨에서 ‘보통 크기’로 발성하는 평균 대화음레벨은 60.75(표

준편차, 3.06) dB SPL로 나타났으나 ‘작게’, ‘보통’, ‘조금 크게’ 

및 ‘크게’ 발성할 때 65 퍼센타일은 64.74 dB SPL로 IEC(2005; 

2012)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대화음레벨의 범위를 IEC(2012)에서는 30 퍼센타일인 55 dB

에서 99 퍼센타일인 80 dB SPL로 정하여 보청기의 성능 측정 

및 보청기의 조절에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한국어 

대화음레벨의 30 퍼센타일과 99 퍼센타일의 각각 59.67 dB, 

79.07 dB SPL로 나타나 한국어의 30 퍼센타일은 IEC(2012)에 

비해 4.67 dB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비선형 증폭 

시스템에서의 압축역치(compression threshold)의 설정 등 보

청기적합공식의 산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Figure 4에서 여성이 녹음한 한국어와 IEC(2012)에서 제시

한 ISTS의 30, 65, 99 퍼센타일에 대한 스펙트럼을 0.25 kHz에

서 16.00 kHz까지 비교해 보았다. 어음스펙트럼 역시 30 퍼센

타일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냈는데, 특히 에너지가 강한 0.25 

kHz 이하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65와 99 퍼센타

일에서도 많은 주파수에서 어음스펙트럼의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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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향후 한국 난청인이 착용하는 보청

기의 음질 및 의사소통능력의 개선을 위한 보청기적합공식의 

산출, 보청기 성능 측정을 위한 신호음의 표준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소음이 존재하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실

제 대화음레벨 및 어음스펙트럼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분석

한다면 난청인의 보청기적합 및 신호음의 표준화에 보다 유용

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0:0�대화음레벨·적합공식·한국어· 

장기평균어음스펙트럼·어음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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