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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감각신경성난청(sensorineural hearing loss)은 달팽이관에서 

청각중추에 이르는 청각기관의 기능장애로 인해 발생한다. 특

히 달팽이관 내에 위치한 유모세포의 손상은 청력역치레벨

(hearing threshold level, HTL)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역동범위

(dynamic range)가 감소하고, 조용한 곳 및 잡음하에서 어음인

지도가 저하된다(Dillon, 2012; Gordon-Salant, 2005). 이를 효

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선형 증폭시스템이 각각의 주파

수 대역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다채널 보청기가 필요하다. 

비선형 증폭시스템은 입력에 비해 출력 음압레벨(sound pres-

sure level, SPL)의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는 증폭시스템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전기음향적 매개변수(parameter)는 입력 SPL

에 대한 이득 즉, 압축역치(compression threshold, CT)와 압축

비율(compression ratio, CR) 그리고 압축시간(attack time)과 

해제시간(releas time) 등이 있다. 전기음향적 매개변수의 조절

은 감각신경성난청의 증폭역치(aided threshold)와 역동범위, 

신호대잡음비(signal-to-noise ratio, SNR)와 자모음비(conso-

nant-to-vowel ratio, CVR), 보청기의 음질 등에 영향을 준다

(Arehart et al., 2010; Boike & Souza, 2000; Hornsby & 

Ricketts, 2001; Jenstad & Souza, 2005; Lee, 2014; Souza, 

2002; Souza & Kitch, 2001). 

전기음향적 매개변수에서 CT는 선형에서 비선형의 증폭시스

템으로 바뀌는 지점으로 출력 SPL의 증가율이 낮아지기 시작

하는 입력 SPL로 정의하며, CT가 낮을수록 작은 입력 SPL에 

대한 이득이 증가하여 난청인의 HTL 및 역동범위의 개선이 가

능하다(Souza, 2002; Lee, 2014). CT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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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ed sensation level input/output) (Cornelisse et al., 1995) 등 

대부분의 보청기적합공식에서 CT와 CR은 HTL을 기준으로 

건청인의 음량증가(loudness growth)를 난청인의 역동범위 내

에 들도록 산출하고 있으며, 보통 대화음레벨의 범위를 고려하

여 CT는 50 dB SPL 내외로 낮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

파수 대역에서의 낮은 CT는 낮은 강도의 입력 SPL에 대한 이

득이 증가하여 SNR의 개선이 어려워 단어인지도가 저하될 우

려가 있다. 또한 고주파수 대역에서 65 dB SPL 내외의 높은 

CT는 CVR을 나쁘게 하여 에너지가 약한 자음의 청취를 어렵

게 하여 어음인지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다채널 보청기의 저주파수와 고주파수 대역별 

CT를 각각 조절하여 5, 10 dB SNR의 백색잡음(white noise) 

하에서 감각신경성난청의 자-모(consonant-vowel, CV)음절 

인지도, 대화음의 선명도와 잡음 크기에 대한 심리음향적 특성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어의 인지도 및 

음질의 개선을 위해 다채널 보청기의 주파수 대역별 CT의 설정

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안검사 시 외이도 및 고막형태가 정상소견

을 보이고, 고막운동도 검사에서 A형을 나타냈으며, 250~4,000 

Hz의 옥타브 주파수에서 기골도차(air-bone gap)가 15 dB 이

내인 감각신경성난청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21명(남: 

13, 여: 8)으로 평균 연령은 66.2세(SD: 18.27)였다. 대상자 중 

10명은 보청기 착용경험이 없었으며, 나머지 대상자의 평균 보

청기 착용기간은 3.2년(범위: 2~5년)이었다. 그리고 순음역치평

균(pure tone average)의 평균은 46.0 dB HL (SD: 10.77)이었

으며, 단어인지도의 평균은 72.1%(SD: 19.47)이었다(Figure 1). 

연구 장비 및 도구

대상자의 기도와 골도 HTL과 단어인지도 검사는 청력검사

기 GSI AudioStar Pro (Grason-Stadler, Eden Prairie, MN, 

USA)와 TDH-39 (Telephonics, Farmingdale, IL, USA) 헤드

폰을 사용하였다. 음원의 제시는 웨이브(wave) 파일 형식의 음

원과 백색잡음을 노트북 컴퓨터(Samsung, Suwon, Korea)에 

저장한 후 컴퓨터와 청력검사기를 연결하여 방음실 내의 외부

스피커(2 ohms)를 통해 제시하였다. 음원 강도의 조절은 Ado-

be Audition (version 3.0, San Jose, CA, USA), 실험에 사용한 

보청기는 17 채널의 귀걸이형 TST1786-DW (Beltone Group, 

Ballerup, Denmark)이었다. 보청기의 전기음향적 조절에 사용

한 보청기적합공식은 NAL-NL2였으며, 주파수 대역별 CT는 

면 20~25 dB SPL의 소리는 송화기의 전기적 잡음으로 CT는 

이 강도보다 높아야 하며(Kuk, 1999), 30 dB SPL 내외의 낮은 

CT는 감각신경성난청의 역동범위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Lee & Kim, 2009). 그러나 Barker & Dillon(1999)과 Barker 

et al.(2001)의 연구에서는 중도와 심도의 감각신경성난청은 대

화음레벨인 65 dB SPL 또는 그 이상의 CT를 선호한다고 하였

다. CT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50 dB SPL 내외의 낮

은 CT는 작은 소리에 대한 이득을 증가하여 HTL을 개선할 수 

있으나 보청기의 음질 및 SNR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

고 65 dB SPL 전후의 높은 CT에서는 보청기의 음질 및 SNR

의 개선에는 효과적이나 HTL과 CVR의 개선에는 어려움을 줄 

수 있다(Kim & Lee, 2019; Souza, 2002). 그러나 비선형의 단

채널(single channel) 보청기에서는 CT를 모든 주파수 대역에

서 동일하게 설정하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별 역동범위, SNR 및 

CVR의 개선을 동시에 구현할 수는 없다. 

다채널(multi-channel) 보청기는 주파수 대역별로 비선형 증

폭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감각신경성난청의 주

파수 대역별 HTL 및 역동범위의 개선에 효과적이다. 뿐만 아

니라 다채널 보청기는 저주파수 대역의 적절한 압축을 통한 

SNR의 개선(Keidser & Grant, 2001; Lee & Kim, 2009)과 상

향차폐(upward spread of masking) (Danaher & Pickett, 1975)

를 방지하여 단어인지도의 개선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주파수 

대역별로 서로 다른 CR을 통한 CVR의 개선으로 어음청취력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Hansen, 2002). 다채널 보청기와 관

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unner & Sundewall-Thorén(2007)

의 연구에서 다채널 보청기를 착용한 감각신경성난청은 청취조

건에 따라 어음인지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Sihn & Lee 

(2017)의 연구에서는 전주파수 대역에서 압축시스템이 작동하

는 방식은 저주파수 또는 고주파수 대역에서만 압축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에 비해 문장인지도와 명료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Han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중고도 감각신경성난청

은 61 dB SPL에 비해 31 dB SPL의 낮은 CT에서 배경잡음을 

증폭시켜 어음청취를 방해한다고 하였으며, Kim & Lee(2019)

의 연구에서 다채널 보청기를 착용한 감각신경성난청은 75 dB 

SPL보다 55 dB SPL, 65 dB SPL의 CT에서 단어인지도가 높

게 나타났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식 보청기에서는 다채널 보청기

의 주파수반응곡선, CT, CR을 효과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보청

기적합공식(hearing aid fitting formula)을 이용하고 있다. 예

를 들어 Figure 6 (Killion & Fikret-Pasa, 1993), IHAFF (In-

dependent Hearing Aid Fitting Forum) (Cox, 1995), NAL-

NL1 또는 2 (National Acoustic Laboratories―non-linear 1 

or 2) (Byrne et al., 2001; Keidser et al., 2011) DSL I/O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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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ix 7000 (Frye Electronics, Inc., Beaverton, OR, USA)에

서 ANSI S3.42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1992)

으로 확인하였다. 대화음의 선명도와 잡음의 크기를 평가하기 

위한 문장은 한국표준(KS I ISO 8253-3;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09)의 성인용 문장 3개였으며, 

10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한 설문지(Figure 2)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음원 제작

본 연구에서는 No & Lee(2012)의 연구에 사용한 CV음절로 

무성자음 /ㅅ/[s], /ㅊ/[ʨh], /ㅋ/[kh], /ㅌ/[th], /ㅍ/[ph]과 제1 포먼

트 주파수가 300 Hz 부근인 모음 /ㅏ/[a], /ㅣ/[i]를 조합하여, 총 

10개의 CV음절을 사용하였다. CV음절의 조절 과정은 첫째, 

Adobe Audition상에서 평균실효치(root-mean-square)가 동

일하도록 조절하였다. 둘째, 음원을 내장한 컴퓨터와 청력검사

기를 연결한 후 음원을 제시하여 VU meter상에서 음원의 강

도가 ± 2 dB 이내에 들도록 Adobe Audition상에서 추가적으

로 조절하였다. 어음 목록은 총 8개로 각각의 목록에는 10개의 

CV음절을 각 5개씩, 총 50개의 CV음절 목록으로 구성하였으

며, 각각의 어음 목록에서 CV음절을 무작위로 배치하였다. 그

리고 CV음절과 함께 제시할 백색잡음은 Adobe Audiotion상

에서 생성한 다음 평균실효치(root-mean-square)를 기준으로 

5 dB, 10 dB SNR로 조절하였다. 

연구 절차

대상 귀의 선택

CV음절을 제시하는 귀는 순음청력평균(pure tone average)

이 같은 경우 단어인지도가 더 높은 귀, 양 측 귀의 청력에 차

이가 나타나는 경우는 순음청력평균이 좋은 귀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비검사 귀는 삽입이어폰(insert phone) 형태의 이어플러

그로 차폐하였다. 

보청기의 조절

CV음절과 잡음의 제시 방법은 첫째, 보청기적합 소프트웨어

에 기도 및 골도 HTL을 입력하였다. 둘째, 보청기적합공식 

NAL-NL2를 선택하여 자동적합을 실시한 후 1차 전기음향적 

조절을 시행하였다. 이때 어음인지도와 음질 변화에 영향을 미

치는 음향피드백 제어시스템(anti-feedback system), 바람소리 

감소(wind noise reduction), 어음 강조(speech enhancement), 

주파수하강(frequency lowering) 등의 기능을 비활성화 하였

다. 셋째, 주파수 대역별 CT 즉, 저주파수/고주파수의 CT는 입

력 50 dB SPL의 이득을 조절을 통해 50/50, 50/65, 65/50, 

65/65 dB SPL로 설정하였다. 넷째, 대상자에게 보통 크기의 말

소리를 들려주고, 심리음향학적 반응을 기준으로 대화음은 편

안하게 그리고 날카롭거나 둔탁하게 들리지 않도록 음량조절

기 및 저주파수 및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을 조절하였다. 다섯

째, 성능측정기를 이용하여 주파수 대역별 CT를 확인하였으

며, 다시 한 번 대화음을 들려주어 편안하게 들리는지를 확인

하였다. 이때 저주파수와 고주파수를 나누는 교차주파수

(crossover frequency)는 /ㅏ/[a], /ㅣ/[i]의 제1 포먼트 주파수를 

고려하여 1,500 Hz 부근으로 설정하였다. 

압축보청기의 압축시간과 해제시간은 모든 주파수에서 70 

ms와 200 ms 전후로 각각 설정하였다. 그리고 저주파수와 고

주파수의 CT를 각각 조절한 후 방음실에서 측정한 증폭역치

(aided threshold)는 Figure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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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ean of hearing threshold level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est ears in each octave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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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음절 인지도의 측정 및 음질의 평가

CV음절 인지도 측정 시 외부스피커는 대상자의 뒤통수와 

이마를 연결하는 직선을 기준으로 검사 귀의 좌측과 우측의 

45°상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CV음절은 실험 귀 쪽, 백색잡음은 

실험 귀의 반대 방향에서 동시에 제시하였다. CV음절의 제시강

도는 50 dB HL, 백색잡음의 제시강도는 CT의 조절효과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평균 대화음레벨에 비해 작은 45 dB HL (5 

dB SNR)과 40 dB HL (10 dB SNR)이었다. 그리고 각각의 신

호대잡음비에서 50/50, 50/65, 65/50, 65/65 dB SPL의 CR를 

무작위로 조절한 후 CV음절을 제시하였다. CV음절 인지도는 

대상자가 듣고 따라 말한 50개의 CV음절 중 정반응을 백분율

(%)로 산출하였다. 그리고 CT의 조절에 따른 대화음의 선명도 

및 잡음의 크기는 CT의 조절에 따른 CV음절 인지도를 구한 

직후 측정하였다. 문장과 잡음의 제시 방법 및 강도는 CV음절 

인지도의 측정 방법과 동일하였으며, 선명도 및 잡음의 크기는 

대상자가 설문지에 직접 표시하게 하였다.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신호대잡음비(10, 5 dB SNR)와 

CT(50/50, 50/65, 65/50, 65/65 dB SPL)에 따른 CV음절 인지

도와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정규분포 검정(Shpiro-Wilk)을 

실시한 결과 정규성 만족이 충족된 CV음절 인지도는 모수 검

정을, 정규성 만족이 충족되지 않은 설문 결과는 비모수 검정

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CV음절 인지도는 반복측정 이원분

산분석(two-way analysis of variance with repeated measures)

을 통해 분석한 후 Bonferroni correction method를 이용하여 

다중비교 사후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설문 결과(명료성과 

잡음 크기) 분석에는 프리드만 비모수 검정(Friedman test)을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에서는 양측검정을 실시하였고, 유의 수

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통

계분석에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SPSS (version 25.0, IBM Corp., 

Armonk, NY, USA)이었다.

RESULTS

CV음절 인지도 

잡음환경 5 dB와 10 dB SNR에서 저주파수/고주파수의 CT 

50/50, 50/65, 65/50, 65/65 dB SPL에 따른 CV음절 인지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Table 1). 분석 결과 잡음환경[F(1, 20) = 

14.54, p ＜ 0.01]과 CT[F(3, 60) = 5.22, p ＜ 0.01]에 따른 차이

가 나타났다. 그러나 SNR과 CT 간에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

았다[F(3, 60) = 1.06, p ＞ 0.05].
CT에 따른 CV음절 인지도에서 차이가 나타나 각각의 SNR

에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Figure 4). 분석 결과 CT 50/50, 

50/65, 65/50, 65/65에 따른 CV음절 인지도는 5 dB SNR에서

는 59.6%, 56.1%, 54.4%, 58.2%로 각각 나타나 CT에 따른 CV

음절 인지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05). 그러나 10 

dB SNR에서는 63.5%, 61.9%, 56.8%, 60.6%로 65/50에 비해 

50/50의 CT에서 CV음절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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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ided threshold in sound booth 
after adjusting compression threshold of 
each low and high frequency band.

Table 1. Results of two-way analysis of variance with repeated 
measures of consonant-vowel syllabic recognition scores according 
to the CT of low/high frequency band at 5, 10 dB SNR

F df, error p
Main effects

SNR (5 dB, 10 dB) 14.54 1, 20 0.001**
CT (50/50, 50/65, 65/50, 65/65)   5.22 3, 60 0.003**

Interaction
SNR × CT   1.06 3, 60 0.372

**p < 0.01. CT: compression threshold, SNR: signal-to-nois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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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도와 잡음의 크기

5, 10 dB SNR의 잡음환경에서 주파수 대역별 CT 조절에 따

른 대화음의 선명도와 잡음의 크기를 평가하였다. 저주파수/고

주파수의 CT 50/50, 50/65, 65/50, 65/65 dB SPL에 따른 선명

도는 5 dB SNR에서 7.84(SD: 2.45), 8.22(SD: 1.67), 7.85(SD: 

1.82), 7.65(SD: 2.26) 그리고 10 dB SNR에서 8.09(SD: 1.74), 

8.42(SD: 1.69), 8.37(SD: 1.47), 8.35(SD: 1.58)로 각각 나타났다

(Figure 5). 잡음의 크기는 5 dB SNR에서 5.05(SD: 3.19), 5.38 

(SD: 2.95), 5.43(SD: 2.79), 4.88(SD: 2.97), 10 dB SNR에서 

4.97(SD: 2.98), 4.61(SD: 3.27), 5.19(SD: 3.01), 4.80(SD: 3.20)

으로 각각 나타났다(Figure 6). 프리드만 검정 결과, 5 dB와 10 

dB의 잡음환경에서 선명도(χ2 = 2.60; χ2 = 0.09)와 잡음의 크기

(χ2 = 3.42; χ2 = 4.57) 모두 주파수 대역별 CT의 조절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05).

CV음절의 오류분석 

백색잡음 환경에서 저주파수/고주파수 CT의 조절에 따른 

CV음절의 오류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초성자음 대치는 

91.01%로 나타나 오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리고 종성자음 

첨가는 5.16%, 초성자음 생략은 1.98%로 나타났으며, 모음대치

는 0.55%, 다른 단어는 0.31%로 나타났다(Appendix 1). 가장 많

은 오류를 나타낸 초성자음 대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ㅅ[s]/

는 /ㅊ[ʨh]/(8.54%)와 /ㅌ[th]/(5.90%), /ㅊ[ʨh]/는 /ㅅ[s]/(9.91%)와 
/ㅌ[th]/(2.64%), /ㅋ[kh]/는 /ㅌ[th]/(8.42%)와 /ㅊ[ʨh]/(1.92%), 

Figure 4. Results of consonant-vowel 
syllabic recognition scores as a function 
of compression threshold (CT) of low/
high frequency band in 5 dB and 10 dB 
signal-to-noise ratio (SNR) of white noise.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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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ph]/는 /ㅌ[th]/(9.97%)와 /ㅋ[kh]/(7.68%), /ㅌ[th]/는 /ㅋ[kh]/

(11.92%)와 /ㅍ[ph]/(2.38%)로 대치하였다(Appendix 2).

DISCUSSIONS

본 연구에서는 다채널 보청기의 저주파수와 고주파수 대역

별 CT를 조절했을 때, 5 dB와 10 dB SNR의 백색잡음하에서 

CV음절 인지도, 대화음의 선명도 및 잡음의 크기에 차이가 나

타나는지를 확인하여 감각신경성난청의 한국어음 인지에 효과

적인 CT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5 dB, 10 dB SNR의 백색잡음하에서 주파수 대

역별 CT를 조절했을 때, 10 dB SNR에 비해 5 dB SNR에서 더 

낮은 CV음절 인지도가 나타나서 잡음이 증가할수록 어음의 

인지도가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채널 보청기의 SNR에 

따른 한국어음의 인지도 연구에서 Park & Lee(2015)는 CR이 

1:1, 2:1, 3:1일 때, SNR이 낮아질수록 단어인지도가 낮게 나타

난다고 보고하였으며, Jeong & Lee(2018)와 Kim & Lee(2019)

의 연구에서도 무의미음절 및 초성자음의 인지도는 조용한 환

경에 비해 잡음환경에서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성을 나타

냈다.

10 dB SNR의 백색잡음하에서 저/고주파수 대역별 CT를 조

절했을 때, CT 65/50 dB SPL은 50/50 dB SPL에 비해서 더 낮

은 CV음절 인지도가 나타났다. Kim & Lee(2019)는 다채널 보

청기의 CT를 모든 주파수에서 조절했을 때, 잡음하에서의 초

성자음 인지도는 75 dB SPL에 비해 55 dB 및 65 dB SPL의 낮

은 CT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Barker & Dillon(1999)과 

Barker et al.(2001)의 연구에서는 낮은 CT가 어음인지도를 개

선시켜 주지만 동시에 잡음도 함께 증폭하여, 어음인지도에 어

려움을 준다고 하였다. Souza(2002)의 연구에서는 낮은 CT와 

높은 CR이 어음청취력을 개선할 수 있지만 잡음도 함께 증폭

하여 어음의 인지를 방해하며, 높은 CT와 낮은 CR은 어음청취

력 개선은 어려우나 잡음의 크기가 줄어들며, 음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저/고주파수 대역의 65/50 

dB SPL의 CT에서 저주파수 대역의 높은 CT (65 dB SPL)는 

잡음의 증폭을 억제할 수 있지만 한국어의 대역중요함수가 저

주파수 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Jin et al., 2015; Lee & 

Kim, 2012)가 있었듯이 높은 CT가 한국어음의 인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Lee et al.(2005)은 한국어 음소의 주파수 

특성의 연구에서 폐쇄음, 마찰음, 파찰음은 후행하는 모음 /ㅣ/[i]

에 의해 자음의 평균 주파수가 높게 따르게 나타난다고 하였

다. 본 연구에서도 무성자음에 모음 /ㅏ/[a]와 /ㅣ/[i]를 결합한 CV 

음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CV음절 인지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의 주파수 대역별 CT의 조절에 따른 CV음절 인

지도의 오류를 살펴보면 초성자음대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ㅅ/[s]는 /ㅊ/[ʨh]와 /ㅌ/[th], /ㅊ/[ʨh]는 /ㅅ/
[s]와 /ㅌ/[th], /ㅋ/[kh]는 /ㅌ/[th]와 /ㅊ/[ʨh], /ㅍ/[ph]는 /ㅌ/[th]와 
/ㅋ/[kh], /ㅌ/[th]는 /ㅋ/[kh]와 /ㅍ/[ph]로 대치를 하였다. 이 중에

서 가장 많이 나타난 오류를 살펴보면 /ㅅ/[s]와 /ㅊ/[ʨh]를 서로 

혼동하는 경향이 이었으며, /ㅋ/[kh]와 /ㅍ/[ph]는 /ㅌ/[th]로 대치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Jeong & Lee(2018)의 연구에서는 해제

시간 조절에 따른 한국어 CV음절 인지도에서 [sha]는 [ʨha]와 
[pha], [ʨha]는 [pha]와 [tha], [kha]는 [pha]와 [ʨha], [tha]는 [pha]와 
[ʨha], [pha]는 [ʨha]와 [tha]로 초성자음을 대치하는 결과가 나타

났으며 본 연구와는 조금 다른 오류의 형태를 나타냈다. CT와 

해제시간을 조절했을 때 CVR이 개선되면 SNR이 저하되는 공

통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음 /ㅏ/[a]와 제2 포먼트 주파수

가 2,500 Hz 부근인 /ㅣ/[i]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Jeong & Lee 

(2018)의 연구와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잡음하에서 한국어 문장의 선

명도 및 잡음의 크기는 주파수 대역별 CT의 조절에 따른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모든 주파수 대역의 CT를 동일하게 

조절하여 잡음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55 dB SPL의 낮은 CT

에서 잡음을 더 크게 인지했다는 Kim & Lee(2019)의 연구와

는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저주파수 및 고주파수 대

역별 CT를 각각 조절했기 때문에 명확한 잡음의 크기가 나타

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순응(acclimatization) 기간은 고려하

지 않고 CT 조절 직후 CV음절의 인지도, 한국어 문장의 음질 

및 잡음의 크기를 평가한 것은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순응 기간을 고려하고 대상자의 HTL 또는 역동범위, 

단어인지도, 보청기의 형태 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인이 다채널 보청기를 착용한 

후 저/고주파수 대역의 CT를 50/50 dB SPL로 조절했을 CV음

절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다채널 보청기에서 

CT의 주파수 대역별 설정은 한국어음의 인지도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서 향후 다채널 보청기의 주파수 대역별 CT의 

설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0:0 압축역치·한국어음·다채널 보청기·음질·단어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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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CES 

Appendix 1. The Error Patterns of CV Syllables (%)

초성자음 종성자음 모음
다른 단어 무응답

대치 생략 첨가 대치

91.01 1.98 5.16 0.55 0.31 0.96

Appendix 2.    Results of Phoneme Substitutions of CV Syllables According to the Compression 
Threshold on Frequency Band in 5, 10 dB SNR

초성자음대치(%)

/ㅅ/ /ㅊ/ /ㅋ/ /ㅍ/ /ㅌ/

ㅊ 8.54 ㅅ 9.91 ㅌ 8.42 ㅌ 9.97 ㅋ 11.92

ㅌ 5.90 ㅌ 2.64 ㅊ 1.92 ㅋ 7.68 ㅍ 2.38

ㅈ 2.18 ㅈ 2.55 ㅍ 1.69 ㄱ 2.01 ㅊ 1.89

ㅍ 2.12 ㄱ 2.26 ㄱ 1.66 ㅂ 1.46 ㄱ 1.32

ㄱ 0.86 ㅋ 1.40 ㅅ 0.77 ㅅ 1.00 ㅈ 0.40

ㅋ 0.86 ㅍ 1.32 ㅈ 0.37 ㅊ 1.00 ㅅ 0.34

ㄷ 0.49 ㅎ 0.32 ㅎ 0.23 ㅈ 0.14 ㅎ 0.14

ㅎ 0.37 ㅂ 0.23 ㅂ 0.11 ㅎ 0.11 ㄷ 0.11

ㅂ 0.23 ㄴ 0.11 ㄴ 0.09 ㄷ 0.09 ㅁ 0.03

ㅁ 0.11 ㄷ 0.06 ㄷ 0.06 ㅃ 0.06 ㅂ 0.03

ㄴ 0.06 ㅆ 0.03 ㄹ 0.03 ㅁ 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