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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및 주파수 정보 변형이 동측 및 대측 소음조건에서  

혼동하기 쉬운 단음절 단어(CVC) 변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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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Redundancy Changes in Time and Frequency on Discriminating Monosyllabic 
Words(CVC) under Ipsilateral/Contralateral Background Noise Conditions 

 

Sunyoung Kang1 and Dukhwan Lim2 
1Department of Otolaryngology, Bundang Cha Hospital, Seongnam, Korea 

2Section of Audiology and Audiology and Speech Pathology Research Institute, Chuncheo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redundancy changes in time and frequency domains (compression/expansion 
and high/low pass filtering) on discriminating monosyllabic words (CVC) under various signal to noise ratios (No noise, 10 dB, 0 dB, 
-10 dB SNR). Ten normal adult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three groups of “gom/gong”, “mal/bal”, and “sun/soon” sets 
were used as CVC word lists. In general, as the level of noise was increased, the ability of discriminating the listed set of words was 
deteriorated and this tendency was even pronounced under ipsilateral noise presentations. Changes in time and frequency domain 
clearly affected the discrimination performances of three test sets in conjunction with various levels of noise (SNR). The following 
main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is experiment. 1) In ipsilateral presentation of noise, the lowest discrimination score was obtained 
in “gom/gong” set under the HIGH condition of redundancy change (i.e. highpass filtering in frequency). 2) In contralateral presen-
tation of noise, the lowest discrimination score was recorded in “gom/gong” set as well an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right and left sides of noise stimulation. 3) Even in normal subjects, discrimination of ending consonants (such as in 
gom/gong set) and initial consonants (such as in mal/bal set), and intermediate vowels (such as in sun/soon) were significantly in-
fluenced by the level of noise. Thus, in these data, it was suggested that the effects of the noise, together with time and frequency 
alterations, were critical in discriminating these CVC words. In conclusion, temporal changes in FAST/SLOW modes and spectral 
changes in LOW/HIGH modes could interact with the levels of SNR and the resultant combinations seemed to play critical roles in 
similar frequency bands in related phonemes. This kind of clinical data could be valuable in auditory training and rehabilitation for 
the hearing impaired. 
 
KEY WORDS：Monosyllabic words·Ipsilateral noise·Contralateral noise·Redundancy change. 

 
 

INTRODUCTION 
 

말은 언어적 기호를 조음 및 음향학적으로 산출하는 것으

로 언어를 들을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이다. 음소(phoneme)

란 언어의 기본적인 단위로써 언어의 소리체계로 묘사되는 

것을 말한다. 음소는 2개의 중요한 모음과 자음으로 분류

된다. 그리고 그들은 공명의 음향학적인 패턴과 관련이 있

으며, 단음절어의 변별 능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러한 단음절어는 정상청력을 가진 사람도 말소리를 변별하

는데 혼돈되는 단음절어들이 있다. 

유방환 등은 박찬일 등의 498어음 중에서 출현빈도가 더 

높고 음성학적으로 우리나라 일상 회화어음을 대표할 수 있

다고 보이는 100개의 유의미단음절, 무의미단음절어로 된 

어음을 뽑아 정상인과 여러 가지 난청형의 환자군을 대상으

로 명료도와 오청현상을 연구하여 초성자음의 오청률이 종

성자음의 오청률보다 높다고 하였고, 초성자음과 모음의 오

청현상은 박찬일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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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은 파열음의 오청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하였다.5)6) 

이러한 혼돈되는 단음절 리스트(CVC)의 변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그 자체 특징 이외에 주변 잡음이 추가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잡음이 주어진 조건

에서 어음판별능력을 실험한 많은 연구가 있으며, 이때 잡음

은 동측과 대측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13) Ha-
german 등에 의하면 이렇게 동측과 대측으로 제시되는 경우

에 소음의 영향이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

다.12) Bornstein 등은 또한 어음들은 시간적 압축(compre-
ssion)과 확장(expansion)이 될 때 변별능력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알려져 있다.11) 또한 Wilson 등의 연구에 의하면 

주파수 성분이 가감되는 필터링에 의해서도 변별력이 영향

을 받을 수가 있다.20) 실제 상황에서는 이러한 변별의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는 정상청력의 경우에도 추가되는 변형에 의해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현재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여 동측과 대측에 다양한 신호대잡음비를 갖는 소음이 주

어졌을때, 시간적인 변형과 주파수적인 변형이 혼돈되기 쉬

운 일음절어의 변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조사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간적 변형으로 압축과 확장을 사

용하였고, 주파수 변형으로 고주파수 필터와 저주파수 필터

를 사용하였다. 소음은 동측과 대측에서 여러 신호대잡음비

를 기준으로 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상 단어로는 우리말 

일음절어 리스트 중에서 종성, 초성, 중성에서 혼돈되는 일

음절어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 한국말 특정 일음

절어(CVC) 변별이 잡음조건, 주파수변형, 시간변형의 상호

연관된 조건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는지 이해하고, 그 결

과를 청각 재활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정상인에게서 배경 소음이 추가되거나, 어음에 시간적인 

압축(FAST)이나 확장(SLOW)이 있거나, 혹은 고주파수를 

제거하거나 저주파수를 제거하는 필터링이 일어나는 단어 변

별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별

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을 조합하여 20대 정상인(N=10)

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혼돈스러워하는 단

음절단어(CVC)에 시간적 또는 주파수적인 변형을 추가하

여 여러 레벨의 신호대잡음비 조건에서(SNR NO NOISE, 

+10 dB, 0 dB, -10 dB) 단어 변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성인 10명의 25~30세 이상의 정상청력을 가

진 피검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차적으로 이경검사(oto-
scope)를 실시하여 고막이 정상소견을 보이고 고막운동성계

측에서 A Type이고, 순음청력검사결과 0.5~4 KHz 평균

역치(3분법)가 20 dBHL 이내에 있는 정상청력을 가진 피

검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검사의 목적과 개요를 설명

하고 동의서를 구한 후 각각의 검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장비  

순음청력검사(pure tone audiometry, PTA)는 Gra-
son-Stadler의 GSI16을 사용하였으며 TDH-50 기도헤

드폰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중이검사는 GSI Tympstar 

검사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소음이 적절이 차단된 방음

실내에서 실험참가자는 헤드폰을 착용하여 검사를 실시했다.  

   

연구절차 

기도순음청력역치 측정방법은 검사 음에 친숙해지도록 최

초 자극 음을 30 dB HL에서 시작하여“2 dB 상승, 4 dB 하

강”의 과정을 반복하여 피검자가 동일한 수준에서 2회 이

상 반응하는 가장 낮은 자극음을 역치로 인정하는 수정 상승

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순음청력검사 0.5, 1. 2, 4 kHz의 

삼분법 평균 역치 분포는 대상자군 전체 오른쪽 8.63 dBHL

이고, 왼쪽 7.64 dBHL 이었다.  

본 연구의 자극 음은 컴퓨터로 전산 합성한 곰/공(종성변

화), 말/발(초성변화), 선/순(중성변화) 3쌍을 사용하였다. 

시간적 변형은 압축을 한 FAST 조건이나 확장을 한 SLOW 

조건으로 하였다. 주파수 대역에서의 변형은 고주파수를 제

거한 LOW조건과 저주파수를 제거한 HIGH조건으로 하였

다. 각 경우에 변별 점수는 Two Alternative Forced Cho-
ice(2AFC)로 측정하였다.  

신호와 잡음은 동측과 반대측에 각각 제시했으며 신호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SNR)는 각 경우에, NO NOI-
SE, 10 dB, 0 dB, -10 dB인 상황을 포함시켰다. 단음절

단어를 여러조건별로 CD에 녹음하고 청력검사기에 연결된 

CD player를 틀어주고 자극음 강도는 모두 40 dBSL(순

음청력검사 삼분법 평균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음소자극은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GASP!-K(Glendonald Auditory 

Screening Procedure!-Korean version)검사 목록 중 

변별이 어려운‘곰’과‘공’,‘말’과‘발’,‘선’과‘순’을 사

용했다. 자극 A(첫 번째 자극)와 자극 B(두 번째 자극)에 

합성된 잡음하의‘곰/곰’,‘말/발’,‘선/순’이 무작위로 배정

되어 제시되며, 실험 참가자는 합성된 잡음하의‘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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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 방식의 25회 평가중 맞힌 수를 비율(백분률)로 계산하

여 변별 점수로 기록했다. 이 실험을 통해‘곰’‘말’‘선’을 

변별하는데 동측과 대측 차폐음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 조사

하고자 했다. 소음이 적절이 차단된 방음실내에서 실험참가

자는 헤드폰을 착용하여 검사를 실시했다.  

 

자료분석 

수집된 결과에 대한 자료처리는 윈도우용 SPSS(version 

1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군에서 동측과 대측의 차폐음이 음소변별에 미치는 영

향에 따른 역치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Paired T-test(p<0.05)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RESULTS 
  

총 10명의 피검자는 정상인 남자 7명(70%), 여자 3명

(30%)이며 피검자의 평균 나이는 26.9세이었다. 본 실험에

서는 대상자 모두 오른쪽과 왼쪽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호대 잡음비의 조건은 NO SOISE, 10dB, 

0 dB~10 dB 이었으며,‘곰/공’,‘말/발’,‘선/순’ 세 조합

에서 모두, 신호 대 잡음비가 낮아질수록 변별 능력이 저하

되는 것이 평가되었다. 

이 결과에서 정상인이라도 주파수나 시간적인 변형이 소

음의 증가와 결합되는 경우에 변별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본 결과정리에 사용된 약어는 아래와 같다 

- FAST：자극제시 시간을 압축(compression)한 경우

(50% 압축). 

- SLOW：자극제시 시간을 확장(expansion)한 경우

(50% 확장). 

- LOW：신호에서 1,700 Hz 미만 대역만 통과시킨 경우. 

- HIGH：신호에서 1,700 Hz 이상 대역만 통과시킨 경우. 

- NO NOISE：신호와 방음실내의 최소한의 잡음만 있는 

경우.  

- SNR-10 dB：신호의 크기가 잡음보다 10 dB 작은 경우. 

- SNR 10 dB：신호의 크기가 잡음보다 10 dB 큰 경우. 

- SNR 0 dB：신호와 잡음의 크기가 같은 경우.  

 

오른쪽 말소리의 동측차폐와 왼쪽 말소리의 동측차폐

간의 비교 

양쪽모두‘곰’,‘공’을 변별하는데 있어서 시간적변형

(FAST, SLOW), 주파수변형(LOW, HIGH) 모든 상황에서 

SNR이 낮아질수록 변별력이 저하되었다.  

‘말’,‘발’의 경우 오른쪽귀에서는 HIGH 조건은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SNR 이 낮아질수록 변별력이 저

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왼쪽은 SLOW와 LOW조건에

서 SNR 이 낮아질수록 변별력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선’과‘순’에서는 오른쪽 SLOW와 LOW조건에서 

SNR 이 낮아질수록 변별력이 저하되었다. 왼쪽은 LOW조

건에서만 SNR이 낮아질수록 변별력이 저하되는 것이 관찰

되었다. 말소리 변별하는데 있어서 오른쪽과 왼쪽귀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05)(Table 1 and 

2)(Figs. 1, 2 and 3). 

 

오른쪽귀의 동측차폐와 왼쪽귀의 동측차폐간 결과의 통계적 

분석 

통계적 분석에 의하면 변인들은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관 

Table 1. Ipsilateral stimulations in right ears 

  곰/공 말/발 선/순 

  NO  
NOISE 10 dB 0 dB -10 dB   NO 

NOISE 10 dB 0 dB -10 dB   NO 
NOISE 10 dB 0 dB -10 dB 

FAST (%) 100.4 097.4 79.2 62.8 100 100 100 098.4 100 100 100 100.8 

SLOW (%) 100.4 096.4 75.2 55.6 100 100 100 080.4 100 100 100 098.8 

LOW (%) 100.4 100.4 86.8 50.4 100 100 100 081.2 100 100 100 070.8 

HIGH (%) 068.4 059.2 61.6 49.2 100 100 100 100.4 100 100 100 100.8 

 
Table 2. Ipsilateral stimulations in left ears 

  곰/공 말/발 선/순 

  NO  
NOISE 

10 dB 0 dB -10 dB   NO 
NOISE 

10 dB 0 dB -10 dB   NO 
NOISE 

10 dB 0 dB -10 dB 

FAST (%) 100.8 100.6 80.8 58.4 100 100 100 100.8 100 100 100 100.2 

SLOW (%) 100.8 100.6 80.4 59.2 100 100 100 090.8 100 100 100 100.2 

LOW (%) 100.8 99.6 83.6 58.6 100 100 100 075.6 100 100 100 069.2 

HIGH (%) 078.8 76.4 70.6 59.6 100 100 100 100.8 100 100 10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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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또한 Table 3의 뒷 

부분에 나타난바와 같이 같은 귀에서 유사한 변형별로 구

분해본 결과 상반되는 변형이 같은 정도로 영향을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고, 한쪽에서 더 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오른쪽 귀의 대측 차폐와 왼쪽 귀의 대측차폐간 결과의 비교 

‘곰’,‘공’을 변별하는데 있어서 오른쪽은 모든 상황에

서 SNR이 낮아질수록 변별력이 저하되었으며, 왼쪽은 주파 

Table 4. Contralateral stimulations in right ears 

  곰/공 말/발 선/순 

  NO  
NOISE 10 dB 0 dB -10 dB   NO 

NOISE 10 dB 0 dB -10 dB   NO 
NOISE 10 dB 0 dB -10 dB 

FAST (%) 100 100.6 099.2 99.6 100 100 100 099.2 100 100 100 100 

SLOW (%) 100 099.6 100.6 99.2 100 100 100   100.6 100 100 100 100 

LOW (%) 100 100.6 100.6 99.6 100 100 100   100.6 100 100 100 100 

HIGH (%) 100 087.2 071.6 63.6 100 100 100   100.6 100 100 100 100 

 

Table 3. 동측 차폐간 비교의 결과 

  SNR 시간적변형 
주파수변형 

곰/공 
 p-value 

말/발  
p-value 

선/순  
p-value 

FAST 0.021*     
SLOW 0.177*     
LOW 0.343*     

-10 dB 

HIGH  0.024*     

FAST 0.767*     
SLOW 0.372*     
LOW 0.343*     

-00 dB 

HIGH 0.151*     
FAST 0.546* 0.075   
SLOW 0.389* 0.253 0.343* 
LOW 0.360* 0.809 0.044* 

R/L 

-10 dB 

HIGH 0.203*     
FAST-SLOW 0.373*     -10 dB 

LOW-HIGH 0.001*     

FAST-SLOW 0.569*     -00 dB 

LOW-HIGH 0.008* 0.008*   
FAST-SLOW 0.045* 0.847* 0.343* 

R 

-10 dB 

LOW-HIGH 0.421* 0.008* 0.000* 
FAST-SLOW       -10 dB 

LOW-HIGH 0.001*     
FAST-SLOW 0.969*     -00 dB 

LOW-HIGH 0.843*     
FAST-SLOW 0.901*     

L 

-10 dB 

LOW-HIGH 0.843*     
*：p<0.05 
 

Fig. 1. 동측에서 단음절단어(CVC)‘곰/공’의 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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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동측에서 단음절단어(CVC)‘말/발’의 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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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동측에서 단음절단어(CVC)‘선/순’의 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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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형인 LOW와 HIGH조건에서만 SNR이 낮아질수록 

변별력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말’,‘발’은 오른쪽

에서만 시간적변형인 FAST조건에서만 변별하는데 약간

의 어려움을 보였으며 나머지 부분에서는 변별하는데 어려

움이 없었다.‘선’,‘순’의 경우에서는 FAST, SLOW조건, 

LOW, HIGH조건 모든 상황에서 SNR이 낮아져도 변별하

는데 어려움이 없었다(Table 4 and 5)(Figs. 4, 5 and 6).   

차폐음이 대측으로 제시된 경우의 통계적 분석 

통계적 분석에 의하면, 분석에 포함된 모든 변인들은 유의

한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또

한 Table 6의 뒷부분에 나타난바와 같이 같은 귀에서 유사

한 변형별로 구분해본 결과 상반되는 변형이 같은 정도로 영

향을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고, 한쪽에서 더 큰 차이가 나는 

경우도 보였다. 

 

오른쪽 귀의 동측차폐와 대측차폐간의 비교 

‘곰’,‘공’을 변별하는데 있어서 잡음의 제시가 동측과 대

측으로 제시된 모든 상황에서 SNR이 낮아질수록 변별력이 

저하되었으며,‘말’,‘발’은 잡음이 동측으로 제시된 경우

에 SLOW와 LOW조건에서만 SNR이 낮아질수록 변별력

에 어려움을 보였으며 대측인 경우에는 FAST만 제외하고 

모든 상황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보였으며 나머지 상황에서 

SNR이 낮아져도 변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선’,‘순’

의 경우에서는 잡음의 제시가 동측인 경우에 SLOW와 LOW

에서만 SNR이 낮아질수록 변별력이 저하되었다. 대측상황

에서는 시간적(FAST, SLOW), 주파수변형(LOW, HIGH) 

모든 상황에서 SNR이 낮아져도 변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

다(Table 1 and 3)(Figs. 7, 8 and 9). 

Table 5. Contralateral stimulations in left ears 

  곰/공 말/발 선/순 

  NO  
NOISE 10 dB 0 dB -10 dB NO 

NOISE 10 dB 0 dB -10 dB   NO 
NOISE 10 dB 0 dB -10 dB 

FAST (%) 100 100.6 100.6 100.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SLOW (%) 100 100.6 100.6 100.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LOW (%) 100 099.6 100.6 097.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HIGH (%) 100 089.6 075.2 067.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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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대측에서 단음절단어(CVC)‘곰/공’의 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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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대측에서 단음절단어(CVC)‘선/순’의 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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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대측에서 단음절단어(CVC)‘말/발’의 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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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귀의 동측차폐와 대측차폐간의 비교 

‘곰’,‘공’을 변별하는데 있어서 잡음의 제시가 동측으

로 제시된 경우에서 SNR이 낮아질수록 변별력이 저하되

었다. 대측으로 제시된 경우 주파수변형인 LOW와 HIGH

조건에서만 SNR이 낮아질수록 변별력이 저하되었으며,‘말’, 

Table 6. 대측 차폐간 비교의 결과 

  SNR 시간적변형 
주파수변형 

곰/공 
p-value 

말/발 
p-value 

선/순 
p-value 

FAST 0.021*     

SLOW 0.177*     

LOW 0.343*     

-10 dB 

HIGH 0.024*     

FAST 0.767*     

SLOW 0.372*     

LOW 0.343*     

-00 dB 

HIGH 0.513*     

FAST 0.343* 0.168   

SLOW 0.168*     

LOW 0.440*   0.046* 

R/L 

-10 dB 

HIGH       

FAST-SLOW 0.343*     -10 dB 

LOW-HIGH 0.053*     

FAST-SLOW 0.343*     -00 dB 

LOW-HIGH 0.000*     

FAST-SLOW 0.343* 0.168   

R 

-10 dB 

LOW-HIGH 0.343*     

FAST-SLOW       -10 dB 

LOW-HIGH 0.017*     

FAST-SLOW       -00 dB 

LOW-HIGH 0.000*     

FAST-SLOW       

L 

-10 dB 

LOW-HIGH 0.34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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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단음절단어(CVC)‘곰/공’의 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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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단음절단어(CVC)‘선/순’의 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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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단음절단어(CVC)‘말/발’의 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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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단음절단어(CVC)‘곰/공’의 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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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은 잡음이 동측으로 제시된 경우에 HIGH조건만 제외 

하고 모든상황에서 변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잡음이 

대측으로 제시된 경우 모든 상황에서 SNR에 따른 어려움

이 없었다.‘선’,‘순’의 경우에서는 잡음의 제시가 동측에

서는 LOW 만 SNR이 낮아질수록 변별력의 저하되었으며, 

대측상황에서는 시간적(FAST, SLOW), 주파수변형(LOW, 

HIGH) 상황에서 SNR이 낮아져도 변별하는데 어려움이 없

었다(Table 2 and 4)(Figs. 10, 11 and 12). 

 

DISCUSSIONS 
  

본 연구에서 정상청력의 단음절단어(CVC)를 이용하여 

SNR조건하에서 시간적, 주파수변형이 각각의 종성과 초성, 

중성모음변별에 정상의 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

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신호대잡음비가 감소

할수록 변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동측소음의 영향

이 대측소음의 영향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추가된 시간적 

변형과 주파수변형은 사용된 단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

다. 예를 들면‘곰/공’의 변별은 LOW 조건에서 더 잘되었

고, HIGH 조건에서는 변별력의 저하가 심하게 보였다.‘말/

발’이나‘선/순’의 변별은 LOW조건에서 변별의 어려움을 

보였고, HIGH조건에서 더 나은 변별을 보였다.  

본 연구는 각 음소(phonemes)에 따라 중요한 고유주파

수 기능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였다.3) 김희남 

등은 초성의 음향지표는 포르만트 주파수상 분포상태, 발성 

지속시간, 포르만트의 전이(transition), 전이 주파수역과 전

이 지속시간 및 포르만트의 잠복시간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2) 

초성과 종성, 중성모음을 분류하는 여러 연구가 있으나 

이러한 여러 지표들이 한 단음절어의 인지에 어떻게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 수가 없다. 노혜일(2003) 연

구에서 단지 말소리를 인지할 때 주파수정보와 시간부호가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3) 함태영의 SDS 검사를 사용한 연

구를 보면 난청환자의 한국어음에 대한 명료도에서 초성자

음의 오청률은 유성자음은 유성자음끼리, 무성자음은 무성

자음끼리 혼동을 일으키는 현상에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유성자음보다 무성자음의 오청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

고 모음은 구강전방모음보다 구강후방모음이 오청률이 높

게 난다고 하였다. 추가하여 초성자음과 종성자음이 모음

보다 오청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단음절에 대한 

명료도는 자음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고하였다.7) 본 연구에

서‘곰/공’을 변별하는데 여러 조건중에서 혼합되는 경우에 

HIGH조건에서 가장 낮은 변별력을 보였으며‘말/발’,‘선/

순’에서는 주파수변형인 LOW조건에서 가장 낮은 변별력

을 보였다. 위의 자료에 근거하여보면 이러한 이유는‘곰/

공’에서 곰을 변별해내는 범위는 낮은 주파수범위가 관여되

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며‘말/발’과‘선/순’에서 말과 선을 

변별해 내는 범위는 높은 주파수의 범위가 관여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본 논문연구에 사용된 방식은 기존의 음운인식을 측정하

는 연구(문정아, 2005)인‘위치분석’(position analysis)검

사와 유사하다. 즉, 위치분석검사의 일종으로 피검자에게 

어떤 단어를 들려주면서 일정한 음소(音素)의 앞 또는 뒤에 

오는 음소(音素)를 말하도록 하는 검사이다. 예를 들어 ‘자동

차’ 라는 단어에서‘ᄎ’의 앞에 오는 음소(音素)가 어떤 것인

가 라고 질문하여‘ᄋ’을 찾아내도록 하는 검사이다.4) 

본 연구 결과에서 SNR이 감소할수록 변별 점수가 같거

나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소음이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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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단음절단어(CVC)‘선/순’의 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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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이어도 어음 변별 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신호대잡음비는 난청의 유형에 관계없이 클수록 

높은 변별을 유도하지만, 시간이나 주파수대역의 변화는 자

극의 종류와 환경 변수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할 수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Wilson 등의 연구들에서 검사

도구 목록과 화자변수에 따라서 대역잡음에 대한 역치가 

-3.1 dB, 0.3 dB, 13.5 dB로 변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19) 정두환(2006) 등의 연구에서‘곰’을 변별

하는데 있어서 소음의 위상변위(phase shift)가 음소의 변

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조사해보니, 주파수대역을 low-
pass filtered noise를 사용한 실험에서 모두 신호대 잡음비

의 잡음이 커질수록 변별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했

다.‘곰’과‘공’의 변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ᆷ’과‘ᄋ’을 

결정하는 주파수 대역이 주로 1 kHz 이하 범위에 있는 것으

로 추정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고주파수 대역의 잡음은 검사

음 음소의 critical band를 벗어나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7) 이것은 정두환 등(2006)의 연

구에서 위상변위를 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와 다르지만,‘곰’

과‘공’을 변별하는데 저주파수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이 

본 연구의 결론과 일치한다.7)  

이러한 실험 자료가 근거하여 체계적인 정보가 축적되면, 

어음 변별과 시공간적인 변형 사이에 상관관계가 분석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강선영 등(2007)의 연구에서 

일부 감각신경성난청 환자에서 오히려 HIGH 조건에서 NO 

NOISE조건보다 더 좋은 변별력을 보이는 것을 관찰하였

다. 이는 upward spread of masking의 영향에 의한 것으

로 추정된다고 한다.1) 이러한 다양한 경우들을 미루어 볼

때 추가적으로 다른 혼돈 리스트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자료가 축적되면, 난청인의 청

능훈련이나 청각재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CONCLUS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여러 신호대잡음비 조건에서(NO NO-
ISE, 10 dB, 0 dB, -10 dB) 시간적 또는 주파수적인 변

형이 혼돈하기 쉬운 단음절 변별(CVC)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5~30세 이상의 성인 10명의 정상청력을 

가진 피검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곰/공’,‘말/발’,‘선/순’ 세 조합 모두에서 신

호 대 잡음비가 낮아질수록 변별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평가

되었다. 전반적으로 주파수와, 시간적변형을 주는 경우에서 

변별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SNR의 다양한 조건에서 말소리와 잡음이 동측으로 

제시된 경우에 대측상황일때보다 세 실험군 모두에서‘곰’,

‘말’,‘선’을 변별하는 데 소음이 증가할수록 어려움을 보였다. 

본 실험 연구를 통해 얻어진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와 같다  

1) 차폐음이 동측으로 제시된 경우 모든 상황에서 신호대 

잡음비의 잡음이 커질수록 세 조합중(곰/공, 말/발, 선/순)

‘곰’과‘공’의 변별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HIGH조건에

서 가장 낮은 변별력을 보였다.  

2) 차폐음이 대측으로 제시된 경우 세 조합중(곰/공, 말/

발, 선/순)‘곰’과‘공’의 변별 점수가 역시 낮게 나타났으

며, 이 경우에 오른쪽과 왼쪽은 동일한 SNR 조건에 대하여 

상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종성(곰/공)과 초성(말/발), 중성(선/순)변별이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이어도 잡음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

으며, 이는 시간적 변형과 주파수적 변형과 연계되어 상호

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결론적으로 주어진 단어에 포함된 redundancy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적변형인 FAST/SLOW와 주파수 변형인 

LOW/HIGH는 여러 신호대잡음비와 상호연관성을 가지며, 

유사한 음소의 주파수대역이 변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자료는 청능훈련이나 재

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단음절·동측소음·대측소음·잉여정보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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