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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lear implantees often showed some degrees of difficulty in speech discrimination. In this task, fine temporal resolution or struc-
ture of the speech might be an important parameter for the correct discrimination. This temporal resolution could be measured using 
gap detection threshold. In this study, within-channel gap detection thresholds of cochlear implantees were analyzed under ipsilateral 
background noise conditions with various signal-to-noise ratios. Four adult cochlear implantees were examined for gap detection 
thresholds under quiet, +10, +5, 0, -5, -10 dB SNR conditions. These data were compared with those of normal adults (n=10) 
and elders (n=10) to assess the temporal ability of cochlear implantees under background noise conditions. In these results, cochlear 
implant group showed longest gap detection thresholds under quiet condition (mean 13.4 msec) while normal and elder groups exhi-
bited 3.3 msec and 6.2 msec of mean values. Gap detection thresholds of cochlear implantees were deteriorated even more under 
ipsilateral noise conditions and demonstrated worse performances than the other two groups. In conclusion, cochlear impantees sho-
wed more difficulties in temporal performances than normal adults or elders did. Improvement in performances on temporal domain 
has been one of the critical issues for better speech perception in cochlear implantees. These data from gap detection performances 
under various noise conditions may be used as effective indications of assessing the rehabilitation in cochlear implantation. 
 
KEY WORDS：GDT·Cochlear implant·SNR. 

 
 

INTRODUCTION 
 

음향 신호의 자세한 시간적 변화를 변별하는 능력은 sp-
eech discrimination과 sound localization과 같은 청각인

지기능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temporal 

processing의 기능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극 음이 

중간에 연결되지 않고 끊어지는 순간을(temporal gap)는 

감지하는 역치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피검자가 인지하는 가

장 작은 크기의 gap이 Gap Detection Threshold(GDT)

로 기록될 수 있다.2) 인공와우 환자들은 speech discrimi-
nation에서 흔히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보이며, 이는 언어

의 구조 중에서 세밀한 시간적 변화를 정확하게 변별하는 

능력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변별을 위한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temporal resolution을 지적할 수 있다. 이 te-
mporal resolution은 GDT 측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인공와우 환자들에게서 소음이 없는 Quiet 

조건과 다양한 신호대 잡음비(SNR) 크기를 갖는 동측 배경 

소음 조건에서의 within-channel GDT를 측정하여 정상 

그룹(Normal Hearing, NH)과 노인성난청(Elderly Hea-
ring Loss, EHL)그룹의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Subjects 

본 연구에 참여한 인공와우 그룹 대상자는 5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인공와우 사용 기간은 1년 5개월이었다. 이들 

그룹의 평균 나이는 38세였고, 정상 그룹과 노인성난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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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의 평균 나이는 각각 26세, 69세였다. 정상 그룹의 순음

청력평가 결과 전 주파수(0.25~8 kHz)에서 모두 20 dBHL 

이하의 역치를 보였으며, 평균 역치는 3.7 dBHL이었다. 노

인성난청 그룹은 2 KHz 이후부터 중고도로 하강하는 청력 

역치를 보여주었으며 평균 역치는 32 dBHL이었다. 

 

Procedures 

모든 대상자들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Quiet 

조건과 +10, +5, 0, -5, -10 dB SNR의 신호대 잡음비 

조건에서의 GDT를 실시하였다. 자극음 l의 제시 강도는 30 

dBSL 또는 MCL로 하였다. Gap detection 신호는 44.1 kHz

로 sampling된 백색잡음이었으며, 자극 기간은 300 msec

이고, rise-fall time은 0.5 msec로 하였다(Fig. 1). 

인공와우 환자들의 GDT 측정하는 과정에서 동측에 사

용된 차폐음은 speech noise였으며, 대상 인공와우 환자들

의 temporal ability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 결과들은 정상 

성인 그룹과 노인성난청 그룹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RESULTS 
 

인공와우 환자 그룹은 세 그룹 중 가장 긴 GDT를 보였

으며, quiet 조건에서의 평균 GDT는 정상그룹과 노인성난청 

그룹이 각각 3.3 msec, 6.2 msec로 나타난 것에 비해 13.4 

msec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본 결과에서 인공와우 환자들의 GDT는 동측에 소음이 들어

가는 상황일 경우 더욱 연장되었으며, 이는 다른 두 그룹에 

Table 1. 인공와우 그룹에서의 everyday sentence test score 결과 

Subjects CI 1 CI 2 CI 3 CI 4 CI 5 

GDT (msec) 08 09 10 10 30 

AO (%) 10 12 26 10 26 

AV (%) 69 39 75 33 46 
AO：청각조건, AV：시청각 조건 
 

Fig. 1. Gap detection 실험에 사용된 자극의 시간적
특징. 

0.5 msec 300 msec 0.5 msec 0.5 msec 300 msec 0.5 msec 

Gap duration 
White noise White noise 

Fig. 2. CI 그룹, NH 그룹, EHL 그룹의 GDT 결과. A：신호대잡음비에
의한 비교. B：소음 원 위치에 의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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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Quiet 조건과 배경 소음 조건에서의 CI, NH, EHL 그룹 간의
GDT 차이. A：Gap detection threshold. B：Gap detection th-
reshold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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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더 악화된 결과를 보여주었다(Figs. 2 and 3, Table 1). 

 

DISCUSSIONS AND CONCLUSIONS 
 

본 연구를 통해 인공와우 환자들의 GDT는 정상 그룹과 

노인성난청 그룹에 비해 모든 조건에서 길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p<0.05), 이러한 어려움은 특히 동측소음 

조건에서 더욱 증가되는 것으로 결론된다.6) 이러한 자료에

서 해당 인공와우 환자들 시간적인 변화탐지가 중요한 말

소리 변별에서 갖는 어려움의 원인을 추론 할 수가 있다. 이 

gap detection은 temporal mechanism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노화와 자극의 복합성과 같은 이유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3) 이러한 근거에서 GDT는 다 채널 

인공와우 시스템 뿐 아니라 single channel에서의 temporal 

processing을 평가하는 도구로도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4)5) 

관련하여 장비의 종류와 speech coding strategy, mapping 

parameter에 따른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emporal domain에서의 청각

기능 향상은 인공와우 환자들의 더 나은 speech percep-
tion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다양한 배경소음 상

황에서의 GDT 결과는 인공와우 환자들의 temporal per-
formance에 대한 신뢰성 있는 측정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다. 이런 다양한 배경소음 상황에서의 gap detection 기

능에 관한 자료들은 인공와우 환자들의 재활을 평가하는 데 

계획하는데 효과적인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GDT·인공와우·신호대잡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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