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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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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ility of discriminating speech under noise conditions has been known as an important skill in everyday situations. This task, 
however, was even more difficult for subjects with hearing loss. In this study, HINT scores were measured and compared in normal 
hearing and SNHL groups to analyze preferred conditions for improved speech discrimination. Participants had mean ages of 21.5 
yrs (normal group) and 42 yrs (SNHL group). All subjects were measured for PTA and HINT under Quiet (Q), Noise Front (NF), 
Noise Right (NR), and Noise Left (NL) conditions. Results showed that more elevated threshold levels in SNHL group than normal 
group under all conditions and this tendency was even more pronounced under noise conditions. Both groups showed the BMLD 
effects while right ear advantage (REA) was noticed only in the norm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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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소음상황에서의 어음 이해 능력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기술이다. 그러나 청력손실이 있는 환자의 경

우 소음상황에서의 듣기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현재 시

행되고 있는 순음청력검사로 청력의 정도와 유형을 파악하

고, 어음검사를 통해 환자의 어음인지능력을 확인할 수 있

지만, 조용한 방음실에서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

지 소음이 많은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적인 청각능력을 확인

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나온 검사가 Hearing In Noise Test(HINT)인데, 이 검

사는 총 12개의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목록 당 

20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1) HINT 검사에 사용되는 

문장의 난이도는 동일하게 조절되며, 수정상승법(adaptive 

method)를 이용하여 Recognition Threshold for sen-
tence(RTS)를 구하는 검사이다. RTS란 검사에 사용되는 

문장 중 screening에 이용되는 네 문장을 뺀 16개의 문장 

중 반 이상을 맞출 수 있는 레벨을 의미한다. HINT 검사

는 headphone과 soundfield 조건에서 모두 측정 가능하다. 

HINT 검사의 가장 큰 목적은 양이의 기능을 동시에 측정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소음과 신호가 동시에 들어가는 

diotic 조건과 분리되어 들어가는 dichotic 조건 모두를 측

정할 수 있다.2) 

일상 생활에서 청자는 환자에 집중하게 되므로 소음은 화

자와는 다른 방향에서 들어오게 되고, 따라서 소음이 신호와 

동시에 들어오는 것 보다는 분리되어 들어올 경우 소음상

황에서의 speech intelligibility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

다. 이와 같은 원리는 Binaural Masking Level Difference 

(BMLD) 효과에 의해 검증될 수 있는데, BMLD란 양 귀로 

소음에 의해 차폐되어 들어오는 신호가 signal과 masker

에 의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현상은 Interaural 

difference cues of intensity(ILD)와 Interaural difference 

cues of time(ITD)를 처리하는 청각시스템의 기능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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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5)이런 BMLD 효과는 단순히 sig-
nal과 noise의 위상 변화에 따른 sound detection의 향상

뿐만 아니라 소음 상황에서의 어음인지도 평가에도 이용될 

수 있으며, HINT 검사에서의 diotic 조건과 dichotic 조건

에 따른 RTS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그룹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환

자의 HINT performance를 비교하여 각 그룹에서의 PTA

와 RTS 간의 상관관계, signal to Noise Ratio(SNR)을 

비교함은 물론, 각 그룹에서의 BMLD effect와 Right ear 

advantage(REA)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정상그룹, 감각신경성 난청 그룹 모

두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그룹의 평균연령은 21.5

세, 42세였다. 감각신경성 난청 그룹의 경우 평균 순음역

치(0.5, 1, 2, 4 kHz)는 20 dBHL 이상이었다. 각 그룹 별

로 PTA 검사 후 HINT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장비는 PTA

는 GN Resound 사의 Aurical을, HINT는 Bio-logic 사

의 HINT Pro를 사용하였다. HINT 검사 시 조건은 총 네 

가지 조건에서 진행하였으며, 먼저 Quiet(Q) 조건에서 RTS

를 구하고, speech는 front로 고정한 상태에서 noise 조건

을 Front(NF), Right(NR), Left(NL)로 조절하였으며, 총 

12개의 문장 목록 중 각 조건 별로 무작위로 하나의 목록

을 선택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Fig. 1). 

 

RESULTS 
 

PTA와 quiet 상황에서의 HINT 결과의 상관관계 

정상 청력과 감각신경성 난청 모두 PTA와 RTS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BMLD effect 

정상 그룹이 감각신경성 난청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소음

이 많은 상황에서 detection이 더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감각신경성 난청 그룹의 경우 정상 그룹에 비해 

평균 4 dB 이상 많은 SNR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BMLD effect의 경우, 두 그룹 모두 signal을 좌· 

우에서 주었을 때가 front보다 상대적으로 소음이 많은 상

황에서도 detection이 더 용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p<0.01, Fig. 3). 

Fig. 1. HINT 검사에 사용된 실험조
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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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TA와 RTS 간의 상관관계. Normal group：R2=0.647, SNHL 
group：R2=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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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정상 청력인과 감각신경성 난청인의 실험조건 별 SNR 크
기 비교 결과(BMLD effect). S：signal, N：noise, f：front, r：right, 
l：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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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ear advantage 

정상 그룹의 경우, 소음의 방향이 front 일 때 뿐 아니라 

좌·우 간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소음이 들어

올 경우가 왼쪽에서 들어올 때보다 어음인지력이 더 우수

하였다(p<0.01). 감각신경성 난청 그룹의 경우 이와 같은 

좌·우 간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p>0.01, Fig. 4). 

 

DISCUSSIONS AND CONCLUSIONS 
 

본 실험 결과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그룹은 소음상황에서 

정상 청력 그룹에 비해 평균 4 dB 이상 많은 SNR을 필요

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음조건일 경우, 정상그

룹과 감각신경성 난청 그룹 모두 diotic(NF) 조건 보다는 

dichotic 조건(NR, NL)에서 speech intelligibility가 유리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두 그룹 모두에서 BMLD가 

있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결과라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정상청력 그룹에 비해 감각신경성 난청 그룹에서 그 효과

가 다소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상그룹에서는 소

음상황에서 right ear의 speech intelligibility가 left ear보

다 우수하였으며, 이는 left hemisphere의 speech domi-
nance 때문인 것으로 결론된다.2) 감각신경성 난청 그룹의 

경우, right ear advantage는 없었는데, 이는 aging과 per-
ipheral hearing loss등의 요인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2)5) 
 

중심 단어：HINT·정상인·감각신경성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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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정상 청력인과 감각신경성 난청인의 실험조건별 SNR 크기
차이 비교 결과(REA). S：signal, N：noise, f：front, r：right, l：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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