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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construct a multitalker babble stimuli based on Korean speech as well as to compare the 
spectrum of the Korean babble stimuli with that of English babble noise. The development of this multitalker babble noise would also 
provide better insights into the evaluation of hearing assistive devices, the evaluation of central auditory processing disorder (CAPD), 
and auditory training for Korean hearing-impaired listeners. Sixteen young normal-hearing speakers (8 males and 8 females) whose 
first language is Korean participated. All the participants were told to speak the sentences used in standardized Korean speech audio-
metry, newspaper, and magazine with conversational level for about two minutes. Each sentence was normalized to have the same 
RMS energy before forming Korean babble noise. The long-term average speech spectra (LTASS) of all utterances were analyzed 
with computerized speech lab (CSL) that is one of the leading speech analysis systems for acoustic phonetics. Results have showed 
that there were no differences among Korean LTASS of sentences, newspaper, and magazine (p<0.05). As expected, we found signifi-
cant differences in spectral features between male-spoken and female-spoken LTASS. The level difference of the Korean LTASS was 
approximately 37 dB between low and high frequencies, indicating larger intensity in Korean that in English. Differences of 16 dB were 
also found in the LTASS of between Korean and English multitalker babble noise, suggesting the possible differences of acoustic 
properties between Korean and English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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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난청인에 대하여 인공와우(cochlear implant), 보청기 등

을 포함한 적절한 증폭기기의 선택 및 조절, 착용효과의 측

정 등을 위해 조용한 곳에서의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이해

도의 평가는 일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지만, 잡음(noise)

을 이용한 평가는 그렇지 못하다. Carhart & Tillman5)은 그 

이유를 소음과 관련된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잡음과 검사

방법 등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추신경성난청(central auditory pro-
cessing disorder) 등 청각손실의 평가, 보청기 및 인공와

우의 평가, 청능재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

용한 상황 및 잡음 내에서의 청력역치, 단어 또는 문장의 

인지도 등을 포함한 의사소통능력을 추가하여야 한다.5)11) 

미국, 유럽, 호주 등 주로 영어음을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소

음 내에서 청력 및 증폭기기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

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중인 소음을 이용한 평

가도구는 Synthetic Sentence Identification(SSI),7) Speech 

Perception in Noise(SPIN),3) Connected Speech Test 

(CST),6) Speech-in-noise(SIN) test,8) Hearing in Noise 

Test(HINT)9) 등이 있으며, 효과적이고 다양한 평가를 위

해서 계속 연구 중에 있다. 한국에서 소음을 이용한 평가도

구의 연구사례는 다화자잡음(babble noise) 내에 문장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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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녹음한 K-SPIN1)이 있었으며, HINT system의 경

우는 다양한 소음과 한국어음을 내장한 장비를 미국의 Ho-
use Ear Institute에서 개발하여 Bio-logic 사가 한국에 

공급하고 있으나 한국 내에서 표준화 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음의 특성에 알맞은 다화자잡음을 

제작하고, 이를 영어음의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한국 난청인

의 효과적인 증폭기기의 평가 및 청능재활을 도우며, 중추

청각성 난청(central auditory processing disorder)의 평

가 및 재활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METHODS AND MATERIALS 
 

피검자는 중이질환이 없으며, 순음평균청력이 15 dB HL 

(M=6.7 dB HL, SD=2.3) 이하의 정상청력을 가진 23~ 

48세(M=31.6~세)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남녀 

16명(남 8명, 여 8명)으로 하였다. 녹음에 사용한 문장은 

지식경제부의 과제인‘언어음청각검사 방법의 표준화’에 사

용한 문장표(sentence)2)와 2008년도에 발행한 신문과 잡

지(magazine) 등이었다. 녹음 시 피검자는 송화기 앞에서 

sentence와 magazine을 각 2분 동안 보통의 크기로 읽게 

하여 녹음하였다. 이때 송화기는 Shure microphone을 사

용하였으며, 화자의 입과 송화기의 거리는 10 cm를 유지하

였다. 표본화 주파수(sampling frequency)는 44,100 Hz

이었으며, 녹음 데이터는 CSL(computerized speech lab)

에서 각각의 진폭(amplitude)을 표준화(normalized)한 다

음 합성하여 다화자잡음을 제작하였다. 녹음한 대화음 및 

합성한 다화자잡음은 CSL(computer speech lab)에서 장

기평균어음스펙트럼(long-term average speech spec-
trum, LTASS)으로 분석하였으며, SPSS(Windows ver. 

11.0)에서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 분석하였다. 

 

RESULTS 
 

Sentence의 LTASS 특성에서 남성은 86 Hz, 여성은 

172 Hz에서 최대진폭을 나타냈으며, 그 후 남성(Fig. 1A)

은 1,000 Hz, 여성(Fig. 1B)은 1,200 Hz까지 급격히 감소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서서히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최

대진폭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2 dB 높게 나타났다(p<0.05). 

Magazine의 LTASS 특성에서는 남성(Fig. 1C)은 86 Hz, 

여성(Fig. 1D)은 172 Hz에서 최대진폭을 보였으며, 그 후 

남성은 1,200 Hz, 여성은 1,400 Hz까지 급격히 감소하였

Fig.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s of LTASS for sentence and magazine；Sentence-male (A), sentence-female (B), magazine-
male (C) and magazine-femal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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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그 이후에는 서서히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Fig. 1C 

and D). 최대진폭은 남성이 여성보다 2 dB 정도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p>0.05). 또한 6,000 Hz 이상에

서 남녀 간 진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유의미하지는 않

았다(p>0.05). 

합성한 다화자잡음의 LTASS를 1/3과 1/2를 혼합한 oc-
tave-band로 살펴보았을 때, sentence와 magazine 모두 

최대진폭은 250 Hz에서 나타났으며, 1,300 Hz까지 대체로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였다(Fig. 2). 최대 진폭의 차이를 보

인 것은 5,000 Hz 부근에서 3 dB 미만이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p>0.05). 

 

DISCUSSION AND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음의 특성에 알맞은 다화자잡음을 

제작하여 한국 난청인의 효과적인 증폭기기의 평가 및 청

능재활을 돕고자 하였으며, 중추청각성 난청의 평가 및 재

활도구로도 사용하고자 하였다. 다화자잡음을 위해 녹음 시 

사용한 문장은 지식경제부의 표준기술력향상사업 과제인‘언

어음청각검사 방법의 표준화’에서 사용한 문장표(sentence)

와 2008년도에 발행한 신문과 잡지(magazine) 등이었다. 

피검자 성별 sentence와 magazine의 LTASS 평균에서 

최대진폭의 주파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낮았는데, 이는 남성

의 제1포먼트(1st formant, F1)가 여성에 비해서 낮기 때

문이다. 그리고 sentence와 magazine의 스펙트럼의 평균

은 전 주파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다화자잡음 

제작 시 녹음시간 및 대상자의 수가 충분할 경우 서로 다른 

대화음의 내용을 사용하더라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음의 평균 LTASS에서 저 및 고주파수 간 에너지

의 차이는 37 dB로 영어음의 약 16 dB에 비해서 크게 나

타났다(Fig. 3). 이러한 현상은 대화음을 구성하고 있는 모

음과 자음의 분포, 발성 길이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한

국어음과 영어음의 스펙트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CD에 녹음한 다화자잡음의 앞부분에는 1 KHz

의 시험음(test tone)을 첨가하여 청력검사기의 사용 시 보

정(calibration)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러나 시간변화에 따

른 다화자잡음의 주파수 및 진폭의 동질성(homogeneity)

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시간 축을 더욱 세밀하게 나누어 분

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겠다.10) 또한 다화자잡음의 표준

화와 관련하여 한국어음을 대표할 수 있는 문장, 연령에 따

른 LTASS 등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문장 그리고 신문, 잡지 등의 문

장을 이용하여 다화자잡음을 합성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남성과 여성의 LTASS에서 최대진폭을 나타내는 주

파수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표준화된 문장(sen-
tence) 그리고 신문, 잡지(magazine)의 LTASS는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한국어음의 LTASS는 영어음에 

비해서 저주파수 및 고주파수 간 에너지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 어음스펙트럼 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심 단어：다화자잡음·Multi-talker babble·장기평균

어음스펙트럼·LT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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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English4) for LT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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