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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Noise Bands, Signal to Noise Ratios, and Source Directions on Monosyllabic 
Word Recognition in Normal and Hearing-Impaired Adult Subjects 

 

Seonghee Lee1 and Dukhwan Lim2 
1Section of Audiolog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2Section of Audiology, Research Institute of Audiology &  

Speech Pathology,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One of the common complaints with hearing loss was difficulty in understanding speech in noisy environments. Effects of noise bands 
on monosyllabic word recognition were investigated in normal and hearing-impaired adult subjects under various signal to ratios and 
source directions. Normal hearing group contained 15 subjects (6 males and 9 females with the mean age of 25.5 years) while sen-
sorineural hearing loss group had 10 subjects (6 males and 4 females with the mean age of 67.7 years). Subjects with sensorineural 
hearing loss were wearing hearing aids unilaterally for at least more than three months. Signals consisted of monosyllabic words which 
were fixed at 60 dB HL on various signal to noise ratios from –20 dB to +20 dB with a step size of 10 dB. They were presented 
through a loudspeaker at a distance of one meter in front of the subjects under different conditions (S0N0, S0N90, S90N0). Mon-
osyllabic recognition scores were collected in response to white noise, low pass filtered noise, and high pass filtered noise with a cut-
off frequency of 1,500 Hz. Response interaction components were defined and computed as the difference between sum of responses 
(recognition scores) to two filtered noise bands and the individual response to white noise. Results showed that significantly dif-
ferent interactions were noted between normal and sensorineural hearing loss groups on all conditions (P<0.05). The largest interac-
tions resulted from the data between -20 dB of SNR (signal to noise ratios) when signal and noise were presented in front of the 
normal adult subjects (S0N0). In general, interaction component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s SNRs (signal to noise ratios) were 
decreased.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under various source directions and SNRs (except S0N0 condition) in the 
hearing impaired with hearing aids group. The overall outcomes indicated that selective data from interaction components could be 
used to evaluate the status of hearing loss and effectiveness of rehabilitation programs. 
 
KEY WORDS：Frequency bands·Signal to noise ratio·Source location·Word recognition score·Interaction component. 

 
 

INTRODUCTION 
 

현대 사회에서는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소음

에 노출되기가 쉽고, 소음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음이 없는 상황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이 요구 되

어진다.8) 이러한 청각 능력은 언어인지력 감소와도 연관이 

있으며 난청성인들은 일반적으로 건청성인들과 비교하여 다

양한 배경 소음 환경에서 화자의 말소리를 이해하는데 어려

움을 호소하고,14) 소음 환경에서는 어음인지력의 감소와 더

불어 공간 내 신호 인지 및 위치 변별 능력도 저하되는 것으

로 보고되어지고 있다. 

난청인들이 소음 환경에서 어음을 인지하는데 영향을 미

치는 환경적인 요소는 다양하다. 먼저, 신호대잡음비는 배경 

소음 대비 어느 정도 강도의 신호가 주어졌을 때 그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수치로

써 신호를 지각할 수 있는 소리 강도와 그 때 주어진 소음 간

의 차로 정의된다. 건청인의 경우 신호대잡음비가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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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일 때 일반적인 소음 상황에서 최대 어음재인도를 나타

낸다고 하였고,4) 난청인도 보청기 착용에 따른 신호대잡음

비의 향상을 보고하기도 하였다.8) 신호와 소음이 제시되는 

방향에 따라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도 달라지는데 광

대역 소음(narrow band noise)과 말 신호가 공간적으로 

같은 위치에서 입력되는 것보다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소

음 환경에서 말 신호를 이해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보고되

고 있다. 또한 소음 환경에서 말을 인지하는데 영향을 미치

는 또 다른 요소로 배경 소음의 종류를 들 수 있는데, 각각 

다른 소음 환경에서 언어자극이 제시될 때 인지와 관련된 

중추청각적인 변별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miss match ne-
ative(MMN)에서 소음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

였다.9) 이와 같이 환경에 따른 청취 능력의 차이는 음자극

에 대하여 와우기저막의 운동, 내유모세포의 수용체 전위 

강도, 신경세포의 흥분성 등이 자극음의 증가에 따라 제한

된 범위 안에서 비직선적인 반응 양상으로 증가하는 청각

계통 반응의 특징인 비선형성(nonlin-earity)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청성인 집단과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성

인 집단을 대상으로 신호와 소음이 제시되는 여러 환경에 따

라서 주파수 대역 간 어떤 간섭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

하고, 동일 집단 내에서의 환경 변화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

고자 주파수 대역 간의 어음인지도를 통해 간섭 효과를 측

정하였다. 소음의 종류를 주파수 범위가 넓은 백색잡음(white 

noise)과 이를 구성하는 low pass filtered noise와 high 

pass filtered noise로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low pass 

filtered noise와 high pass filtered noise 조건에서 얻어

진 어음재인도를 더한 값과 white noise를 주었을 경우의 

어음재인도 결과의 차로 비교하였다. 이 경우에 low pass fil-
tered noise와 high pass filtered noise 조건에서 어음재

인도를 더한 값이 white noise를 주었을 경우의 어음재인도

보다 큰 정도는 그만큼 주파수 대역 간의 간섭이 크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파수 대역 간의 간섭은 와우가 비선

형적인 특징을 가지며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을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 -20, -10, 0, +10, +20 

dB로 신호대잡음비를 변화시켜 신호대잡음비에 따른 어음

재인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추가하여, 신호와 소음이 제

시되는 방향을 신호와 소음 모두 정면에서 제시되는 경우

(S0N0)와 신호는 정면, 소음은 건청성인의 오른쪽 귀 또

는 난청성인 집단의 보청기 착용 귀(better ear)에 제시되

는 경우(S0N90), 그리고 소음은 정면에 신호는 건청성인의 

오른쪽 귀 또는 난청성인 집단의 보청기 착용 귀(better ear)

로 제시하는 경우(S90N0)로 분류하여 어음재인도를 구한 

후 음원의 위치에 따른 주파수 대역의 간섭 정도를 계산하

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파수 대역이 다른 소음환경에서 신호

대잡음비와 음원위치 변화에 따라 건청성인이 단음절어를 인

지하기 위해 나타나는 간섭 효과의 정도를 정량화하고, 이를 

근거로 난청성인의 보청기 착용 시 어음을 인지하는데 어느 

수준에 도달하는지 간섭 효과의 정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외이 및 중이질환이 없는 건청성인 15명(남 6명, 

여 9명)과 2006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을지병원 이

비인후과에 내원한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성인 중 보청기

를 처방받은 난청성인 10명(남 6명, 여 4명)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모든 피검자들의 고막운동성계측 결과 양측 모두 

type A를 보였고, 250~8,000 Hz 범위의 octave 주파수별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건청성인의 평균 청력은 오른

쪽 귀 9.8 dB HL(3분법), 왼쪽 귀 9.5 dB HL(3분법)이었

다. 그리고 난청성인의 평균 청력은 오른쪽 귀 60.2 dB HL 

(3분법), 왼쪽 귀 56.0 dB HL(3분법)이었다. 건청성인의 

연령 범위는 20~29세(평균 연령 25.5세)이고, 난청성인의 

연령 범위는 18~76세(평균 연령은 67.7세)로 비교적 청력

이 양호한 일측 귀(오른쪽 귀 7명, 왼쪽 귀 3명)에 최소 3개

월 이상(평균 9개월) 다채널(최소 3채널 이상) 보청기를 착

용하였고, 검사 전 보청기 조절이 이루어졌다. 음장에서 보청

기 착용 청력의 평균은 34.8 dB HL(3분법)이었다. 

 

연구절차 

검사의 진행은 피검자에게 검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 설

명하였고 협조와 동의를 구한 후 중이검사, 청력검사를 실시

하였다. 난청성인의 경우 보청기 착용 시 음장에서의 청력검

사를 추가적으로 검사하였고 소음과 신호의 방향, 소음의 

크기 정도를 달리하여 단음절어의 어음재인도 순으로 측정

하였다. 

모든 피검자의 중이 이상 유무와 난청 정도를 파악하기 위

하여 중이검사와 순음청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보청기를 착

용한 난청성인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적응기간을 거쳤고, 

음장에서 보청기 착용 시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이득이 낮다

고 판단된 난청성인의 경우 재 조절을 실시하였다. 중이검사

는 Zodiac 901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청력검사는 방음실 

내에서 Orbiter 922에 TDH-50P 헤드폰을 연결하여 측정

하였다. 순음 청력검사는 500~8,000 Hz 범위의 octave 주

파수에서 측정하여 청력의 정상 유무를 판별하였고, 보청기

를 착용한 난청성인의 음장검사는 증폭기를 이용하여 스피

커와 연결한 후 보청기 착용 시 500~6,000 Hz 범위의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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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ve 주파수별 청력을 측정하였다.  

음원의 제시 방향, 신호대잡음비 변화 조건에서 소음이 포

함하는 주파수 대역이 어음재인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

기 위해 신호음은 live voice로 단음절어를 사용하였다. 그

리고 소음은 전산합성된 백색잡음(white noise)과 이를 구

성하는 low pass filtered noise와 high pass filtered noise

로 제시하였고, 신호대잡음비는 -20, -10, 0, +10, +20 dB

로 제시하였다. 또한 음원의 방향은 신호와 소음이 동시에 정

면에서 제시(S0N0), 신호는 정면이고 소음은 건청성인의 

경우 오른쪽 귀 또는 난청성인 집단의 경우 보청기를 착용

한 방향(better ear)에 제시(S0N90), 마지막으로 소음이 

정면, 신호가 건청성인의 경우 오른쪽 귀 난청성인 집단의 

경우 보청기를 착용한 귀(better ear)에 제시(S90N0)하였

다(Fig. 1). 청력검사기에 CD Player를 연결하여 주파수 

대역을 달리하여 소음을 제시하였고 신호음은 일반적인 대

화음 크기의 청취환경인 60 dB HL로 고정시켰다. 단음절

어는 각 조건별로 25개씩 제시하였다. 

 

분석방법 

결과의 분석은 SPSS 14.0 software를 사용하였다. 피

검자의 나이 및 주파수별 순음청력 검사 결과, 보청기 착용 

시 음장에서의 청력검사 결과와 신호대잡음비, 음원의 방향

의 변화에 따른 주파수 대역별 어음재인도의 평균과 표준편

차는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또한 각각의 검사 환

경에서 건청성인과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성인 집단의 어음

재인도와 간섭 효과의 비교는 Paired-t test를 0.05 유의

도 수준에서 검증하였고, 동일 그룹 내에서 신호대잡음비, 

음원 제시 방향에 따른 소음의 주파수 대역이 어음인지도에 

미치는 결과와 간섭 효과는 one-way ANOVA로 비교하

였다.  

 

RESULTS 
 

신호와 소음이 제시되는 위치는 소음과 신호가 동시에 정

면(S0N0), 신호는 정면이고 소음은 건청성인의 경우 오른

쪽 귀, 난청성인의 경우 보청기를 착용한 귀(better ear) 

(S0N90), 소음은 정면이고 신호는 건청성인의 경우 오른

쪽 귀, 난청성인의 경우 보청기를 착용한 귀(S90N0)이었

다. 그리고 신호와 소음의 강도는 신호대잡음비를 -20, -10, 

0, +10, +20 dB로 설정하였고 소음은 white noise와 white 

noise를 filtering한 low pass filtered noise와 high pass 

filtered noise 조건에서 어음재인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low pass filtered noise 조건에서의 어음재인도의 값과 

high pass filtered noise 조건에서의 어음재인도 값의 합

에서 white noise 조건에서의 어음재인도의 값의 차를 구

하여 간섭 효과를 계산하였다. 

건청성인 집단 내에서 음원의 위치와 신호대잡음비 변화

에 따른 간섭 효과를 살펴볼 때 신호와 소음이 정면(S0N0)

에서 제시될 때와 신호는 정면, 소음은 오른쪽 귀에 제시

(S0N90)될 때 신호대잡음비가 –20 dB일 경우 간섭 효과

는 가장 큰 값을 나타내다가 신호대잡음비가 커질수록 간

섭 효과의 값이 작아지며 그 정도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Fig. 2). 신호대잡음비가 –20 dB일 때 통계적으로 의미 있

게 높게 나타났다(P<0.05). 하지만 신호는 오른쪽 귀, 소

음이 정면(S90N0)에서 제시될 때 신호대잡음비에 따른 의

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건청성인 집단에서 일정한 신호대잡음 조건에서 음원의 

위치를 변화시켰을 경우 신호대잡음비가 –20 dB와 +10 dB

일 경우 신호와 소음이 정면(S0N0)에서 제시되었을 때 간

Fig. 1. 신호와 소음이 제시되는 세 가
지 검사 환경. 귀 옆의 marker는 보청
기를 의미함. A：S0N0 (신호와 소음이
동시에 정면에서 제시된 경우). B：
S0N90 [신호는 정면, 소음은 오른쪽
귀 혹은 보청기 착용 귀 (better ear)
에 제시된 경우]. C：S90N0 [소음은
정면, 신호는 오른쪽 귀 혹은 보청기
착용 귀 (better ear)에 제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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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건청성인 집단에서 음원위치와 신호대잡음비 변화에 따른 간
섭 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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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효과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지만(P<0.05) 다른 신호

대잡음 조건에서 음원의 방향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P>0.05)(Fig. 3). 신호대잡음비가 –20 dB인 

경우 음원의 방향에 따라 모두 차이를 보이지만 –10 dB인 

경우에는 신호와 소음이 정면에서 제시(S0N0)되는 경우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P<0.05).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성인 집단에서 일정한 음원 위치 조

건에서 –20 dB부터 +20 dB까지 신호대잡음비의 변화에 

따른 간섭 효과를 비교하였다(Fig. 4). 그 결과 신호와 소

음이 정면에서 제시(S0N0)될 경우 신호대잡음비가 작을 

때 간섭 효과는 작고 신호대잡음비가 증가할수록 의미 있는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신호가 정면, 소음이 보청기를 착용

한 귀에 제시(S0N90)되는 경우와 신호는 보청기를 착용

한 귀, 소음은 정면에서 제시(S90N0)될 경우 신호대잡음

비에 따른 간섭효과의 크기는 증가를 보이나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05).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성인 집단에서 신호대잡음비가 일

정할 때 음원 위치의 변화에 따른 간섭 효과를 비교한 결과 

–20 dB부터 +20 dB까지 모든 신호대잡음비 조건에서 음

원 위치의 변화에 따른 어음재인도의 간섭 효과는 차이가 

없었다(P>0.05)(Fig. 5). 

음원의 위치가 동일할 때 신호대잡음비의 크기에 관계

없이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성인 집단과 비교하여 건청성인 

집단의 간섭 효과 값이 큰 결과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났다(P<0.05)(Fig. 7). 

건청성인과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성인 두 집단 간 신호

대잡음비가 일정할 때 음원 위치 변화에 따른 간섭 효과의 

결과 건청성인은 난청성인과 비교하여 높은 값을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P<0.05)(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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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말소리를 인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

Fig. 3. 건청성인 집단에서 일정한 신호대잡음비 조건에서 음원 위치
변화에 따른 간섭 효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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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성인 집단에서 음원 위치와 신호대잡음
비의 변화에 따른 간섭 효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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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두 집단 간 신호대잡음비가 일정할 때 음원 위치 변화에 따
른 간섭 효과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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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성인 집단에서 신호대잡음비가 일정할
때 음원위치 변화에 따른 간섭 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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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두 집단 간 일정한 음원 위치 조건에서 신호대잡음비 변화에
따른 간섭 효과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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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특히 난청인에게는 더욱 어려운 과제이다. 실제로 난

청인들은 일반적으로 건청성인들에 비해 소음 환경, 특히 

신호와 소음이 들려오는 위치, 신호 대비 소음의 크기에 따

라 화자의 말소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한다. 

난청은 크게 감쇄 요소와 왜곡 요소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

분하여 볼 수 있다. 감쇄 요소는 전음성 난청과 같이 와우로 

전달되는 소리 크기의 감소에 따른 청력역치의 상승으로 순

음청력 역치와 어음청력 역치로 측정이 가능하고 보청기를 

통한 증폭으로 쉽게 보상될 수 있다. 반면 왜곡 요소는 감각

신경성난청에서와 같이 왜곡된 소리로 인지되어 그 명료도

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특히 소음 상황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이는 신호대잡음비, 소음 환경에서의 어음

재인도 검사를 통해 측정이 가능하며 고전적인 선형 보청기

로는 그 보상에 한계가 있다. 난청인이 보청기를 착용하면 가

청 역치를 하강시키기 때문에 소음이 없는 환경에서 언어인

지력의 향상을 보인다. 하지만 소음 환경에서도 보청기가 언

어인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

어 왔다. 소음 환경에서 건청성인과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인

들 사이에 소음 상황에서 신호를 수용하고자 할 때 어떠한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어음재인도의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

하고 보청기를 통한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알기 위

해서 간섭 효과를 이용하여 추정해 볼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청성인 집단과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성

인 집단의 경우 신호와 소음이 제시되는 여러 환경에서 간

섭 효과의 어떤 차이를 보이며 동일 집단 내에서 환경 변화

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주파수 대역 간의 간섭

효과를 측정하였는데 이는 white noise와 이를 구성하는 low 

pass filtered noise와 high pass filtered noise로 나누어 

각각 제시하였다. 이 때 두 소음 상황에서의 어음재인도를 더

한 값과 white noise를 주었을 경우 어음재인도 값의 차로 

비교하였다. 이 결과 해석에서 low pass filtered noise와 

high pass filtered noise 조건에서 어음재인도를 더한 값

이 white noise 환경에서의 어음재인도의 값보다 보다 크다

는 것은 그만큼 주파수 대역 간의 간섭 효과가 잘 나타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외유모세포 등을 포함하여 연관된 청

각정보처리기능이 정상이라는 것을 의미 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건청성인과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성인 두 집

단 간 신호대잡음비, 음원위치 변화에 따른 어음재인도의 간

섭 효과는 모든 조건에서 건청성인 집단이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성인 집단과 비교하여 의미 있게 크게 나타났다. 건청성

인 집단 내에서 음원위치 변화에 따른 간섭 효과의 결과 간

섭 효과는 신호대잡음비가 –20 dB 조건에서 신호와 소음이 

정면에서 제시(S0N0)될 때 세 주파수 대역 간의 간섭 효과

가 가장 컸다. 다른 신호대잡음비 조건에서는 위치 변화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호대잡음비 변화에 

따른 간섭 효과는 음원이 정면(S0N0)에서 제시될 경우 신

호대잡음비가 –20 dB 조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보청

기를 착용한 난청성인 집단 내에서 –20 dB부터 +20 dB까

지 모든 신호대잡음비 조건에서 음원위치 변화에 따른 간섭 

효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호대잡음비 변화에 따른 

간섭 효과는 음원이 모두 정면(S0N0)이고 신호대잡음비가 

낮을 때 가장 작았고, 신호대잡음비가 증가할수록 간섭 효과

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신호는 정면, 소음은 보청기를 착용한 

귀(better ear)에 제시(S0N90)된 조건과 신호는 보청기를 

착용한 귀(better ear), 소음은 정면에 제시(S90N0)한 조

건에서는 신호대잡음비 변화에 따른 간섭 효과의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청성인의 경우 어음을 가장 인지

하기 어려운 소음 조건에서 간섭 효과가 크게 나타난 반면, 

난청성인 집단의 경우 신호와 소음이 정면에서 제시(S0N0)

될 때 신호대잡음비에 따른 간섭 효과의 차이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 연구에서 500 Hz의 순음 자극이 협대역 소음과 동시에 

정면에서 제시되었을 때의 역치가 신호는 정면이고 소음이 

뒤에서 제시될 때의 역치보다 15 dB 높았다고 보고한 것으

로 미루어 보아,2) 정면에서 신호와 소음이 동시에 제시될 때 

신호를 인지하기 더 어렵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기존 연구를 근거로 하여 어음을 인지하기 가장 어려운 

신호와 소음이 동시에 정면에서 제시(S0N0)되는 조건에서 

어음을 인지하기 위해 가장 큰 간섭 효과를 보인다고 추론

할 수도 있다. 유사한 간섭 효과에 대한 자료로 OAE 검사

에서 대측 귀에 차폐음을 주파수별로 filtering하여 제시한 

후 동측의 suppression 되는 값을 측정하여 외유모세포의 

기능을 평가하는데 이용된 결과가 있다.1) 이 연구에서는 차

폐음을 white noise, 2 kHz low pass noise, 2~4 kHz band 

pass noise, 4 kHz high pass noise로 각각 다르게 하여 

대측에 제시하고, 동측에서 나타나는 suppression의 값을 

구하여 주파수 대역 간의 간섭 효과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대측의 차폐음이 포함하는 주파수 대역에 따른 결과적 차이

를 보였다. 여기서 제한된 주파수 영역을 가진 소음보다 넓

은 주파수 영역을 가진 소음이 더 강한 감소 효과를 보였는

데 이는 critical band와 연관되어 소리 에너지를 동시에 전

달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또 다른 연구

에서는 일측에 click음을 제시한 경우와, 동측에 신호대잡음

비를 -10, 0, +10으로 변화시키고 자극 시간을 -400 μs, 

+400 μs으로 변화시켜 반응의 진폭에서 suppression되는 

양을 비교하였다. 대측 자극의 변화에 따른 suppression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이는 양이 분리를 감지하는 상올리

브핵의 효과라 추정하기도 하였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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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건청성인과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집단에

서 신호대잡음비, 신호와 소음의 제시 방향에 따른 주파수 

대역 간의 어음재인도를 통해 간섭 효과를 비교하였다. 이

러한 간섭 효과는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성인 집단과 비교하

여 정상 집단에서 더 큰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난청성인보

다 건청성인에서 청각정보처리 기능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을 의미한다. 건청성인의 경우 청취 조건이 어려운 신호대

잡음비가 낮은 환경과 신호와 소음이 제시되는 방향이 일치

하는 조건에서 더 큰 간섭 효과를 보였지만 보청기를 착용

한 난청성인 집단에서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와 같은 결과는 건청성인의 경우 청각적 정보처리 기능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청취가 어려운 조건에서는 상

위 청각 정보처리 기능이 활성화되어 주파수 간 간섭 효과

를 강화시킴으로써 어음재인도를 향상시키지만 난청인이 보

청기를 착용하였을 때 정상인과 같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

하기 때문에 소음환경에서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

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요약하면 건청성인에서 간섭 효

과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결과들을 근거로 하여 보청

기를 착용한 난청성인들에게 여러 소음 환경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추후 노인성 난청재활과 같은 청각재활 프로

그램에서 청각 기능을 평가하고 난청성인들의 보청기 착용 

적응 상태를 파악하고 추적 관찰하는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

되며 상담 및 재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CONCLUSIONS 
 

난청인은 건청인과 비교하여 소음이 큰 환경에서 말소리

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인지능력이 저하되기도 한

다. 이러한 어려움의 정도는 주파수 조건에서 반응 간의 간

섭 효과로 추정이 가능하며 제시한 간섭효과 계산 방법을 

청각기능 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음원 위치, 신호대잡음비의 변화에 따른 각각의 조건에서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성인 집단의 간섭 효과는 건청성인의 

간섭 효과에 비해 작았다. 건청성인 동일집단 내에서 청취

가 가장 어려운 조건인 소음과 신호가 정면에서 제시되고 

신호대잡음비가 –20 dB일 때 간섭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

났다. 반면,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성인 집단에서 신호대잡음

비의 증가에 따른 간섭 효과의 상승은 있었으나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건청성인의 경우

에서는 외유모 세포와 같은 와우의 기능을 포함하는 청각정

보처리과정의 간섭 효과가 신호를 인지하기 어려운 위치 조

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난청성인 집단의 경우에는 보청

기를 착용하여도 보상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음 조건에서 신

호를 인지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건청성인의 간섭 효과의 기준을 제시하여 난청인의 

청각기능을 추정하는데 사용이 될 수 있고, 보청기 착용 후 

추적 관찰, 상담 및 재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심 단어：주파수 대역·신호대잡음비·음원위치·단음절 

어음재인도·간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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