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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s of Loudness Growth Perception for Korean Adults with Normal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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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loudness growth perception including most comfortable level (MCL), uncomfortable level 
(UCL) for Korean with normal hearing. 48 subjects (24 males and 24 females) with the age ranged 19-24 (M 21.9 yr, SD 1.8) 
years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Loudness growth test (LGT) were examined by 7 categories using FM tone of 500 Hz, 3,000 Hz 
and Korean two syllable words. The results of LGT were as follows：1) There were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all categories 
using FM tone of 500 and 3,000 Hz (p>0.05). 2)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noted for FM tone (500 Hz, 3,000 Hz) in MCL and UCL 
(p<0.01). 3) UCL for male’s live voice was higher than female’s one using Korean two syllable words (p<0.01). 4) Comparing 
LGT with Korean and English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Loudness growth perception data for normals and hearing-
impaired listeners should be considered to help hearing aid fitting for the Korean hearing impaired. 
 
KEY WORDS：Loudness growth test·MCL·UCL. 

 
 

INTRODUCTION 
 

청력손실의 종류 및 주파수별 청력손실의 정도에 따라 보

청기의 이득(gain) 및 최대출력(OSPL90) 등을 효과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주로 영어음을 사

용하는 국가에서는 이득 및 OSPL90을 효과적으로 결정하

기 위하여 보청기적합공식(hearing aid fitting formula)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보청기적합공식의 특징으로 선형증

폭기는 청력역치레벨(hearing threshold level, HTL)을 근

거로 하여 청력손실자의 쾌적수준(most comfortable level, 

MCL)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일반적

이며,2)4)17) 비선형증폭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인의 좁아진 역

동범위(dynamic range)를 정상 청력인과 유사한 형태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5)6)10) 

보청기적합공식에서 HTL 및 MCL은 보청기의 이득을 

산출하기 위해서, HTL 및 불쾌수준(uncomfortable level, 

UCL)은 보청기의 선형증폭기의 SSPL, 비선형증폭기의 압

축비율(compression ratio, CR), 압축역치(compression 

threshold, CK) 등을 포함한 OSPL90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특히 비선형증폭기의 적합공식에서 이득과 CR 및 

OSPL90의 효과적인 결정을 위해서 난청인의 HTL, MCL 

그리고 UCL을 포함한 음량증가검사(loudness growth test, 

LGT)의 세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며,3)8)15) 미국, 유럽, 호

주 등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 정상 청력인 및 난청인

의 역치에 따른 음량증가의 표준 지표가 마련되어 있어 보

청기의 이득, SSPL 또는 OSPL90, CR 등의 산출에 도움

을 주고 있다.16) 

한국에서는 프로그램식 보청기(programmable hearing 

aid) 뿐만 아니라 보청기적합 소프트웨어(hearing aid fitting 

software)를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청기적합 소프트웨어에 청력역치를 입력하여 

보청기적합을 시행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청기적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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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인의 음량증가지각을 포함한 신체, 심리음향, 한국

어음 등의 특징을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적인 보

청기의 적합에 어려움과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상청력을 가진 한국 성인을 대상으

로 MCL, UCL 등을 포함한 음량증가의 변화 형태를 알아

보아 보청기의 효과적인 적합 및 평가를 위한 기초적인 자

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피검자는 양쪽 귀 모두 외이 및 중이에 

질환이 없으며, 고막운동도 검사에서 A형을 보이고, 250~ 

4,000 Hz의 모든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20 dB HL 이하

인 19~24세(평균：21.9세, 표준편차：1.8)의 성인으로 48 

귀(남 24명, 여 24명)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순음청력검사, 이경검사, 고막운동성검사(tympanometry), 

500 Hz와 4,000 Hz의 음향반사역치 검사를 실시하여, 등

골근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고막을 포함한 중이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하였으며, 청력역치를 포함한 LGT는 삽입이

어폰(EAR-tone 3A)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피검자의 

500과 3,000 Hz의 순음청력역치 및 음향반사역치는 Table 

1과 같다. 

LGT는 피검자를 위한 지침서를 제작하여 설명한 후, 저

주파수 및 고주파수 대역의 대표적인 소리인 500 및 3,000 

Hz의 주파수변조(frequency modulation)음과 남·녀 화

자가 발성하는 이음절어1)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LGT의 단계는 역치에서 불쾌수준의 순으로 증가시키며

(ascending method) 구하였으며, 각 음량단계 별로 1 또

는 3 dB 간격의 수정상승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음량

의 증가단계(loudness category)는 1) 매우 작다(hearing 

threshold, HTL), 2) 작다(soft), 3) 편하지만 작다(com-
fortable, but slightly soft), 4) 편하다(comfortable, MCL), 

5) 편하지만 약간 크다(comfortable, but slightly loud), 

6) 크다(loud, but OK.), 7) 매우 크다(uncomfortable level, 

UCL) 등 7단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500, 3,000 Hz의 주파수변조음, 어음 등 신호와 화자의 

성별에 따른 LGT를 음량단계 별로 비교하였다. 통계분석

은 Windows 용 SPSS(ver 11.0)에서 ANOVA를 시행하

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e를 사용하였고 대응표본 t-검

정을 하였다. 

 

RESULTS 
 

주파수변조음 

500 Hz에서 LGT의 평균은 HTL(음량단계 1)이 10.3 

dB HL, MCL(음량단계 4)은 48.3 dB HL, UCL(음량단계 

7)은 97.4 dB HL로 나타났다. 피검자의 남·녀 성별 간 

LGT에서는 음량단계 1에서 7까지 남성이 9.8~98.3 dB 

HL, 여성이 10.8~97.5 dB HL로 나타났으나, 모든 음량

단계에서 피검자 성별에 따른 LGT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

았다(p>0.05). 3,000 Hz에서 LGT의 평균은 음량단계 1

은 7.4 dB HL, 음량단계 4는 50.8 dB HL, 음량단계 7은 

91.2 dB HL로 나타났다. 피검자의 남·녀 성별 간 LGT는 

음량단계 1에서 7까지 남성이 7.8~91.3 dB HL, 여성이 

7.0~91.1 dB HL로 나타났으나, 모든 음량단계에서 피검

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0.05, Table 

2). 그러나 남·녀 전체 피검자를 대상으로 LGT를 비교했

을 때, 음량단계 3, 4에서는 3,000 Hz가(p<0.01), 음량단계 

1, 6, 7에서는 500 Hz가 높게 나타났다(p<0.01, Table 3). 

 

이음절어 

남성 화자에 의한 LGT의 평균은 음량단계 1에서 12.0 

dB HL, 음량단계 4에서 50.5 dB HL, 음량단계 7에서 

97.7 dB HL로 나타났다. 피검자의 남·녀 성별 간 LGT

에서는 음량단계 1에서 7까지 남성이 11.9~98.1 dB HL, 

여성이 12.0~97.3 dB HL로 나타났으나, 모든 음량단계에

서 피검자의 성별에 따른 LGT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

다(p>0.05). 여성 화자에 의한 LGT의 평균은 음량단계 1

에서 12.2 dB HL, 음량단계 4에서 51.6 dB HL, 음량단계 

7에서 100.6 dB HL로 나타났다. 피검자의 남·녀 성별 간 

LGT에서는 음량단계 1에서 7까지 남성이 12.4~100.3 dB 

HL, 여성이 11.9~100.8 dB HL로 나타났으나, 모든 음량

단계에서 피검자의 성별에 따른 LGT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0.05, Table 4). 그러나 어음을 사용했을 때 음

량단계 1에서 7까지 화자가 남성인 경우 12.0~97.7 dB HL, 

화자가 여성인 경우 12.1~99.1 dB HL로 나타났으며, 남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hearing and acoustic
reflex thresholds 

Threshold ART Frequency 
(Hz)  Male Female  Male Female 

500 Mean 4.1 5.4 Mean 88.8 86.9 
 (SD) (4.6) (4.7) (SD) (5.2) (5.1) 
3,000 Mean 0.8 0.7 Mean 87.3 85.6 

 (SD) (5.1) (5.1) (SD) (6.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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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화자일 경우 여성 화자 보다 전체 음량단계에서 높은 값

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음량단계 6과 7에서 여성화자의 LGT

가 높게 나타났다(p<0.01, Table 5). 

 

주파수변조음 및 어음의 비교 

500 Hz와 3,000 Hz 그리고 어음에 대한 LGT를 비교

했을 때, 음량단계 3을 제외한 모든 음량단계에서 어음이 

높게 나타났으며, 음량단계 1, 5, 6에서 3,000 Hz와 어음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Fig. 1). 

 

DISCUSSIONS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난청인에 대한 보청기의 이득 및 최

대출력을 효과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정상청력을 가진 한

국 성인의 MCL 및 UCL을 포함한 음량증가의 변화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주파수변조음 500 Hz와 3,000 Hz

의 LGT는 Robyn 등16)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한국 성인

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음량증가에 있어서 한국과 외

국의 성인 간 심리음향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화자의 성별에 따른 LGT를 비교했을 때, 한국 성인은 

음량단계 6, 7을 제외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p>0.01) 그 이유는 남성과 여성화자의 포먼트 및 어음의 

주파수 스펙트럼의 차이로 생각되며, 이를 통해 어음을 이

용한 HTL 및 MCL 검사 시 화자의 성별은 검사 결과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파수변조음 500 Hz와 3,000 Hz 그리고 어음을 비교

했을 때, 어음과 3,000 Hz 간에 더 많은 음량단계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ANOVA, p<0.01). 따라서 다채널

보청기의 적합을 위한 LGT는 어음보다는 순음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화 등 실생활에서의 

보청기착용효과를 위해서는 본 연구의 이음절어 대신 문장

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어음을 사용했을 때의 LGT를 미국 성인과16) 비교했을 때 

모든 음량단계에서 한국 성인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p>0.01, Fig. 2). 

Jerry 등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음에 의한 음량증가

검사 시 수정상승법으로 MCL부터 측정하였을 경우(30 dB 

HL 시작, 5 dB 상승, 10 dB 하강) MCL은 51.0 dB HL 

정도였다. 반면 UCL부터 측정하였을 경우, MCL은 73.3 dB 

HL로 UCL부터 측정한 결과와 20 dB 이상 차이를 보였

고, UCL은 검사방법의 순서와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치에서부터 UCL 순으로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LGT for gender at each category using FM tone (500 Hz and 3,000 Hz) 

Categories FM 
tone Subjects  

1 (HTL) 2 3 4 (MCL) 5 6 7 (UCL) 

Male Mean 9.8 21.8 33.9 48.1 63.7 84.6 98.3 
 (SD) (5.7) (7.8) (9.0) (6.9) (6.6) (8.0) (10.7) 
Female Mean 10.8 22.4 34.4 48.5 64.8 85.2 97.5 
 (SD) (4.5) (5.6) (5.9) (6.9) (7.8) (7.2) (8.0) 
M+F Mean 10.3 22.1 34.1 48.3 64.2 84.9 97.9 

500 Hz 

 (SD) (5.1) (6.7) (7.5) (6.8) (7.2) (7.5) (9.4) 
Male Mean 7.8 23.0 37.1 49.4 62.0 79.8 91.3 
 (SD) (5.4) (7.2) (8.4) (8.1) (8.1) (8.3) (9.8) 
Female Mean 7.0 22.7 38.6 52.3 65.6 81.6 91.1 
 (SD) (5.1) (7.1) (7.6) (7.2) (6.8) (5.7) (6.9) 
M+F Mean 7.4 22.8 37.9 50.8 63.8 80.7 91.2 

3,000 Hz 

 (SD) (5.2) (7.1) (7.9) (7.7) (7.6) (7.1) (8.4) 
 

Table 3. p-values for differences between 500 Hz and 3,000 Hz at
each category 

Categories 
 

1 (HTL) 2 3 4 (MCL) 5 6 7 (UCL) 

p-value .001* .507 .003* .024** .722 .000* .000* 
*：p<0.01, **：p<0.05 
 

Fig. 1. Loudness growth for 500 Hz, 3,000 Hz and Korean two syl-
lables at the level p<0.01 at each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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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였으므로 음량증가를 반대 혹은 무작위적인 순서로 하

였을 때의 MCL 값은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보일 것으

로 예측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음을 이용한 LGT 검사 시 여러 

명의 여성 및 남성 화자의 어음 자극을 제시하였다. 만약, 

여성, 남성 화자의 어음 자극을 CD로 제작하여 동일한 어

음 자극을 제시하였다면, 화자의 다양성에 대한 변인은 줄

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Ellis and Wynne7)의 연구에 따르면 자극음

이 어음이 아닌 경우 아동의 음량증가지각이 성인 보다 더 

좁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에 대한 음량증가지각

이 필요함을 알 수 있고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아동의 음

량증가지각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정상청력을 가진 한국 성인의 HTL, MCL 

및 UCL을 포함한 음량증가의 변화를 피검자 및 화자의 성별 

그리고 신호의 종류 별로 살펴보고, 이를 영어음을 사용하는 

서구인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파수변조음을 사용했을 때의 LGT는 모든 음량

단계에서 피검자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둘째, 주파수변조음을 사용했을 때의 LGT는 음량단계 3, 

4(MCL)에서 3,000 Hz, 음량단계 1, 6, 7(UCL)에서 500 

Hz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이음절어를 사용했을 때의 LGT는 여성화자가 남

성화자를 사용했을 때보다 음량단계 6, 7(UCL)에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이음절어를 사용했을 때의 LGT는 영어음을 사용

하는 서구인과 비교했을 때, 모든 음량단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MCL, UCL 등에 대한 한국인과 서구

인의 음량증가의 지각에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보청기적합 시 외국의 보청기적합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신체, 심리음향, 대화음 등에 대한 한국인

의 표준지표를 마련하고, 이에 알맞은 보청기적합공식의 개

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중심 단어：라우드니스 증가 검사·MCL·U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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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Korean and English in loudness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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