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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the standards, the reference sound pressure level (RSPL) for speech audiometry (SA) 
is based on the reference speech recognition threshold level (RSRTL). The RSRTL for Korean speech audiometry is not established 
yet.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tain basic data for calculating the RSRTL using Korean speech sounds. Subjects co-
nsisted of 42 adults with normal hearing sensitivity. Puretone thresholds (PTs) were obtained in 2 dB steps at each octave band. Ko-
rean 70 bisyllabic words were used to measure speech recognition thresholds (SRTs). The SRT was defined as the level at 50% of 
correct responses based o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the results of the psychometric function test. The test was performed 
from -6 dB HL up to the level at or above 95% of correct responses in 2 dB steps. Results showed that the mean SRT was 26.59 dB 
SPL with the standard deviation of 4.25 dB, which was 6.59 dB greater than the RSRTL of English speech sound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RSRTL be recalculated for Korean speech audiometry for each type of headphone. 
 
KEY WORDS：Reference sound pressure level (RSPL)·Reference speech recognition threshold level (RSRTL)·Korean 

speech audiometry (KSA). 

 

 

INTRODUCTION 
 

표준(standards)에 관한 국제규정(ANSI, 1996；ISO, 

1996；IEC, 1993)에 의하면 어음청각검사(speech audi-
ometry)를 위한 청각검사기의 기준음압레벨(reference so-
und pressure level, RSPL)은 기준어음인지역치레벨(re-
ference speech recognition threshold level, RSRTL)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RSRTL은 정상청력

의 젊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강강격 이음절어 또는 적

절한 어음을 사용한 심리측정기능검사(psychometric func-
tion test)에서 50% 또는 중앙치(median)의 어음인지도(spe-
ech recognition score)를 보여주는 소리크기를 의미한

다.1)3)4)5)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심리측정기능검사가 어음인

지역치의 특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2)6)12)  

청각검사기는 기준음압레벨에 근거하여 각 개인의 청각

역치를 측정하도록 고안된 장비이다.1) 이러한 청각검사기

로 시행하는 기본적인 청력역치 측정법은 보통 순음청각역

치(puretone threshold, PT) 검사와 어음인지역치(spe-
ech  recognition threshold, SRT) 검사로 나눈다. PT의 

경우, 각 레벨에서 제시되는 자극음의 강도를 제외하고는 순

음이 갖는 모든 변수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12) PT의 음

압레벨(sound pressure level, SPL)은 국가적 특색에 따

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SRT

는 PT와 달리 제시되는 자극음이 언어음이고 각 나라의 언

어음은 주파수 스펙트럼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측

정되는 SRT의 음압레벨이 다를 수 있다. 어음청력검사에

서 자주 사용하는 TDH 49/50 headphone에 대한 영어

음의 RSRTL은 20 dB SPL (ANSI, 1996)이며, 일어음

의 RSRTL은 14 dB SPL(한국표준협회, 2005)로 6 d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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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음청각검사는 청각학적 평가뿐 만 아니라 언어를 이해

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진단도구로써 

사용하고 있다.11) 따라서 정확한 어음청각검사를 위해서 각 

개인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국어로 평가해야 한다.10) 영

어음에 근거한 RSRTL은 비영어권 국가에서 사용하는 어

음청각검사기에는 다소 부적합하고 제한적일 것이다.7) 현

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음청력검사기

의 RSRTL은 영어권 국가에서 표준화한 음압레벨이며, 한

국표준협회(2005)에서는 우리나라의 언어특성이 일본어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하여 일단 일어의 RSRTL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각 나라의 언어적 차이를 고려해 볼 

때, 한국어를 사용하는 난청인에게는 한국어음을 이용하여 

표준화한 RSRTL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

은 청각검사기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음의 RSRTL을 확립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함이다. 

 

METHODS 
    

대  상 

정상 청력을 가진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성인남녀 42

명 45귀(남：13명, 여：32명)를 대상으로 하였다. 정상 

청력 기준은 중이에 질병이 없고, 고막운동성계측(tympano-
metry)에서 A형이며, 순음청력검사 결과 500~4,000 Hz

의 범위에서 10 dB HL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평균연령

은 21.9세였다.  

 

검사 자극음 

숙련된 아나운서에 의해 녹음된 총 70개의 한국어 이음

절어음을 검사 자극음으로 사용하였다(Table 1). 자극어

음에 대한 음압레벨은 CD 플레이어 상에서 1,000 Hz 보정

음(calibration tone)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한 균일하게 조

정하였다. 자극 어음의 오차 범위는 청력검사기의 VU me-
ter 상에서 ±3 dB 이내로 제한하였다.  

 

검사 절차 

 PT 검사와 SRT 검사는 GSI 61 audiometer를 이용하

였으며, TDH 50 headphone으로 자극음을 전달하였다. 

검사를 시행하기 전 정밀소리분석기(sound level meter, 

B&K type 2260)를 사용하여 청력검사기를 보정하였다. 

PT 검사는 주파수 250, 500, 1,000, 2,000, 4,000, 8,000 

Hz에서 자극제시강도 -10 dB HL에서 시작하였다. 2 dB 

간격의 수정상승법에 근거하여 5회 반응한 지점의 평균치

를 역치로 하였다. 어음인지역치는 어음인지도 심리음향기

능곡선에서 50% 정반응한 지점으로 정의하였다. 피검자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레벨에서 총 70개의 이음절어음을 

들려주고 따라 말하게 한 후 6 dB HL에서 검사를 시작하

였다. 자극제시강도를 2 dB 간격으로 내려가면서 정반응율 

5% 이하까지 측정한 후, 다시 2 dB 간격으로 올려가면서 

정반응율 95% 이상 또는 24 dB HL까지 측정하였다. 검

사자는 피검자에게 들린 단어를 따라서 말하되 확실하지 

않은 경우 추측해서 반응할 수 있음을 숙지시켰다. 각 자

극제시강도에서 각각의 피검자가 70개의 이음절어음을 정

확하게 따라 말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함으로써 정반응률을 

계산하였다.    

  

결과 분석 

각 개인의 SRT, 즉 심리음향곡선에서 50% 정반응한 

지점을 찾기 위해서 SPSS (statistical program for social 

science)의 회귀분석방법 중 로지스틱곡선추정을 사용하

였다. 이렇게 수집한 모든 대상자의 SRT로 부터 평균값을 

구해서 잠정적인 한국어 RSRTL로 하였다.  

 

RESULTS 
 

전체 피검자에 대한 평균 PT 레벨은 250 Hz에서는 

25.40 dB SPL(SD 5.60 dB)이었으며, 1,000 Hz 에서는 

7.20 dB SPL(SD 5.30 dB)로 낮아졌고, 8,000 Hz에서는 

다시 12.90 dB SPL(SD 6.70 dB)로 높아졌다(Fig. 1).  

Table 1. Seventy Korean bisyllabic words with both Korean and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s 

Korean bisyllabic words Korean vs. International phonetic 
alphb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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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상자의 어음인지도에 대한 로지스틱회귀곡선에서 50% 

정반응 지점인 SRT 레벨의 범위는 17.85~36.47 dB SPL, 

평균은 26.59 dB SPL(SD 4.25 dB)이었다(Fig. 2). SRT 

레벨의 분포는 정상분포와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평균값 근

처에서 빈도가 가장 높아서,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Fig. 3). 

 

DISCUSSIONS 
 

이 연구의 목적은 정확한 어음청각검사를 할 수 있도록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한국어음의 RSRTL을 확립하기 위

한 기초자료를 구하는 것이다. 즉, 한국어음청각검사에서 

사용하는 0 dB HL에 대한 음압레벨을 표준화하기 위함이

다. 연구 결과는 TDH 49/50 headphone을 사용하는 경

우 예상했던 대로 PT 레벨의 평균은 이번 연구결과와 국

제기준치와의 차이가 3.0 dB 이하로 작았다. 특이한 사항

은 모든 검사 주파수 영역에서 국제기준치보다 낮은 점이

다. 그런데 SRT 레벨은 평균 26.59 dB SPL로 영어음 

RSRTL 보다 6.59 dB 더 높았으며, 피검자의 PT 레벨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    

한국어음의 RSRTL이 영어음보다 더 높은 이유를 추론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력역치 부근에서 한국어음을 이

해하는 것은 영어음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음뿐 만 아니라 영어음 스펙트럼에서 저주

파수 대역의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고주파수 대역의 에너지

보다 더 강하다. 그러나 한국어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주파수 대역의 정보가 영어음에서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8) 따라서 한국어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

로 영어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둘째, 한국어 검사음과 영어 검사음의 음향적, 

지각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즉, SRT 검사에서 

사용된 영어음은 각 음절마다 동일한 강세를 가지고 있는 

강강격 이음절어 이지만, 대부분의 한국어 이음절어는 강

강격 이음절어가 아닌 강약격 또는 약약격 이음절어에 가

깝다. 따라서 영어음으로 이루어진 검사단어들은 자연스럽

게 발음되는 반면 한국어 이음절어는 녹음 과정에서 다소 

인위적으로 발음하여 어음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수

도 있다. 셋째, 영어음의 경우 각 음절마다 유의미한 특성

을 가지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한국어 이음절어는 두 개

의 무의미 음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지가 

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총 70개의 단

어를 자극음으로 사용하였으나, 선행 논문에서는 36개 혹

은 그 이하의 단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고하였다.7)8)  Pun-
ch et al.은 검사자극어음 갯수가 감소함에 따라 강강격 이

음절어에 대한 SRT 레벨도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9) 따라

서 검사어음의 많은 숫자 때문에 피검자가 피곤을 느껴 

SRT가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상기의 결과와 추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

시한다. 먼저 SRT 검사에 적합한 표준 이음절어표와 음원

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한국어음의 RSRTL을 확립하기 위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어음에 대한 RSRTL

Fig. 1. Means of PTs of all subjects at each test frequency.

Fig. 2. Logistic regression curves regarding speech recognition
scores as a function of presentation level for each subject. 

Fig. 3. Frequency histogram for SRTs of each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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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어폰의 유형별로 재보정되어야 할 것이다. 
 

중심 단어：기준음압레벨·기준어음인지역치레벨·어음청

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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