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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diologic Evaluation of Central Auditory Processing Disorders 
 

Hyunsook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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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auditory processing disorder (CAPD) is caused by difficulties in processing auditory information in the central auditory ner-
vous system although the peripheral auditory system is normal. As CAPD can affect listening, understanding, language development 
and learning, it can be a serious problem for school-aged children. Therefore, a comprehensive assessment and diagnostic procedures 
are needed for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presenting difficulties of each individuals suspected of having CAPD. Screening and 
diagnostic assessments for CAPD were reviewed. Screening tests included a questionnaire, checklists and behavioral tests relating to 
auditory dysfunctions. Diagnostic assessments included a case history, peripheral assessments, behavioral and electrophysiologic 
tests. The behavioral CAPD battery could include at least five test areas; temporal processing tests, dichotic tests, monaural low-re-
dundancy tests, binaural interaction tests, and auditory discrimination tests. Although interest in the diagnosis, treatment, and mana-
gement of CAPD has been growing in various fields, CAPD is not properly identified and treated in Korea due to lack of behavioral 
testing tools. In order to develop a comprehensive assessment battery for CAPD patients in korea, parameters and age norms of each 
test should be determined. 
 
KEY WORDS：Binaural interaction tests·Central auditory processing disorder·Dichotic tests·Monaural low-redun-

dancy tests·Temporal processing tests. 

 
 

INTRODUCTION 
  

지난 수십 년간 중추청각신경계(central auditory nerv-
ous system, CANS)의 정보처리특성과 중추청각처리장애

(central auditory processing disorders, CAPD)를 규명

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10) 특히, 뇌

손상 환자들의 청각처리능력에 관한 연구들은 CANS의 특

정 부위와 청각처리행동들의 연계성을 제공하였고, 역으로 

청자의 청각정보에 대한 처리행동특성들을 통하여 CANS

의 역할을 추론하는 과학적인 근거들을 제공하여 왔다.21)-

23)27) 중추청각처리와 관련된 행동특성들은 소리 위치 및 

방향성 파악(sound localization, lateralization), 청각변별

(auditory discrimination), 청각 정보의 시간적 양상 파악

(temporal aspects of audition；temporal resolution, tem-
poral masking, temporal integration, temporal order-
ing), 경쟁적 음향신호내의 청각적 수행력(auditory perfor-
mance with competing acoustic signals) 및 불명료한 

음향신호내의 청각적 수행력(auditory performance with 

degraded acoustic signals)으로 CAPD는 이러한 청각처

리 행동 특성 중 하나 이상의 결함을 보이는 경우로 정의된

다.10) CAPD는 주로 신경생리학적 결함(neurophysiologi-
cal deficits) 또는 신경성숙도 차이(neuromaturation dif-
ferences)에 의해 야기되는데 중추청각처리장애의 특징은 

CANS의 기전과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학

령기 아동의 대략 2~5%와 노인의 약 23~76%가 CAPD

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3) CAPD

는 듣기, 언어이해 및 발달, 학습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

므로 학령기 아동의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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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가능한 조기에 판별하여 적절한 재활을 제공하므

로 장애에 따르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성인과 노인의 경우는 주로 소음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보이고 보청기 및 인공와우 

등의 보장구 착용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

기도 한다. 

CAPD의 선별과 진단을 위해 다양한 행동검사(behavio-
ral tests)와 전기생리학적 검사(electrophysiologic tests)

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임상 현장이나 관

련 장애 영역에서 많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서는 CANS 전반을 측정할 수 있는 중추청각처리 검사도

구의 제한 및 부재로 CAPD의 선별 및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CAPD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

는 환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치 및 재활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관련 장애로 분류되어 적절

한 재활 및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므로 시간적 낭비, 경

제적 손실 및 치료적 손실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CAPD 선별 및 진단을 위한 평가 도

구 및 고려점들을 고찰하므로 국내에서 이를 위한 검사도

구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METHODS AND RESULTS 
 

일반적으로 CAPD 진단과 재활을 위한 평가 절차는 우

선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CAPD가 의심되는 위험군에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고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진단평가는 개인

사, 말초청각검사, CAPD 행동검사, 전기음향학적 또는 전

기생리학적인 검사 순으로 실시한 후 검사결과에 대하여 

상담하며 후속 중재를 계획하고 실행한다. CAPD는 주장

애로 단독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언어장

애, 읽기장애, 학습장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등에 

동반하는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13) 진단과정에

서 이런 연합된 문제의 유무확인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

며, 기능적인 측면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전문가들과의 협

력이 요구된다.10) 

 

CAPD 선별 검사 

현재까지 CAPD 선별검사를 위한 일치된 검사도구나 절

차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동의 질문지나 체크리스트, CAPD 

위험군에 있는 아동을 확인하기 위한 청각적 기능에 대한 

행동검사들이 사용되고 있다. 청각행동 질문지나 체크리스

트는 직접적인 듣기기술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 및 의사소통

과 관련된 청각행동을 측정한다. 다양한 질문지 및 체크리

스트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12)20)-37)38)42) 각각의 특성

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CAPD에서 빈번히 발견되는 행동 특성들은 ① 경쟁적 메

시지, 배경소음이나 반향 환경에서 구어 이해의 어려움 ② 

메시지 이해의 어려움 ③ 구두 자극에 대해 모순되거나 부

적절한 반응 ④ 자주“뭐?”,“응?”을 사용하여 반복 요구 

⑤ 구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더 느린 반응 ⑥ 주의 집중의 어

려움 ⑦ 쉽게 산만해짐 ⑧ 복잡한 청각적 지시나 요구 따르

기의 어려움 ⑨ 음원 찾기의 어려움 ⑩ 노래나 리듬 배우기

의 어려움 ⑪ 음악 및 노래 기술 부족 ⑫ 읽기, 쓰기 및 학

습 문제 등이다.10) 이에 더하여 외국어나 기술적 언어 학습 

Table 1. Checklists or questionaries for auditory behaviors 

질문지 문항수 척도 사용연령 청각행동특성 

Fisher’s Auditory  
Problems Checklist  
(Fisher, 1947) 

25문항  2점 척도 5-12세 

-청각연합, 청각변별, 청각확인, 주의집중, 주의집중기간, 
청각이해, 청시각 통합, 청각종결, 방향성, 장기기억, 
단기기억, 순차적 기억, figure-ground, 동기유발,  
청력, 청각수행력, 인지, 말언어문제  

Children’s Auditory 
Processing Performance 
Scale, CHAPPS (Smoski,  
Brunt, & Tannahill, 1992) 

5조건; 36문항  7점 척도 6-12세 -소음상황, 조용한 상황, 이상적 상황, 다중정보입력조
건, 청각기억 및 순서화, 청각주의집중기간 

Screening Instrument  
for Targeting Education Risk,  
SIFTER (Anderson, 1989) 

3조건; 15문항 5점 척도 7-12세 -학업성취, 주의집중, 의사소통, 학급참여, 학교 내 행
동특성 

Evaluation of Classroom 
Listening Behavior, ECLB  
(VanDyke, 1985) 

10문항 5점 척도 7-12세 -환경(소음, 그룹, 조용한), 시각적 단서 제시,  
복합적 지시, 화자와의 거리에 기초한 반응차이 

Children’s Home Inventory  
for Listening Difficulties,  
CHILD (Anderson &  
Smaldino, n.d.) 

15문항 8점 척도 3-12세 
-가정에서 아동의 듣기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부모 

설문지 
-듣기 어려움, 조용한 상황, 소음 상황에서 이해에 초점 

Scale of Auditory  
Behaviors, SAB (Conlin,  
2003; Schow et al., 2006) 

12문항 5점 척도 8세 이상 -소음상황, 청각수행력, 주의집중, 청각이해, figure- 
ground, 청각변별, 학습, 순차적기억, 청각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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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려움, 빠르게 제시되는 말소리 처리의 어려움, 운율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33) 그러

나 이러한 어려움은 CAPD에게만 국한되는 행동특성이 아니

라 말초청각장애, 학습장애, 주의집중장애, 언어장애, 자폐 스

펙트럼, 다른 인지 및 행동 장애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특징

이므로 진단과정에서 다른 장애와 구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CAPD 선별검사로 SCAN 검사(A Screening Test for 

Auditory Processing Disorders)29)30)는 검사시간과 비용

의 효율성 및 다른 장애와의 관련성에 따른 과다의뢰 방지 

등의 측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행동검사이다. SCAN

은 소음속 어음검사(Auditory-Figure Ground), 주파수

여과어음검사(Filtered Words, FW), 경쟁단어검사(Com-
peting Words) 및 경쟁문장검사(Competing Sentences)

의 4가지 하위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하위검사는 아

동 및 성인 모두 동일한 검사목록을 사용하나 검사조건의 

난이도를 조정하여 아동용29)과 성인용30)으로 구분된다. 그러

나 SCAN 검사가 ASHA10)의 5가지 청각처리장애 행동검

사영역 중 편이저잉여성검사와 양이검사(binaural/dichotic 

test)의 2개 영역만을 검사하며 또한 낮은 민감도를 나타

내므로17) 전 검사영역에 걸친 다양한 행동검사를 포함하는 

선별검사도구 사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제시되어 왔다.13) 

선별검사도구로 제안되어온 대표적인 행동검사들은 선택적 

청각집중검사(Selective Auditory Attention Test, SA-
AT), 이분숫자검사(Dichotic Digits Test, DDT), 주파수패

턴검사(Frequency Pattern Test, FPT) 등13)이다. Schow 

등37)은 ASHA의 5가지 검사영역 중 3가지 영역, 즉 audi-
tory pattern/temporal ordering 검사영역(MAPA Pitch 

Pattern Test, MAPA TAP Test, MAPA Duration Pattern 

Test, MAPA Fusion Test), monaural separation clo-
sure 검사영역(MAPA mSAAT, MAPA SINCA), binau-
ral integration/ binaural separation test (MAPA Dicho-
tic Digits, MAPA Competing Sentences)으로 구성된 다

중청각처리평가도구(Multiple Auditory Processing As-
sessment, MAPA)를 개발하였으며 각 검사영역에서 2개

씩 총 6개의 검사를 선택하여 선별검사로 사용하는 것을 제

안하였다. 또한 질문지인 청각행동특성척도(Scale of Au-
ditory Behavior, SAB)를 개발하여 6가지 행동검사와 더

불어 선별절차에 사용하므로 청각처리결함이 실제생활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개인사 

개인사는 중추청각처리 검사의 계획, 실행 및 해석뿐만 아

니라 중재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장애의 본

질 및 유형뿐만 아니라 장애의 영향과 기능적 지분을 결정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진단검사가 실시되기 전에 

개인사에 대한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개인사

는 가족력, 임신 및 출생 과정, 건강 상태, 의사소통 및 듣

기/청각 행동, 심리 요인, 학업 성취, 사회성 발달, 문화 및 

언어적 배경, 이전 관련 치료 및 현재 받는 치료 등이 포

함되어야 한다.  

  

말초 청각 평가 

중추청각처리검사는 말초청각장애에 의해 영향을 받으

므로 중추청각기능평가에 선행하여 순음청력검사, 어음청

각검사, 이미턴스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통하여 말초청

각의 손실여부가 평가되어야 한다. 말초청각장애를 가진 대

상자의 청각처리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그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검사와 자극 및 검사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해석

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10) 중추청각처리 평가도구 중 

DDT,40) 이분청취문장확인검사(Dichotic Sentence Iden-
tification test),19) 주파수패턴검사36) 및 음길이패턴검사35)

가 경도 및 중도의 말초청각손실로부터 덜 영향을 받는 검

사들이다. 

 

CAPD 진단 평가 도구 

ASHA10)는 CANS 전반에 걸친 진단이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최소한 5가지 영역에서의 행동검사와 전기음향학적

검사 및 전기생리학적인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

였다. 5가지 행동검사 영역은 청각정보의 시간적 처리검사

(temporal processing tests), 이분청취검사(dichotic te-
sts), 편이저잉여성검사(monaural low-redundancy tests), 

양이상호작용검사(binaural interaction tests) 및 청각변

별검사(auditory discrimination)이며 이러한 영역검사들

이 측정하는 특정처리능력과 이에 속하는 CANS의 병변부

위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청각정보의 시간적 처리검사 

청각정보의 시간적 처리능력은 시간적 분석(temporal re-
solution), 시간적 차폐(temporal masking), 시간적 통합

(temporal integration) 및 시간적 순서(temporal order-
ing) 등21)을 의미하며 말과 음악 지각을 포함하는 일상생활 

듣기과제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시간적 처리검사들은 

좌반구와 우반구의 청각영역의 기능과 통합능력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한다.  

시간적 통합이나 시간적 차폐 검사들은 효율성 문제로 임

상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지만 시간적 순서화와 시간적 

분석 검사들은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간적 처리검사

들이다.33) 시간적 순서화 검사인 FPT36)와 DPT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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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Test)35)는 검사가 용이하고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

으며, 와우병변의 직접적인 영향이 적어 미로성 난청을 가

진 피검자에게 사용할 수 있고, 비언어적 자극을 사용하면

서도 언어의 한계와 손상을 평가할 수 있다.32) FPT는 청

각정보의 시간적 처리검사 중 임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

고 있는 검사이며,18) DPT는 미로성 난청을 가진 피검자에

게 사용하기에 비교적 가장 안정적인 검사로 보고되고 있

다.32) 시간적 분석 검사로는 양 측귀에 제시되는 톤이나 클

릭음이 2~40 ms내의 자극간격으로 9번 무작위로 제시되

어질 때 간격 탐지 능력을  측정하는 Random Gap Detec-
tion Test (RGDT)28)와 광대역 잡음에서 간격 탐지 역치를 

측정하는 Gap In Noise (GIN) 검사34)가 있다. RGDT는 

검사가 빠르고 용이하나 신뢰도가 낮으며, GIN 검사는 검

사와 채점이 쉽지 않으나 타당도, 신뢰도, 민감도 및 특이도

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시간적 분석은 연령, 청

력손실정도, 자극 등의 다양한 변인들에 영향을 받는데 간

격 탐지 검사의 경우, 광대역 자극은 다른 자극에 비하여 

연령 및 청력손실의 영향을 덜 받는다.34) 

 

이분청취검사 

이분청취(dichotic listening)는 양측 귀에 동시에 제공

되는 서로 다른 음향학적 자극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능

력을 의미하며 좌반구와 우반구의 기능, 반구간의 정보 교

환, 성숙, CANS 발달과 손상 확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다. 사용되는 자극 유형에 따라 숫자(DDT),41) 자모음(Dich-
otic Consonant Vowels test), 단어(Staggered Spondaic 

Word Test, SSW)27) 및 문장(Dichotic Sentence Iden-
tification Test)19) 등 다양한 검사로 구분된다. 이분청취

검사의 수행력은 CANS 뿐만 아니라 신호의 음향학적 특

징, 신호의 언어적 내용, 청력의 대칭성, 피검자의 연령, 기억

력, 동기유발과 인지능력, 손잡이 등의 다른 요인들에 영향

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에 있어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6)25) 이분청취검사는 아동의 경

우 좌측 귀에서 보다 우측 귀에서 수행력이 더 좋은 우측 

귀 우세(right ear advantage, REA)를 나타낸다. 이분청

취검사와 연령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나이가 어린 

그룹에서 REA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41) 

일반적으로 대뇌피질의 좌우반구를 연결해 주는 뇌량(cor-
pus callosum)의 교련섬유가 완전히 수초화되는 시기인 

12~18세가 될 때까지 REA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 이것은 정상적인 성숙과 더불어 왼쪽 귀의 점진적인 

수행력 향상을 보이게 되고 12세 후로는 성인과 비슷한 수

Table 2. Behavioral tests for central auditory processing disorders 

   Behavioral tests Processes assessed Sensitive to lesions 

Dichotic Digits Binaural integration Brainstem, cortical, corpus callosum 

Dichotic Consonant Vowels  Binaural integration Cortical 

Dichotic Sentence Binaural integration Brainstem, cortical 

Staggered Spondic Word , SSW  Binaural integration Brainstem, cortical 
Synthetic Sentence  
Identification, SSI-CCM  Binaural separation Brainstem, cortical 

Dichotic tests 

Competing Sentences  Binaural separation Neuro-maturation, language 

Random Gap Detection Temporal resolution Brainstem, cortical, corpus callosum 

Gap in Noise Temporal resolution Cortical, left temporal 

Frequency Pattern 
Frequency discrimination,  
temporal ordering,  
linguistic labels 

Cortical  
interhemispheric  
transfer  

Temporal processing 
tests 

Duration Pattern  
Duration discrimination,  
temporal ordering,  
linguistic labels 

Cortical  
interhemispheric  
transfer  

Low Pass Filtered Auditory closure  Brainstem, cortical, primary auditory area 

Time-Compressed Speech  Auditory closure  Brainstem, cortical, primary auditory area 
Synthetic Sentence  
Identification, SSI-ICM 

Auditory closure/  
auditory figure ground Low brainstem 

Monaural low- 
redundancy tests 

Speech in Noise  Auditory closure/  
auditory figure ground Low brainstem 

Binaural Fusion Binaural interaction Questionable low brainstem 
Rapidly Alternating Speech 
Perception (RASP) Binaural interaction Questionable low brainstem 

Masking Level Difference Binaural interaction Brainstem 
Binaural interaction 
tests 

Listening in Spatialized  
Noise-Continuous Discourse Test Binaural interaction Brainstem 

 



 
 
 
 
 
 

 

AUDIOLOGY • 청능재활  2010;6:10-18 14 

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 특히 DDT는 다른 

자극을 사용하는 이분청취검사들에 비하여 어린 아동과 노

인 모두에게서 높은 이해와 신뢰도를 갖으며, 22)41) 미로성 

청력손실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40) 임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자극유형 중 자모음은 강도와 주

파수의 변동에 대한 빠른 확인을 요구하므로 말초청각장애

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편이저잉여성검사  

편이저잉여성검사는 편측 귀에 제공되는 어음을 주파수 

여과, 시간의 압축 및 확장, 소음 및 경쟁자극 제시 등으로 

잉여성을 낮추었을 때 어음인지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로 뇌

간과 대뇌피질의 기능부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검사들은 CANS 병변에 대한 민감도가 보통 정도이나23) 검

사와 채점이 용이하고 기능적인 결함과 중재에 관한 실제적

인 정보를 제공하므로 CAPD의 평가도구들 중 가장 널리 

사용된다.16) 

주파수여과어음검사(filtered speech test)는 주로 저주

파수 여과된(low passed filtered) 어음을 사용하며 이에 

속하는 검사로는 SCAN검사의 하위검사인 FW,29) VA-CD 

LPFT (low pass filtered test),14) Auditec version LP-
FT43)가 있다. SCAN FW는 3~11세 아동의 경우 1,000 

Hz에서, 성인의 경우 500 Hz에서 cutoff시킨 저주파수여

과어음을 사용하며, VA-CD LPFT는 1,500 Hz에서, Au-
ditec version은 1,000 Hz에서 cutoff된 저주파수여과 단음

절어를 사용한다.  

시간압축어음검사(time-compressed speech test)는 

신호의 주파수 특성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신호를 빠르게 

제시하는데 자극유형에 따라 Time-compressed Speech 

Test45)와 Time-compressed Sentence Test (TCST)31)

가 있다. NU-6 (Northwestern university auditory test 

No.6) 단음절목록을 사용한 Time-compressed Speech 

Test에서는 45% 시간압축률을,13) TCST는 40%의 시간

압축율을 기준으로 CAPD 평가 규준이 마련되어 있다.13)31) 

두 검사 모두 60% 이상의 압축률은 정상청력인에게도 어

려운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31)45) 

소음속 어음검사(speech-in-noise test)는 백색잡음, 

다화자잡음, 경쟁문장 및 담화 등 다양한 소음을 사용하는

데 다양한 신호음대잡음비(signal-to-ratio, SNR)에 따

른 단어 및 문장 인지능력을 평가한다. SCAN검사의 하위

검사로 다화자잡음에서 단음절어의 인지능력을 측정하는 Au-
ditory Figure Ground 검사31)는 어음을 50 dB HL로 제

시하고 메시지경쟁비(message competition ratio, MCR)

로 아동용은 +8 dB, 성인용은 +0 dB를 사용한다. 동측에

서 경쟁메시지(유의미 문장)가 제시되는 조건에서 무의미 

문장을 확인하는 Synthetic Sentence Identification with 

Ipsilateral Competing Message (SSI-ICM) 검사22)는 문

장이 30 dB HL에서 제시되고 다양한 MCR (+10, 0, -

10, -15)을 사용한다. 유소아를 대상으로 동측경쟁메시지

가 제시되는 조건에서 단어와 문장명료도를 측정하는 Pe-
diatric Speech Intelligibility with Ipsilateral Competing 

Message (PSI-ICM) 검사24)는 어음을 30 dB HL에서 제

시하는데 문장은 +4 dB, 단어는 +0 dB MCR을 적용한다.   

 

양이상호작용검사  

양이상호작용 검사는 시간, 주파수, 강도 등이 다른 음향

학적인 정보를 양 측 귀에 제공하였을 때 양 측 귀의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로 뇌간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검사들로는 주기적인 간격을 두고 양 측귀 간에 

어음을 빠르게 교대시켜 목표 메시지를 인지하는 Rapidly 

Alternating Speech Perception (RASP), 배경소음에서 

신호를 추출하는 Masking Level Difference (MLD),35)44) 

서로 다른 정보가 양이로 들어와 하나의 정보로 통합되는 

양이통합검사(Binaural Fusion Test, BFT)가 있으며 최

근에 Listening In Spatialized Noise-Continuous Dis-
course test (LISN-CD)15)가 개발되었다. BFT는 두 가지 

패러다임을 이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주기적으로 말소리 신

호를 분절시켜 교대로 양 귀에 제시하는 양이시간적통합(bi-
naural temporal fusion)으로 대표적인 검사는 Segment-
ed-alternated CVC (consonant vowel consonant) Wo-
rds BFT45)이다. 이 검사는 초성-중성-종성의 단어목록을 

carrier phrase와 함께 한 쪽 귀에 모음을, 반대 쪽 귀에는 

자음을 제시하게 되는데 단어의 순차성이 유지되는 양이시

간적통합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하나의 완전한 단어를 이끌

어내는 청각적 통합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어음을 서로 다른 passband 혹은 cutoff frequency로 여과 

처리하여 양 측귀에 동시에 제시하는 양이주파수통합으로 

이음절의 강강격 단어를 사용하는 Ivey BFT와 low-pass 

(1,500 Hz cutoff)와 high-pass (2,100 Hz cutoff)로 여

과된 일음절 단어를 사용하는 NU-6 BFT14) 등이 있다. 

BFT의 결과는 제시강도, 단어의 친숙성 및 말초청각손실 

등에 영향을 받는다.  

  

청각변별검사 

주파수, 강도 및 시간 차, psychophysical tuning curves, 

음소 차이에 대해 유사한 음향 자극을 변별하는 능력을 평

가하는 영역으로 대뇌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CANS

의 처리과정의 행동특성 중 CAPD 아동 및 성인 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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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보이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상적으로 거

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자의 전반적인 영역에

서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영역의 검사도구가 임

상적으로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기생리학적 검사 

다양한 음향학적인 이벤트에 따라 CANS에서 동시에 

발생되는 활동 전위를 기록하는 검사들(auditory brainstem 

response, middle latency response, 40 Hz response, 

steady-state evoked potentials, frequency following re-
sponse, cortical event-related potentials [P1, N1, P2, 

P300], mismatch negativity, topographical mapping)은 

주관적 절차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확실한 신경학적 장

애가 의심되는 경우, 주관적 검사 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

우, 주관적 검사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등에서 도움

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전기생리학적 검사들을 중추청

각처리장애 진단을 위한 필수적인 검사로 포함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논쟁33)이 계속되어 왔지만, 언어, 인지 및 다른 

잠재적 복합체계와의 연계성이 적고 CANS의 다양한 수

준을 검사할 수 있으므로 CAPD 진단에서 차지하는 역할

의 중요성과 범위가 더욱 증가되고 있다. 또한 신경생리학

적인 변화가 행동 반응에 앞서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프로

그램 제공 후에 진보를 측정하는데 행동검사보다 유의한 이

점이 있다. 시간적 단서를 변별하도록 훈련받은 후에 N1-

P1의 진폭의 향상을 관찰한 경우가 그 한 예33)이다. 전기

생리학적 검사의 기본적인 정보들과 더불어 청성지속유발

반응(auditory steady-state response, ASSR)은 주파수 

변별에 대한 행동검사와 비교하므로 CANS의 기능을 살펴

볼 수 있으며,26) ASSR 역치와 행동검사역치를 비교하므로 

말초와 중추의 관련성을 구별할 수 있다.39) MLR과 late 

(N1, P2) AEPs (auditory evoked potentials)는 CAPD 

평가에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톤이나 클릭자극 이외

에 어음자극을 사용하거나 경쟁자극을 사용하는 것 등을 통

하여 CANS 기능을 더 면밀히 검사할 수 있다. Topographi-
c mapping은 CANS의 활동에 관한 정밀한 공간 및 시간

적 정보를 제공해주며 CAPD의 신경생리학적 측면을 검사

하는 도구로 그 유용성이 지속될 것이나 진단검사로서 임상

적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33) P300 

검사의 경우, CANS의 병변에 대한 민감도가 8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CAPD를 가진 아동이나 성

인에서 더 긴 P300 잠복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2) 또

한 이 검사는 청각, 시각, 촉각 자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극에 대한 규준화를 통하여 처리능력의 결함에 

대한 다른 자극과 청각자극에 대한 특이성을 검사할 수 있

을 것이다.  

 

DISCUSSIONS AND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CAPD의 선별 및 진단을 위해 현재 임상

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청각학적인 평가 도구들을 살펴보았

다. 임상에서 CAPD 진단을 위해 다양한 검사도구들이 활

용되고 있으나 환자의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문제들을 이해

하기 위하여서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검사들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언어, 인지 및 주

의집중 등과 덜 연관된 행동검사들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

한 CAPD는 생애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데 현재 개발되어

진 대부분의 행동검사들은 7세 미만의 아동들을 검사하는 

경우 과제의 난이도와 수행력의 다양성으로 중추청각처리기

능의 행동검사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CAPD

에 대한 조기판별이 좀 더 이른 연령에서 이루어지고 가능

한 빨리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기판별을 위한 선별

검사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전기생리학적인 검

사와 뇌영상기법의 적용과 활용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
sonance imaging)과 양전자방사단층촬영(positron emis-
sion tomography)은 대뇌피질의 고유한 기능변화를 영상

으로 알아보는 방법들로 CAPD 진단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정 중추청각처리 행동검사 동

안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은 검사와 환자의 수행과 관련된 

생리학적이고 해부학적인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고, 회복과 

중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청각, 언어, 및 주의력 결핍 등의 관련 장애와의 구별에 대

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CAPD의 진단을 위한 검사도구들의 임상적인 검사들이 

환자 개개인의 중추청각처리능력의 전반적인 특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청능사는 어떤 검사 도구를 구성하고 적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ASHA11)는 검사도구 구성 및 

적용에 대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원칙들을 살

펴보면, 첫째, 청능사는 검사 구성에 있어서 환자의 주요 불

편사항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중추처리과정을 검사하는 도

구로 구성하되 민감도, 특이도 및 효율성이 높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이는 검사들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서로 다

른 양상의 청각처리 과정이나 서로 다른 수준의 청각신경

계를 검사하기 위하여 비구어자극과 구어자극 모두를 포함

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청능사는 검사가 해당 피검

자를 평가하기에 적절한지 검사규준에 대한 정보와 배경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검사조건, 방향, 점수계산, 분

석 및 강화 적용 등의 검사방법은 검사의 원 연구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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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절차와 일치되도록 한다. 셋째, 청능사는 피검자의 언

어발달, 동기유발수준, 피로도, 주의집중, 인지적 요인, 정

신연령의 영향, 문화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포함한 피검

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검사 시간은 피검자

의 주의집중, 동기 및 에너지 수준에 적절하도록 하여 다

양한 핵심 청각처리과정이 측정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청능사는 피검자가 검사에 집중하는지 또는 높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청능사는 피검자의 불평과 증상에 대한 다각적인 평

가의 한 부분으로 검사 결과들을 간주하여야 한다. 즉, 피

검자의 일상 활동에서의 체계적 관찰, 자가 측정, 다른 전

문가들에 의한 형식적 또는 비형식적 평가와 더불어 환자

의 주 증후와 불평과 관련하여 검사 결과를 다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능사는 중추청각처리 검사 도구를 적절히 사

용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지식, 훈련 및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중추청각처리장애 진단 및 재활의 중요

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추청각처리장애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몇몇 검사도구들에 대한 개발이 시

도되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1)9) 한국어 및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도구개발의 부재 및 연령별 규준이 없

어 임상현장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연

구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각정보의 시간적 처리검사 영역에서의 국내연구들은 

선행연구의 패러다임을 기준으로 주파수 패턴검사와 음길

이 패턴검사를 적용하여 아동, 성인 및 노인의 시간적 처

리능력을 살펴보았다.4) 이 검사들은 자극으로 언어가 아닌 

순음의 조합을 제시하여 언어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다문화적으로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구

어(labeling) 반응 조건에서 구어 반응 요구(‘고저고’ 또는 ‘높

고-낮고-높고’)에 따라 수행력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므

로4) 국내에서 적용하려면 검사방법의 통일이 필요하며 연

령별 규준마련이 요구된다. 시간적 분석에 관한 연구1)가 성

인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청각적 처리능력에 평가

하는데 유용한 parameter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분청취검사 영역에서는 이분숫자청취검사2)6)와 이분

자모음청취검사,6) 이음어음검사9)들이 사용되었다. 김유경 

등2)은 이분숫자청취검사의 개발에 앞서 한국어 숫자 쌍의 

음소적 유사성, 음절 구조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을 강

조하였으며, 전아름 등6)의 연구에서는 남성화자의 음원을 

이용해 한국어 숫자 쌍 조합을 조사하여 오류가 가장 많았

던 숫자‘2’를 제외하고 검사문항을 만들어 아동과 성인

의 연령별 점수를 구하였다. 두 연구를 조합하여 볼 때 한

국어 숫자에 나타나는 음소적 유사성과 음절 구조의 보편

적 특징 외에도 화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음원에 대한 오류특징을 검사한 후 검사문항을 

작성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자모음을 사용하는 

검사가 시도되었지만 적정한 parameter가 제시되지 못하

였고,6) 이음어음검사9)는 여성화자의 음원을 이용하여 이

음절어의 검사 도구를 제작하여 아동과 성인의 점수를 산

정하였으나 임상적 적용을 위하여서는 연령별로 더 세분화

된 규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검사도구에 대한 타당성 

검사도 요구된다.  

편이저잉여성검사 영역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다.3)7)8) 한국

어 CVC 단음절어, 한국어 어음인지도 검사의 단음절어 및 

문장을 저주파수 또는 고주파수로 여과시켜 한국 성인의 

인지능력을 조사한 연구들3)은 다양한 한국어 어음자극에 

대한 주파수여과어음검사의 cutoff 기준을 제시하였다. 정

은조7)는 시간 압축 또는 확장시킨 한국어 단어인지도 검사

의 목록을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시간압축 또

는 확장 어음검사의 압축율과 확장율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소음유형과 SNR에 따른 어음검사를 실시한 연

구들은8) 소음속어음검사의 소음유형과 SNR의 기준을 제

안하였다.  

양이상호작용 검사영역에서 검사어음 목록의 개발과 제

시강도에 따른 주파수 패러다임의 양이통합효과를 측정하

므로 한국어 양이통합검사의 임상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

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유수연3)은 양이통합검사를 위한 

한국어 CVC 단음절어 검사문항을 여성화자 음원으로 개

발하여 양이통합효과를 증명하였으나 음원사용의 제한으로 

임상에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장현숙 등5)은 남성화자 음

원으로 목록을 개발하여 양이통합효과를 증명하였고 현재 규

준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에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여 볼 때,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구와 개발이 시도되고 있지만, 임상현장에 적용

하기 위해서 검사어음에 대한 한국어 특성과 연령별 특성

을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검사가 개

발되어져야 하고 또한 연령별 규준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중추청각처리능력은 CANS의 성숙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CANS의 완전한 성숙시기까지 연령별 비교를 통한 검사

의 해석과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연령별 규준마련이 

검사도구개발과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임상

현장에서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음원

이 CD로 제작되어 보급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5 가지 검사

영역10)에 해당하는 검사도구들에 대한 접근 용이성이 있

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청능사는 CAPD 진단 및 중재에 있어 중심 역할을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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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문가이다.10) 중추청각처리 검사도구를 사용하고 해석하

는 청능사는 그에 필요한 지식, 훈련 및 기술을 겸비하여야 

한다. CAPD 진단도구의 개발과 더불어 청능사가 CAPD 진

단 및 중재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좀 

더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 단어：시간적처리검사·양이통합검사·이분청취검

사·중추청각처리장애·편이저잉여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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