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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Talker Variability on Speech Recognition of Normal-Hearing  
Listeners for Korean Speech Audiometry  

 

In-Ki Jin1 and Jae-Hee Lee2 
1Department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Sciences,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Colorado, USA 

2Department of Audiology, Hallym Institute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eoul,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ffects of talker variability manipulated by the number of target talkers (two- versus multi-
talker) on the speech recognition results of Korean Speech Audiometry. Korean Speech Audiometry (KSA, www.kops.co.kr) in-
cluded three types of the speech test materials (one-, two-syllable words, and sentences), and was recorded digitally in CDs by either 
a male or female talker. Given that some researchers have reported a significant effect of talker variability on speech recognition 
accuracy, we recorded all the speech materials in CDs by 20 talkers (10 male and 10 female). The effect of talker variability was 
then determined by comparing speech recognition performances of 5 young normal-hearing listeners by two-talker (in KSA CD) 
versus 20-talker conditions from -5 to 40 dB HL in 5 dB steps. The results showed that speech recognition accuracy of young 
normal-hearing listeners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in conditions for each of the three speech materials at each presentation level. 
This indicated important clinical implications of CD materials in KSA for the speech audiometric tests. 
 
KEY WORDS：Korean speech audiometry·Speech recognition·Talker variability. 

 
 

INTRODUCTION 
  

최근 개발된 어음청각검사(Korean Speech Audiometry, 

KSA)는 학령전기, 학령기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검사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이음절,3) 일음절,1) 문장2)어표를 

사용하여 어음인지역치, 단어 혹은 문장인지도 측정이 가

능하다. 어음청각검사 도구에는 남자 1명 혹은 여자 1명의 

화자가 목표가 되는 어표를 읽고 녹음한 CD가 포함되어 있

다. 외국에서 개발된 어음청각검사 도구인 Northwestern 

University Auditory Test 6 (NU-6), Central Institute 

for the Deaf (CID) Everyday Sentences, Speech Per-
ception in Noise (SPIN) 역시 1명의 남자 화자가 녹음한 

어표를 포함하고 있어, 육성(live voice)을 사용하는 어음청

각검사보다 신뢰도가 더 좋다는 장점아래 임상에서 유용하

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단화자(1-talker) 어표 CD로 어

음청각검사를 할 경우 다양한 화자 고유의 특성이 배제되

므로 일상생활 속 화자변수가 청자의 언어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화자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 같은 어음일지라도 다

른 음향학적 정보를 가질 수 있으므로,7)11) 화자변수에 따른 

음향학적 분석과 더불어 청자의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Verbrugge 등은 건청성인

이 성인 남·녀, 아동 등에 의해 생성된 다화자(multitalker) 

모음보다 단화자 모음 인지시 더 수행도가 좋았음을 보고

하였고,18) Fourcin은 모음 뿐 아니라 화자변수가 자음인지

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6) 화자 수를 다양하

게 조절하여(1-, 2-, 4-, 8-, 16-talker) 건청성인의 단

어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결과, 단화자의 단

어인지도가 가장 우수하였다.5) Mullenix 등 역시 단화자와 

15 화자의 어표를 이용하여 단어인지도를 비교한 결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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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단어인지도가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12) Sommers 

등은 화자 수 뿐 아니라 말 속도를 조절하여 화자변수의 영

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다화자이고 말 속도에 변화가 

있을 때 단화자이고 말 속도가 일정할 때 보다 단어인지력

이 유의하게 낮았다.16) 즉, 화자변수가 다양할수록 청자가 

목표어음을 인지할 때 더 저하된 수행도를 보였고, 반대로 

단화자 조건에서처럼 화자변수가 제한적일수록 청자의 언

어인지력이 더 좋았다. 

위에서 보고된 화자변수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언어인지 정

규화(normalization in speech perception) 개념아래 설명

되어 왔다.12)13)16) 건청성인의 경우 화자 고유의 특성, 말 속

도, 강도변화 등의 화자변수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인코딩하

여 인지 정규화(perceptual normalization) 과정 속에서 변

수를 통제하고 어음인지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

자변수가 다양하고 심할 경우, 혹은 청자에게 청력손실이 

있거나 듣기 환경에 방해요소가 있을 경우, 화자변수의 영

향력은 더욱 심화된다.  

KSA의 어음 CD는 남자 1명 혹은 여자 1명의 목소리로 

녹음되어 있어 화자변수의 정도가 다소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KSA의 어음 CD가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려면 먼저 KSA 녹음에 참여한 남, 녀 화자의 어음 

CD를 사용하였을 때나 다화자의 목소리로 녹음된 어음 CD

를 사용하였을 때 어음인지도 결과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

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KSA 

이음절, 일음절, 문장 어표 녹음에 참여한 남, 녀 화자가 목

표어음을 번갈아 가며 제시하는 두화자 어음 CD를 제작하였

다. 둘째, 20명의 화자가 무작위로 번갈아가며 목표어음을 

제시하는 다화자 어음 CD를 제작하였다. 셋째, 위 두화자 어

음 CD와 다화자 어음 CD를 이용하여 건청성인의 이음절, 

단음절, 문장 인지도를 측정하였고, 두 결과 간 차이를 분

석하여 화자변수가 어음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대상 

다화자 어음 CD의 음원녹음을 위해 20명(남 10명, 여 

10명)의 20대 건청성인(연령범위 21~28세; 평균연령 24.5

세)이 화자로 참여하였다. 화자 모두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

였고 표준어를 사용하였으며 언어 및 조음장애를 가지고 있

지 않았다. 

5명(남 3명, 여 2명)의 20대 건청성인(연령범위 24~28

세; 평균연령 26.6세)이 본 연구의 청자로 참가하였고, 5

명의 참가자 모두 다화자 CD 녹음작업의 화자로 참여하지 

않은 인원이었다.  

연구 참가자들의 청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막운동성검사, 

순음청력검사, 단어인지검사를 실시하였다. Middle Ear An-
alyzer (Zodiac 901, Version 4.08)를 통하여 Type-A 고

막운동성 결과를 확인하였다. 방음실(Starkey Equipment 

Division, CL-14)에서 GSI-61 (Grason-Standler) 청력

검사기계와 TDH-50 (Telephonics, model 296 D260-

2) 헤드폰을 이용하여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참가자의 순음청력역치가 250 Hz부터 8,000 Hz까지 옥

타브 단위의 주파수에서 15 dB HL 이하이었다. 같은 듣기 

환경에서 실시한 단어인지검사 결과 모든 참가자의 단어인

지도는 90% 이상이었다. 

 

연구도구 

두화자 어음 CD는 KSA 이음절, 일음절, 문장 어표 녹음

에 참여한 남, 녀 화자가 번갈아가며 목표어음을 제시하도

록 구성하였다. 이 때 사용된 두화자의 어음은 KSA 어표 

개발을 위해 조수진 등,3) 김진숙 등,1) 장현숙 등2)에 의해 

녹음된 이음절어, 일음절어, 문장표의 음원이었다.  

다화자 CD의 음원녹음을 위해 20명(남 10명, 여 10명)

의 화자는 방음실(Industrial Acoustics Company, IAC, 

The Standard of Silence Controlled Acoustical Envir-
onments)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KSA의 이음절, 일

음절, 문장 어표 각각을 모두 읽고 녹음하였다. 음원 녹음 

시 Computerized Speech Lab (CSL, KAYPentax, Model 

4150)과 마이크(SHURE, Model SM48)를 이용하였다. 

마이크와 화자의 입의 거리는 약 25 cm를 유지하도록 하

였고, 참여자의 피로상태를 고려하여 녹음 간에 충분한 휴

식을 취하면서 녹음을 진행하였다. 이음절과 단음절을 발

화할 경우 강조된 조음현상(over-articulation)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나는 ○○라 합니다.”라는 유도구(car-
rier phrase) 문장 속에서 각 단어를 말하게 하였다. 각각

의 어음 저장 시 22,050 Hz의 sample rate, 16 bit, mono 

type을 통해 유도구 속 목표단어“○○” 만을 저장하였다.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한 화자가 이음절, 일음절, 문장 어표

(3개의 이음절어표, 어표 당 총 12개；4개의 일음절어표, 

어표 당 총 50개；8개의 문장표, 문장표 당 총 10개) 각각

을 읽고 녹음하는데 약 5시간이 소요되었다. 다화자 어음 

CD 제작의 목적은 화자변수의 증가에 있으므로 20명이 녹

음한 어음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되 연속적으로 한 화

자의 음성이 제시되지 않도록 음원을 배열하여 다화자 어음 

CD를 제작하였다. 즉, 20명의 화자가 최대한 겹치지 않고 

번갈아가며 목표어음을 제시하도록 CD를 구성하였다.  

두화자 CD와 다화자 CD를 제시할 때 어음제시강도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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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두화자 CD와 다화자 

CD 속 목표어음의 평균 강도가 동일하도록 Adobe Audition 

(Version 3.0)을 통해 조절하였다. 

 

연구절차  

5명의 건청성인 대상자에게 -5 dB HL부터 40 dB HL

까지 5 dB 간격으로 강도를 상승시키면서 두화자 CD와 

다화자 CD의 목표어음(이음절, 일음절, 문장)을 제시하고 

인지도를 측정하였다. 청자는 각 목표어음을 듣고 따라 말

하였으며 검사자는 목표 단어(이음절어, 일음절어)나 문장 

속 목표단어를 옳게 따라 말한 경우 정반응으로 점수화하

였다. 40 dB HL의 강도에 이르기 전에 어음인지 정반응율

이 100%에 도달할 경우 검사결과 상 천장효과(ceiling ef-
fect)가 발생하게 되므로 검사를 중단하였다. 모든 인지도 

검사는 IAC 방음실에서 시행하였고 목표어음제시 및 인지

도 측정용 검사장비로는 GSI-61 청력검사기기, TDH-50 

헤드폰, Compact Disc Player (Sony, Model DC-DA3200)

를 사용하였다. 

검사도중 발생할 수 있는 청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어

표 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였으며, 검사 중 학습효과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두화자 CD와 다화자 CD의 제시순

서, 어표(이음절, 일음절, 문장) 순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 

통계처리는 SPSS (Version 15.0)를 통해 분석하였다. 

각 검사강도에서 두화자 CD와 다화자 CD간의 어음인지도 

결과의 비교를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통해 분석하였고, 분석 시 .001의 유의도 수준에

서 검증하였다. 

 

RESULTS 
 

본 연구에서는 건청성인 5명에게 2명(남 1, 여 1) 혹은 

20명(남 10, 여 10)의 화자 음원으로 구성된 어음청각검사 

CD를 제시하고 어음인지도를 비교하여 화자변수가 건청성인

의 어음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

과는 이음절어, 일음절어, 문장 인지도의 순서로 서술하였다.  

 

이음절어 인지도 결과 

두화자와 다화자 CD간의 평균 이음절어 인지도 결과는 

<Fig. 1>에 제시하였다.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두

화자 CD를 제시한 경우 평균인지도는 -5 dB HL에서 

3.2%, 0 dB HL에서 32.8%, 5 dB HL에서 69.6%, 10 dB 

HL에서 76.4%, 15 dB HL에서 93.2%이었다. 다화자 CD

의 경우, 건청성인의 평균인지도는 -5 dB HL에서 6.6%, 

0 dB HL에서 29.6%, 5 dB HL에서 56.4%, 10 dB HL에

서 69.6%, 15 dB HL에서 86.4%이었다. 20 dB HL이상

의 강도수준에서 이음절어가 제시된 경우 다화자 CD, 두화

자 CD 모두 100%의 정답률을 보여 그 이상의 고강도에서

는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두화자 CD를 제시한 경우 다화자 CD 보다 0 dB HL에

서 약 3%, 5 dB HL에서 약 13%, 10 dB HL에서 약 6%, 

15 dB HL에서 약 7% 인지도가 더 좋았으므로<Fig. 1>, 

각 검사강도에서 두화자 CD와 다화자 CD간 이음절어 인지

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분석결과 -5, 0, 5, 10, 15 dB HL, 

각각의 강도에서 두화자, 다화자 CD를 제시하였을 때 이음

절어 인지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음절어 인지도 결과 

<Fig. 2>는 두화자와 다화자 CD간 평균 일음절어 인지

도 결과를 나타낸다. <Fig. 2>가 보여주듯이, 두화자 CD를 

-5, 0, 5, 10, 15, 20, 25, 30, 35 dB HL의 강도에서 제시

한 경우 1.6%, 7.2%, 31.2%, 47.2%, 69.6%, 80%, 87.2%, 

92.8%, 99.2%의 평균인지도를 보였다. 다화자 CD를 제

시한 경우 평균 일음절어 인지도는 -5 dB HL에서 1.6%, 

0 dB HL에서 12%, 5 dB HL에서 27.2%, 10 dB HL에서 

39.2%, 15 dB HL에서 68%, 20 dB HL에서 72%, 25 dB 

Table 1. –5~15 dB HL에서의 두화자와 다화자CD의 이음절어 인지도
독립표본 t검정 결과  

Variable  t df p 

-5 dB HL 0.46 8 0.655 
0 dB HL 0.21 8 0.839 
5 dB HL 1.12 8 0.295 

10 dB HL 0.56 8 0.581 
15 dB HL 0.73 8 0.486 

  

Fig. 1. 두화자, 다화자간 이음절어 인지도 비교(오차막대：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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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에서 80%, 30 dB HL에서 93.6%, 35 dB HL에서 

98.4%이었다. 40 dB HL 이상의 강도에서 일음절어가 제

시된 경우 다화자 CD, 두화자 CD 경우 모두 100%의 인지

도를 보여 천장효과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두화자 CD 제시 경우 다화자 CD에 비해 5 dB HL에서 

약 4%, 10 dB HL에서 약 8%, 15 dB HL에서 약 2%, 20 

dB HL에서 약 8%, 25 dB HL에서 약 7% 인지도가 더 

좋았기에<Fig. 2>,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5 dB HL

부터 35 dB HL까지 5 dB 간격의 각 검사강도에서 두화자

와 다화자 CD간 이음절어 인지도를 비교하였다. <Table 2>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독립표본 t검정 분석결과 -5 dB HL

에서 35 dB HL까지 강도를 증가시키며 목표어음을 제시

한 경우 각 강도수준에서 다화자와 두화자 CD간 어음인지

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장 인지도 결과 

<Fig. 3>은 두화자 CD와 다화자 CD 제시시 측정된 평

균 문장인지도를 보여준다. <Fig.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두화자 CD를 제시한 경우 -5 dB HL에서 0.8%, 0 dB 

HL에서 6%, 5 dB HL에서 38%, 10 dB HL에서 56%, 

15 dB HL에서 84%, 20 dB HL에서 94%의 평균 문장인

지도가 관찰되었다. 다화자 CD의 경우 평균 문장인지도는 

-5 dB HL에서 0.8%, 0 dB HL에서 6%, 5 dB HL에서 

24%, 10 dB HL에서 48%, 15 dB HL에서 78%, 20 dB 

HL에서 94%이었다. 25 dB HL 이상의 강도수준에서 다

화자 CD와 두화자 CD의 문장을 제시한 경우 모두 100%

의 인지도를 보였다. 

<Fig. 3>을 통해 보여지듯이 두화자 CD를 제시한 경우 

다화자 CD 제시 경우 보다 5 dB HL에서 약 14%, 10 dB 

HL에서 약 8%, 15 dB HL에서 약 6% 인지도가 더 좋았

으므로,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5 dB HL에서 20 dB HL

까지의 강도수준에서 두 CD간 문장인지도에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5, 0, 5, 10, 15, 

20 dB HL의 강도에서 제시된 두화자와 다화자 CD간 문

장인지도는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Table 3). 

 

DISCUSSIONS AND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화자변수가 증가된 경우 건청성인의 어음

인지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첫째, 어

음청각검사(KSA)에서 목표화자로 참여한 두명(남 1, 여 

1)의 이음절어, 일음절어, 문장 음원을 사용하여 두화자 어

음 CD를 제작하였고, 둘째, 20명(남 10, 여 10)의 화자가 

같은 어표를 읽고 녹음한 음원을 이용하여 다화자 어음 CD

를 제작하였다. -5 dB HL부터 40 dB HL까지 5 dB 간격

Table 2. –5~35 dB HL에서의 두화자와 다화자CD의 일음절어 인지도
독립표본 t검정 결과 

Variable t df p 

-5 dB HL 0.00 8 1.000 
0 dB HL 1.18 8 0.273 
5 dB HL 0.40 8 0.700 

10 dB HL 0.74 8 0.483 
15 dB HL 0.19 8 0.856 
20 dB HL 1.07 8 0.316 
25 dB HL 0.97 8 0.360 
30 dB HL 0.22 8 0.829 
35 dB HL 0.63 8 0.545 

Table 3. –5~20 dB HL에서의 두화자와 다화자CD의 문장인지도 독립
표본 t검정 결과 

Variable  t df p 

-5 dB HL 0.00 8 1.000 
0 dB HL 0.00 8 1.000 
5 dB HL 2.21 8 0.058 
10 dB HL 0.89 8 0.397 
15 dB HL 0.67 8 0.521 
20 dB HL 0.90 8 0.397 

Fig. 2. 두화자, 다화자간 일음절어 인지도 비교(오차막대：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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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도수준에서 위 두화자, 다화자 어음 CD를 제시하고 이

음절어, 일음절어, 문장인지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모든 어표에서 두화자 어음과 다화자 어음 CD를 이용하여 

측정된 인지도 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

서 이는 KSA 이음절어, 일음절어, 문장 CD가 어음청각검

사용 임상적 도구로서 널리 적용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

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어표만을 사

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및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고안된 어표를 사용하여 화자

변수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표어음 인지시 화자

변수가 심화된 경우 성인보다 아동이 언어인지 정규화 과

정에서 변수를 인식, 통제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연령의 아동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강도 수준에서 세 종류의 어

표(이음절, 일음절, 문장) 모두를 제시하였으나, 5명의 제

한된 수의 건청성인이 청자로 참여하였고 소음이 없는 상

황에서 목표어음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선행연구결과에 의

하면 건청성인,12) 건청노인,15) 건청아동14) 뿐 아니라 청력

손실자10)를 대상으로 한 경우 화자변수가 어음인지에 미치

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Kirk & Pisoni의 연구에서는 17

명의 중고도의 청력손실을 가진 성인의 경우 단화자보다 다

화자(20-talker) 조건에서 일음절어 인지력이 약 15~16% 

떨어졌다.10) 또한 Chang & Fu의 연구에서는 6명의 성인 

인공와우 착용자를 대상으로 단화자보다 다화자(4-talker) 

조건에서 평균 모음인지도가 약 7% 저하되었다.4) 그러나 

Kirk 등9)의 실험 결과 예전 선행연구결과와는 반대로 인공

와우를 착용한 아동군이 단화자보다 다화자 조건에서 더 

좋은 단어인지도를 보여, 한명의 화자가 목표어음을 제시한 

경우 그 화자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음청각

검사 결과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고하였

다. 난청인이 보청기 및 인공와우 등의 청각보조기기를 착용

하여도 건청인에 비해 일부 제한된 음향학적 어음정보를 가

지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화자변수가 그

들의 일상생활 속 어음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화자 수만을 조절하여 화자변수의 영

향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화자 수를 증가하는 것 

이외에도 화자의 기본주파수, 속도, 목표어음의 강도 및 어

휘적 영향(lexical effect)을 화자변수로 같이 조절하여 어

음인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지 관찰하였다.9)10)16)17) Kirk 

등은 화자 수(1~20명)와 목표어음의 어휘적 난이도(lexical 

difficulty)의 조절이 중고도 난청성인의 단어인지능력에 유

의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10) 연구 결과, 어휘적으로 

쉬운 단어 제시 시 중고도 난청성인은 단화자보다 다화자 

조건에서 12% 더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어휘

적으로 어려운 어음 제시 시 다화자 조건에서 19% 더 저하

된 수행도를 보였다. 이는 목표어음의 어휘적 난이도가 더 

어렵고 화자변수가 많은 다화자 조건일수록 중고도 난청인

의 단어인지도가 더욱 저하되었음을 보여준다. 인공와우 착

용 성인군을 대상으로 한 Kaiser 등의 연구 결과, 청각 혹

은 시각정보만으로 어음이 제시된 상황(auditory-only or 

visual-only condition)보다 시청각으로 목표어음이 제시

된 상황(auditory-visual)에서 다화자 조건보다 단화자 조

건에서 더 우수한 단어인지도를 보였다.8) 이 결과는 인공와

우 착용 성인군이 한명의 화자가 말을 할 때 시각 혹은 청

각 정보가 제시된 경우보다 시청각적 정보가 통합되어 정

보가 제시된 경우 화자 고유의 특성을 더욱 수월하게 받아들

여 결과적으로 더 좋은 수행능력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건청 혹은 난청성인을 대상으로 한 Takayanagi 등 역시 단

화자보다 다화자(10-talker) 조건에서 50%의 정반응 인

지도를 보이기 위해 더 높은 소리제시강도가 필요함을 확

인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난청이 있거나 목표어음의 어휘적 

난이도가 더 어려울수록 더욱 분명하였다고 보고하였다.17) 

따라서 앞으로 화자변수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에서는 화자 수를 조절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 가지 화자특

성과 듣기환경을 다양하게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건

청 뿐 아니라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하는 난청 성인 혹

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러한 연구 

자료는 현재 개발된 어음청각검사가 다양한 청자군을 대상

으로 임상적 검사도구로 활용되는데 그 유용성을 더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 다양하게 존재하는 화자변수가 인지

적 정보처리 과정 중 어떻게 인식, 통제, 조절되는지 모델

링(modeling) 하는데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구적 

의의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중심 단어：어음인지·어음청각검사·화자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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