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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linear amplification may increase intensity of consonants through improvement of consonants-to-vowel ratio (CVR).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effects of word recognition scores for nonsense consonant-vowel (CV) syllables as a function of CVR. Twenty adults 
(32 ears) with sensorineural hearing loss participated and five consonants (/s/, /tɕh/, /kh/, /th/, /ph/) and three vowels (/u/, /a/, /i/) were 
used in this study. CV syllables were recorded by male and female talkers and combined with speech noise at 5 different CVR (0, 3, 
6, 9, 12 dB). Randomized list of 150 nonsense CV syllables was presented to the participants at the most comfortable level. As a re-
sult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the male and the female talkers in nonsense syllables recognition at all CVR. 
However, results indicated that audibility of consonants improved when CVR increased up to 6 dB or more. Error analysis demon-
strated that substitution errors were the most frequently made in word-initial position and vowels. These findings provide meaningful 
information about auditory rehabilitation for the Korean hearing impaired and also help audiologists to make an effective decision on 
the compression threshold, compression ratio, and attack and release time of non-linear hearing aids. 
 
KEY WORDS：Consonant·Consonant-to-vowel ratio (CVR)·Non-sense syllable·Vowel. 

 
 

INTRODUCTION 
  

감각신경성난청(sensorineural hearing loss, SNHL)이 

발생하면 역동범위(dynamic range), 주파수(spectral) 및 

시간(temporal)적인 분석능력의 감소로 인해 단어인지도

(word recognition score, WRS)의 저하를 초래한다.8)9)-

11)13)14)16) 유모세포의 손상으로 인한 역동범위의 감소는 청

력역치(hearing threshold level)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

며 이로 인해 어음(speech sound)의 일부를 들을 수 없거

나 약하게 듣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모음보다는 에너지가 

약한 자음의 청취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7) 또한 어음

은 주파수(frequency)와 강도(intensity)가 빠르게 변화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파수 및 시간에 대한 분석능

력의 감소 또한 WRS가 저하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청력역

치의 상승으로 인해 어음의 청취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는 보청기 등 증폭기의 착용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어음 중

에서 자음의 청취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광역동범위압축

(wide dynamic range compression) 방식의 비선형(non-

linear type) 증폭기가 효과적인데, 작은 음압이 보청기로 

유입될 때 이득이 최대가 되어 에너지가 약한 자음의 증폭

에 유리하다. 또한 압축시간(attack time) 및 해제시간(re-
lease time)을 수 msec 이내로 빠르게 조절하면 에너지가 

약한 자음의 에너지만 증폭할 수 있어서 자모음비(conso-
nant-to-vowel ratio, CVR)의 조절이 가능하다. CVR은 

모음에 대한 자음의 에너지 비를 의미하며, CVR이 증가할

수록 어음청취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10)12) 그러나 이

경원 등(2008)4)의 연구에서 한국어의 스펙트럼이 영어와 

서로 다른 형태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듯이 한국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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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CVR의 변화에 따른 인지능력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CVR에 따른 인지도의 변화 연구는 보청기의 압축역치

(compression threshold), 압축비율(compression ratio), 

압축시간 및 해제시간 등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각신경성 난청인에게 CVR의 변화에 따

라 자모음(consonant-vowel, CV) 음절의 인지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 난청인이 

착용하는 비선형 증폭기의 압축역치 및 압축비율 그리고 압

축시간 및 해제시간의 효과적인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대상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육안 관찰 시 외이 및 중

이에 병변이 없는 SNHL로 청력손실 시기는 언어습득 이

후였다. 대상자 수는 20명(32귀)이었으며, 남자 14명(22

귀), 여자 6명(10귀)이었다. 대상자 연령의 평균은 남자 

60.4세(range; 28~88세, SD; 23.0세), 여자 67.7세(ran-
ge; 39~82세, SD; 11.1세)였고, 평균 순음역치(pure tone 

average)는 3분법으로 59.5 dB HL (range; 33.3~83.3 

dB HL, SD; 13.4 dB HL)이었다. 대상자 분류 시 청력손

실의 기간, 보장구의 착용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SNHL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경(otoscopy)을 통한 고막의 

관찰 그리고 순음 기도 및 골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50~ 

4,000 Hz 기·골도 차(air-bone gap)가 10 dB 이하를 

기준으로 중이질병의 유무를 평가하였다. 또한 언어습득의 

여부와 사전병력은 검사 전 배경정보를 통해 확인하였다.  

 

검사장비 

순음 기도 및 골도 청력의 평가는 Interacoustic 사의 

AA1200, 수화기는 TDH-39, 골진동기는 B71을 사용하

였다. 어음인지역치(speech recognition threshold)검사

는 조수진 등(2008),6) WRS 검사는 김진숙 등(2008)1)

의 리스트를 사용하였다. 검사어음은 /ᄉ/, /ᄎ/, /ᄏ/, /ᄐ/, /

ᄑ/ 등 5개의 무성자음에 /ᅮ/, /ᅡ/, /ᅵ/ 등 3개의 모음을 

조합한 한국어 CV음절을 사용하였으며, CVR은 KAY PEN-
TAX 사의 CSL (computerized speech lab)과 Adobe 

Audition 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절하였다. 신호음은 CD 

(Panasonic SL S130) 또는 mp3 (iPod A1137)에 저장

한 후 청력검사기에 연결하여 제시하였다.  

 

검사어음의 제작 

검사어음은 표준어를 사용하는 남녀 각각 1인의 화자가 

선택한 15개의 CV음절을 순서대로 발성하여 녹음하였다. 

AKG C3000B 송화기를 사용하였으며, 표본화주파수(sam-
pling frequency)는 44.1 kHz, 표본화비트(sampling bit)

는 16 비트였다. 재생 시 각 어음의 강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Adobe Audition 3.0 프로그램을 통해 실효치(root 

mean square)를 조정하였다. 남녀 화자로 녹음한 각 검사어

음은 실험 전 정상청력을 가진 2명이 미리 들어보아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과조음된 CV음절은 같은 화자를 통하여 재

녹음하였다.2) 

녹음한 CV음절은 언어학적인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고, 

CSL을 이용해 파형(wave form)과 스펙트로그램(spec-
trogram)으로 분석하고, 자음과 모음 부분을 육안으로 관

찰하여 안정된 모음 구간, 즉 규칙적인 모음의 파형이 시작

되는 지점을 확대하여 모음의 시작점을 찾아 분리위치를 선

택하였다.3) 분리위치를 정한 후 Adobe Audition 3.0 프로

그램에서 자음 부분만 선택해 0, 3, 6, 9, 12 dB의 5단계로 

각각 증폭하였다. 제작한 검사어음을 여러 번 들어 보고, 

CV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거나 왜곡이 심하게 나

타난 경우에는 자음구간의 선택을 달리 해보는 등 CV음절이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CVR을 조절하였다(Fig. 1). 

실효치가 조절된 검사어음은 남녀 화자를 합하여 총 150

개이며, 순서는 CVR을 조절한 남녀 화자 별 75개의 음을 

각각 무작위(random)로 배치하였으며, 같은 CV음절이 연

 

Kha-0 dB CVR Kha-6 dB CVR Kha-12 dB CVR 

Fig. 1. Examples of waveforms and spectrograms of the CV syllable [Kha] at three CVR conditions (0, 6 and 12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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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서 나오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CV음절의 길이는 

발화길이를 포함하여 3.5 sec로 조절하였다.  

 

실험절차 

검사는 기·골도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인지역치 및 WRS 

검사를 시행한 후 피검자의 쾌적수준(most comfortable 

level, MCL)에서 CV음절을 TDH-39 헤드폰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결과의 기록은 검사자의 판단을 정확하게 하

기 위해서 피검자가 듣는 어음을 받아 적게 하였다. 검사 

진행 도중 10분 이상 검사에 집중을 할 수 없거나,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 순음 및 어음 검사 후 잠시 휴식을 취하거

나, 다음에 방문할 것을 유도하였다. 검사 귀는 양측 청력

이 대칭형인 경우와 양측 청력의 차가 20 dB 이내의 비대

칭인 경우 양쪽을 모두 검사하였으며, 한쪽이 농인 경우와 

양측 청력 차가 20 dB 이상의 심한 편측성 난청인 경우 

좋은 쪽을 검사하였다.  

 

분석방법 

통계 프로그램은 SPSS (version 12.0)를 사용하였다. 

CVR 별 인지도의 변화 그리고 CVR에 따른 각 자음 및 

모음 별 인지도의 차이는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1-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과 이원분산분석(2-

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을 시행하였으며, 

사후분석으로는 LSD를 실시하였다.  

 

RESULTS 
 

남녀 화자에 의한 CV음절의 인지도 비교 

0, 3, 6, 9, 12 dB의 CVR에서 남녀 화자에 의한 무의미 

CV음절의 인지도는 모든 CVR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

다(F(1,31)=.02, p>.05). 각각의 CVR에서 남녀 화자 별 

무의미 CV음절 인지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Fig. 2>와 

같다.  

 

CVR에 따른 CV음절의 인지도 변화 

난청그룹 내에서 CVR을 0, 3, 6, 9, 12 dB로 변화했을 

때 무의미 CV음절의 인지도는 33.8%, 35.8%, 38.7%, 

40.1%, 38.0%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F(1.89, 58.73)=4.18, p<.05).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CVR이 0 dB일 때에는 6 dB, 9 dB, 12 dB의 CVR, 

3 dB일 때에는 9 dB의 CVR 간에 유의미한 차이(p<.05)

를 나타내어 자음을 6 dB 이상 증폭을 했을 때 CV음절의 

인지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2). 

 

CVR의 변화에 따른 모음 및 자음의 인지도 변화 

자음에 상관없이 모음 /ᅮ/, /ᅡ/, /ᅵ/ 간에는 인지도에 

유의미한 차이(p<.001)가 있었으며, 특히 모음 /ᅡ/는 /ᅮ

/에 비해 인지도가 가장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Fig. 3). 사

후검정 결과 모음 /ᅮ/와 /ᅵ/는 CVR의 증가에 따라 인지

도가 증가하는 유의미한 결과(p<.05)로 나타났지만 모음 

/ᅡ/는 인지도는 가장 높았으나 CVR에 따른 효과는 없었

다. 모음에 상관없이 자음 /ᄉ/, /ᄎ/, /ᄏ/, /ᄐ/, /ᄑ/ 간 인

지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p<.001), 자음 /ᄏ/는 /

ᄐ/에 비해 평균 20% 이상 좋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하지

만 자음 /ᄉ/, /ᄎ/, /ᄑ/는 CVR의 증가에 따라 인지도가 의

미 있게 증가하였으나(p<.05), 자음 /ᄏ/와 /ᄐ/는 CVR의 

증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Fig. 4). 

 

후행모음에 따른 CV음절의 인지도 변화 

CVR에 관계없이 자음 /ᄉ/, /ᄎ/, /ᄏ/, /ᄐ/, /ᄑ/에 각각 

모음 /ᅮ/, /ᅡ/, /ᅵ/가 후행했을 때 모음에 따른 자음의 인

지도 차이를 비교하였다. 자음에 모음 /ᅡ/가 후행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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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s between male and a female talker with the
word recognition score of the nonsense CV syllables at five dif-
ferent CVRs (0, 3, 6, 9, 12 dB).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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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ffects of word recognition scores of the nonsense
CV syllables as a function of CVR conditions (0, 3, 6, 9, 12 dB) at
vowel /u/, /a/,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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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가 가장 좋게 나타났으며<Fig. 3>, 특히 자음 /ᄎ/, /

ᄏ/, /ᄑ/는 모음 /ᅮ/가 후행했을 때보다 모음 /ᅡ/가 후행

했을 때 더 잘 인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Fig. 5). 자음 그

리고 모음 별 무의미 CV음절의 인지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모음과 자음 간 상호작용에도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CV음절의 오류패턴 

검사어음에서 오류율을 분석한 결과 초성자음의 대치가 

83.36%로 가장 많은 오류를 나타내었고, 다음은 모음의 대

치가 26.10%였다(Table 1). 

 

DISCUSSIONS AND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SNHL이 어음인지에 어려움을 보이는 음

소 즉, 자음 /ᄉ/, /ᄎ/, /ᄏ/, /ᄐ/, /ᄑ/를 모음 /ᅮ/, /ᅡ/, /ᅵ

/와 조합한 무의미 CV음절 15개를 0, 3, 6, 9, 12 dB의 

CVR로 조절한 후 남녀 화자 별로 각각 75개의 검사어음을 

제작하고, 대상자의 MCL에서 무작위로 제시하여 CVR에 

따른 무의미 CV음절의 인지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남녀 화자 별 인지도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

았다. 그러나 각 CVR 별 남녀 화자 간에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난 결과로 인해 난청그룹군의 인지도에 있어 개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남녀 화자 별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역시 검사어음으로 

선택한 자음 /ᄉ/, /ᄎ/, /ᄏ/, /ᄐ/, /ᄑ/는 SNHL인이 알아

듣기 어렵고, 혼동이 되며 심지어는 모든 자음이 다 똑같이 

들린다고도 했다. 하지만 CVR에 따른 인지도의 차이는 

CVR이 0 dB에서 6 dB, 9 dB와 12 dB로 증가했을 때 유

의미한 결과(p<.05)가 나타나 향후 CVR의 적용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무의미 일음절어를 난청인에게 제시하였을 때 

같은 초성자음이라도 후행 모음에 따라 인지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ammeth 등15)는 CVR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와는 반

대로 자음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모음의 강도를 낮추어 실

험을 한 결과 CVR의 증가로 인한 인지도의 개선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음만 따로 분리한 음소만 제시

했을 때 보다 모음과 자음이 조합된 단어를 제시했을 때 

어음인지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

과는 자음에 모음이 결합되었을 때 포먼트의 변화와 주파

수의 변화로 인해 전이에너지의 발생으로 자음만 들려주었

을 때 보다 더 잘 인지한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 /

ᅡ/가 후행 모음일 때 잘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Sammeth 

등15)의 연구에서 /a/를 후행 모음으로 선택한 이유와 유사

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ᄉ/, /ᄎ/, /ᄐ/는 같은 주파수대의 자음일

지라도 CVR을 적용한 검사어음 전체에서 /ᄎ/는 /ᄉ/와 /

ᄐ/ 보다 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

으며, /ᄏ/와 /ᄑ/별 인지도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아 주파수분포 보다는 후행 모음이나 각 자음의 강

도에 따라 인지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생각된다. 

그러나 자음 /ᄏ/의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과 자음 

/ᄐ/의 인지도가 가장 저조하게 나타난 결과로 볼 때 이주현 

등(2005)5)의 연구 우리말 주파수 분포에서 고주파수대에 

분포하는 자음일수록 SNHL이 변별하기에 더 어렵다는 것을 

Table 1. The error pattern of nonsense CV syllables 

초성자음 

 대 치 생 략 
종성자음 첨가 모음 대치 다른 단어 무응답 

(%) 83.36 0.23 4.58 26.10 0.20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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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effects of word recognition scores of the nonsense CV
syllables as a function of CVR conditions (0, 3, 6, 9, 12 dB CVR)
at consonant /s/, /tɕh/, /kh/, /th/,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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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effects of word recognition scores of consonants (/s/,
/tɕh/, /kh/, /th/, /ph/) at each vowel /u/, /a/,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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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검사 결과에 따라 무의미 CV음절의 인

지도에 있어 오류유형을 살펴보았다. 초성자음대치가 가장 

많은 오류를 나타내었고, 모음대치 오류가 두 번째로 많았

다. 본 연구의 검사 시 특징적인 점은 CV음절을 검사어음으

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음에 /ᆨ/, /ᆸ/, /ᆯ/을 첨

가하여 인지하는 오류를 보였고, 자음이 증폭될수록 모음은 

/ᅮ/→/ᅲ/, /ᅡ/→/ᅣ/로 대치하는 오류도 나타났다. 대상자

는 60~80대가 많아 연령이 높고 전체 대상자의 난청 유형 

이나, 정도가 다양하지 않아 CVR에 따른 인지도를 여러 측

면에서 관찰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난청인이 에너지가 약한 자음, 즉 고주파수대역을 잘 듣게 

하기 위해 모음대비 자음을 증폭시키는 것이 항상 좋은 결

과를 가지고 오는 것만은 아니며, 몇몇 자음의 인식에 있어

서만 CVR이 도움이 될 수 있다.10) CV음절의 인지도와 잘 

들리는 강도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음이

며, 개인에게 맞는 CVR의 조절과 자모음의 조합이 자음인

지를 향상시켜줄 수 있다.12)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감각신경성 난청인이 착용하는 

비선형 증폭기의 압축역치 및 압축비율 그리고 압축시간 및 

해제시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으

로 생각한다. 나아가 CV, VC (vowel-consonant) 등 다

양한 어음에 대해 난청인의 연령, 증폭기의 종류 및 착용기

간 등을 고려하여 신호대잡음비(signal-to-noise ratio) 

등과 같은 청취환경의 조절을 통한 CVR에 따른 인지도의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이 한국어와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는 한국 난청인에 대한 상담, 보청기

의 착용, 청능재활의 계획수립 등에 많은 정보와 이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심 단어：모음·무의미음절·자모음비·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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