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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word and environmental sound recognition by cochlear implant (CI) and hearing aid (HA) users. 
Nine CI adult users and 8 HA adult users identified 200 monosyllabic words in the open-set condition and 80 environmental sounds in 
the closed-set format using pictures. All the target sounds were presented at 65 dB SPL. Five main findings were observed as follows. 
First, word and environmental sound recognition performance of both CI and HA groups was less than 50% accuracy, on average. 
Second, overall, recognition of environmental sounds was superior to that of monosyllabic words for both groups. Third, a large 
individual difference in recognition performance was found for both listener groups, regardless of the type of target sounds. Fourth, a 
strong and positive relation between word and environmental sound recognition performances, indicating that listeners who better 
recognized the closed-set environmental sounds were also superior to recognize the open-set monosyllabic words. Fifth, the analysis 
of listeners' errors for word recognition showed that the common error types were word substitution, no response, initial or final 
consonant substitution err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motivate further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closed-set recognition test or 
auditory training protocol using environmental sounds, especially for deaf population who have difficulty in open-set word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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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1)

인공와우(CI, Cochlear Implant)는 보청기(HA, Hearing 

Aid)로 재활이 어려운 양측 고심도 감각신경성 난청인들

에게 청각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송화기에 유

입된 음원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와우 내에 삽입된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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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전기자극을 주어 소리 정보를 제공한다. 2005

년부터 실시된 한국 정부의 보험급여 확대로 와우 이식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어 보다 많은 고심도 난청인이 혜택

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 CI 대상가능 후보가 점차 

확대되어 다양한 연령, 다양한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CI 혹은 HA를 착용한 난청인의 청각검사 시 순음청각

검사와 단어인지도(WRS, Word Recognition Score) 측

정을 포함한다. 유의미 일음절 단어를 통해 실시하는 

WRS 평가는 CI 이식 전후 혹은 HA 착용 전후를 비교하

여 착용 혜택정도를 측정 가능하게 하고, 청능 및 언어재

활을 계획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한다. 그러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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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없는 듣기 상황에서 단음절을 제시하는 WRS 검사 

결과만으로 다양한 배경소음과 목표음이 존재하는 일상생

활 속에서 CI 혹은 HA 착용에 의한 혜택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환경음은 남녀노소 구분없이 일상생활에서 매우 빈번하

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소음과는 달리 소리 자체 내 유의

미한 뜻을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위험을 지각하고 감

각을 인식하는 등 삶 속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다. 환경음 인지 시 CI 착용 후 얻게 되는 혜택 혹은 인지

향상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CI 수술 

후 9개월 경과 후에 26명의 CI 착용자에게 그 혜택정도를 

설문한 Zhao et al.(1997)은 대상자 중 77%가 CI 착용

으로 환경음의 탐지력이 향상되었다고 대답하였고, 62%가 

예전보다 의사소통 시 대화를 나누기 쉬워졌다는 대답을 

하였다. Parkinson et al.(1998) 역시 CI 착용 후 어떠한 

듣기 상황에서 혜택이 있다고 느끼는지 주관적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음 속에서 어음을 이해하거나 음악을 감상하는 

상황보다 환경음을 인지하는데 혜택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Tyler(1994)와 Tyler & Kelsay(1990)가 CI 착용자를 

대상으로 CI 착용 후 얻게 된 주혜택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구화를 같이 사용할 경우 어음인지능력이 더욱 향상

되었고 전반적으로 환경음을 인지하는 능력이 좋아졌다고 

대답한 반응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저자들은 향상된 환경

음 인지는 일상생활에서 안전함과 편안함을 증가시켜 주어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결론지었다. Reed & 

Delhorne(2005)는 11명의 CI 착용자의 closed-set 환

경음 인지도를 평가한 결과 평균 45%-94%의 환경음 인

지도를 보인것 뿐 아니라 환경음 인지능력에 개인차가 컸

고, 이러한 환경음 인지 결과는 청자의 단음절 인지도와 연

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CI를 통해 환경음 인지 시 

temporal envelop cue의 처리능력과 연관성이 있다고 제언

하였다. Inverso & Limb(2010)는 22명의 post- lin-

gual CI 착용자를 대상으로 NonLinguistic Sound Test 

(NLST)를 개발하여 open-set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

인지도가 49%이었고, NLST 평가결과와 어음인지도와 상

관성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Inverso & Limb(2010)는 

CI 착용자가 반복적인 시간정보를 가지거나 조화구조

(harmonic structure)를 가지는 소리를 인지하는데 유리

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NLST와 같은 비언어적 자극음

을 통한 임상적 도구가 개발되어 CI 착용자의 수행도와 재

활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Shafiro 

et al.(2011)은 최근 17명의 CI 착용성인(40-80세)의 

환경음 인지능력 뿐 아니라 HINT (Hearing In Noise 

Test), 단음절인지, 자음 혹은 모음 인지능력을 측정하였

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어음인지능력과 환경음 인지도 간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여, 어음 혹은 환경음인지, 

처리과정에 있어 겹치는 점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어음인지평가가 어려운 CI 착용자에게 환경음 인지평가를 

실시할 경우 그 임상적 의의가 클 것이라 고찰하였다.

환경음 외에 비언어적 자극음인 음악을 사용하여 음악

에 대한 경험정도와 난청을 겪은 기간이 유사한 15명의 

CI 착용성인과 15명의 HA 착용 성인의 음악인지도를 비

교한 연구 결과(Looi et al., 2007, 2008) 리듬테스트에

서는 두 그룹의 수행력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으나 피치와 

멜로디 테스트에서는 CI보다 HA군의 수행력이 더 좋았다. 

그러나 실제로 피치, 멜로디 테스트에서 수행력이 좋았던 

HA군보다 CI군이 제시된 음악에 대해 소리 질(sound 

quality)에 있어 더 우수한 평가능력을 보였다.

위에 열거된 바와 같이 CI 착용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HA군만을 대상으로 언어 혹은 비언어적 자극음에 대

한 인지도, 오류패턴, 소리 질을 평가하는 연구는 지속적으

로 진행되었으나, 두 그룹을 대상으로 언어적, 비언어적 자

극음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수행도를 평가한 연구는 비교적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세 이상의 인공와우 

착용 혹은 및 보청기 착용 성인의 단음절 및 환경음 인지

도를 측정하여 그룹과 자극음 종류에 따라 인지도를 비교

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두 그룹 간 단음절 및 환경음 오

류패턴을 비교하여 인지능력의 특성을 분석하고, 단음절과 

환경음 인지도 간 상관성이 있는지 인지도를 예측하는 변

수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CI 착

용자 9명(남 3명, 연령범위: 24-69세, 평균: 35세)과 

HA 착용자 8명(남 4명, 연령범위: 25-71세, 평균: 39

세)이었다. CI 및 HA 착용 대상자의 연령, 성별, 난청기

간, CI 혹은 HA 착용 귀, CI 혹은 HA 착용 기간, 난청원

인, CI 혹은 HA 보장구 세부정보, 보장구 착용 후 측정된 

평균순음역치(PTA, Pure-tone Threshold Average)를 

<Table 1>,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CI 착용자의 난청기간은 평균 25년(최소 6

년, 최대 38년), CI를 착용한 기간이 평균 3년(최소 4개

월, 최대 10년)이었다. HA 착용자의 평균 난청기간은 약 

28년(최소 10년, 최대 49년), HA를 착용한 기간이 평균 

23년(최소 10년, 최대 28년)이었다. CI 대상자 9명 중 CI 

착용귀가 오른쪽 귀인 경우가 6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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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N=9) HA (N=8)

#
250 
Hz

500 
Hz

1,000 
Hz

2,000 
Hz

3,000 
Hz

4,000 
Hz

6,000 
Hz

# 250 Hz 500 Hz
1,000 

Hz
2,000 

Hz
3,000 

Hz
4,000 

Hz
6,000 

Hz
1 15 15 25 25 25 45 45 1 35 50 45 45 55 60 75
2 45 40 45 30 40 30 40 2 50 45 40 65 100 100 100
3 25 25 30 35 45 45 55 3 35 35 35 50 60 55 60
4 30 30 30 30 40 30 45 4 45 45 45 120 100 100 100
5 35 35 25 30 40 35 35 5 40 45 50 60 70 80 100
6 20 15 20 30 25 45 70 6 55 45 35 70 100 100 100
7 20 20 20 15 30 30 30 7 40 40 40 35 40 40 45
8 25 25 30 25 35 35 50 8 40 40 40 65 65 70 100
9 25 25 15 25 30 40 50

Mean 26.7 25.6 26.7 27.2 34.4 37.2 46.7 Mean 42.5 43.1 41.3 63.8 73.8 75.6 85

Table 3. Sound-field hearing threshold of CI users (N = 9) and HA users (N = 8) 

Subject Age Gender
Duration of 
hearing loss 

(yrs)

Ear
of CI

Duration of CI use 
(yrs)

Aetiology Processor Strategy
CI-aided PTA

(dB HL)

1 24 F 24 R 0.75 선천성 난청 Freedom ACE 22 
2 69 M 41 R 1.75 돌발성 난청 Freedom ACE 38  
3 34 M 30 R 1 선천성 난청 Freedom ACE 30  
4 48 M 38 L 2 유착성 중이염 Freedom ACE 30  
5 35 F 14 R 10　 이독성 난청 Freedom ACE 30  
6 26　 F 23 R 1 진행성난청 Freedom ACE 22  
7 24 F 21 L 0.3 선청성 난청 Freedom ACE 18  
8 29　 F 29 L 6 선천성 난청 Freedom ACE 27  
9 25 F 6 R　 0.5　 진행성 난청 Freedom ACE 22  

Mean 35 25 3 26.5

Table 1. Nine CI users' age (yrs), gender, duration of hearing loss (yrs), ear of CI, duration of CI use, aetiology, processor and strategy
for CI, and CI-aided PTA (dB HL).

Subject Age Gender
Duration of 

hearing loss (yrs)
Ear

of HA
Duration of 

HA use (yrs)
Aetiology Type of HA 

HA-aided PTA
(dB HL)

1 68 M 10 R 10 돌발성 난청 Phonak,Savia 47 
2 29 F 29 R 25 선천성 Phonak,Savia 50
3 29 M 24　 R 24 선천성 Oticon,Tego P 40
4 31 M 28　 R 28 선천성 Phonak,Savia　 70
5 31 M 28 R 26 선천성 Oticon, Adator 52  
6 31 F 31 R　 28 선천성 Phonak,Savia　 50  
7 71　 M 49 L 20 돌발성난청 Phonak, Astro 38  
8 25 F 22 L 23 선천성 Oticon, AdatorP1 48  

Mean 39 28 23 49

Table 2. Eight HA users' age (yrs), gender, duration of deafness (yrs), ear of HA, duration of HA use, aetiology, type of HA, and 
HA-aided PTA (dB　HL).

각 그룹 내 청자 간 가청도가 심하게 다르지 않게 하기 위

해, 보장구 착용 후 PTA (0.5, 1, 2 kHz 3분법 기준)가 

CI 착용자의 경우 40 dB HL 이하, HA 착용자의 경우 70 

dB HL 이하인 사람을 연구 대상자로 하였다. 실제 CI 착

용자 9명의 PTA 평균값은 26.5, HA 착용자 8명의 PTA 

평균값은 49 dB HL이었다. <Table 3>은 음장에서 실시

된 CI 혹은 HA 착용자의 주파수별(250-6,000 Hz 범위) 

청력역치를 보여준다. 실험 전 대상자 모두에게 연구의 목

적 및 개요를 설명하였고,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검사

를 진행하였다. 

연구장비 및 재료

순음청력검사에는 전기음향학적 보정을 실시한 청력검

사기(AA30l; Starkey 사, GSI 61; Grason-Stadler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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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되었다. Open-set 단어인지검사에 사용된 목표음

은 김진숙 외(2008)가 개발한 남성화자 일반성인용 단음

절 200개였다. Closed-set 환경음 인지검사에 사용된 소

리는 Shafiro(2008)가 개발한 환경음 목록 1, 2의 환경음 

80개였고, 이때 각 목록을 구성하는 환경음 40개는 동일

한 종류의 소리였다. 그림을 통하여 40개의 환경음 보기를 

제시하기 위해 전문삽 화디자이너에게 40개의 환경음에 

맞는 그림제작을 의뢰하였다. 한 페이지 안에 그림 10개가 

포함되도록 하여 총 4개의 그림판을 통해 40개의 환경음

을 맞출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Appendix 1-4> 참조). 

각 그림판 제작 시, 비슷한 환경음의 그림, 예를 들어 기침

소리, 재채기 소리 등이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조절하였다. 

단음절과 환경음 모두 Adobe audition (version 3.0)

을 통하여 근제곱 평균(RMS, Root Mean Square) 수준

이 동일하도록 하였고, 청력검사기에 연결된 CD 플레이어

(Disc man D-155; Sony 사)를 통해 자극음을 제시하였

다. 소리수준측정을 실시하여 각각의 목표음이 음장에서 

일상회화수준인 65 dB SPL에서 제시되도록 조정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 건청성인 20-30대 3명을 대상으

로 모의실험(pilot test)을 실시하여 목표 단음절, 환경음을 

90% 이상 인지할 수 있는지 평가하였다. 특히 Shafiro(2008)

에 의해 개발된 환경음은 미국인 자료를 통해 개발된 자료

이므로 한국 건청성인의 모의실험자료를 얻는 것이 필수적

이었다. 모의실험결과, 평균 단음절 및 환경음 인지도가 모

두 90% 이상으로 건청성인이 어려움 없이 목표어음 및 환

경음을 인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단음절 인지평가 시 CI, HA 대상자 모두 제

시된 단음절을 듣고 직접 들은 단어를 받아 적게 하여 검

사자가 대상자의 단음절 대답을 잘못 받아 적는 오류를 방

지하였다. 환경음 인지검사 시, 미리 제시된 환경음 그림판

을 보고 들은 환경음에 해당하는 그림번호를 받아 적게 하

였다.

실제 검사를 실시하기 전, 대상자가 스피커를 통해 단음

절과 환경음을 듣고 받아 적는데 친숙해지도록 실제 실험

에서 사용되지 않은 10개의 단음절과 4개의 환경음을 제

시하고 들은 단어를 받아 적거나 보기 안에서 들은 환경음

을 고르는 친숙화 과정(familiarization)을 진행하였다. 4

개의 환경음 중 들은 환경음을 고르는 친숙화 과정을 위해 

별도의 그림판이 제작되었다(<Appendix 5> 참조). 모든 

평가를 실시하는데 평균 60-9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검

사 중 청자가 원할 경우 실험 중 휴식이 가능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모든 결과는 SPSS (version 12) 통계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그룹에 따라 목표음 종류

(단음절/환경음)에 따라 인지도가 유의미하게 달랐는지 확

인하기 위해 혼합모형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 

with mixed design)을 실시하였다. 단음절 인지평가의 경우, 

각 그룹이 보인 오류가 초성자음대치, 종성자음대치, 모음

대치, 초성자음생략, 종성자음생략, 초성자음첨가, 종성자

음첨가, 다른 단어로 대답, 무응답 중 어떤 오류종류의 빈

도수가 가장 높았는지 오류율(%)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두 그룹의 환경음 인지평가결과 가장 적은 오류를 

보인(easiest) 환경음, 가장 많은 오류를 보인(hardest) 

환경음이 무엇이었는지 비교분석하였다. 각 그룹의 단음

절, 환경음 인지도 간 상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인지도 

결과가 대상자의 연령, 난청기간, 보장구 착용기간, 청력 

등의 변수에 의해 유의하게 예측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RESULTS

CI군과 HA군의 평균 혹은 개인별 단음절, 환경음 인

지도

Fig. 1. CI착용군과 HA 착용군의 평균 단음절 및 환경음 인지도

(%)(오차막대: 표준편차)

<Fig.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CI 군의 평균 단음절 인

지도는 17%(표준편차: 14.45), 평균 환경음 인지도는 

33%(표준편차:17.9)이었다. HA군의 평균 단음절 인지도

는 21%(표준편차: 31.11), 환경음 인지도는 37%(표준편

차:19.2)이었다. 그룹에 따라 그리고 자극음 종류에 따라 

인지도에 유의미한(p<.05)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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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그룹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F(1,15)=0.26] 자극음 종류에 따라 

인지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15)=26.45]. 즉 그

룹에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단음절보다 환경음 인지도가 더 

우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룹과 자극음 종류 간 이원상

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F(1,15)=0.61] 이는 단

음절 보다 환경음 인지도가 더 우수했던 정도가 두 그룹 

간 비슷하였음을 의미한다.

Fig. 2. 9명의 CI 착용자(S1-S9)의 단음절 인지도(Mean: black bar)

Fig. 3. 9명의 CI 착용자(S1-S9)의 환경음 인지도(Mean: black 
bar)

CI군의 단음절 혹은 환경음 인지 시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Fig. 2>, <Fig. 3>에 

CI 착용자 9명 개개인의 단음절, 환경음 인지도를 나타내었

다. <Fig. 2>에 제시한 것처럼 20% 이상의 단음절 인지도

를 보인 사람이 3명(S1, S5, S6)이었고, 나머지 6명은 

20% 미만의 인지도를 보였다. 49%의 최고 단음절 인지도

를 보인 S5의 경우, 35세로 10년 동안 CI를 착용한 최장기 

CI 착용자였고 CI 착용 시 PTA가 30 dB HL 이었다. 그러

나 0%의 최하 단음절 인지도를 보인 S8의 경우, 29세로 6

년 동안 CI 를 착용하여 대상자 중 두 번째 최장기 CI 착용

자였고 CI 착용 시 PTA가 27 dB　HL이었다. 즉, 청자의 

나이나 CI 착용기간, CI 착용 후 청력역치와 상관없이 CI 

착용자의 단음절 인지도 내 개인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3>에 나타난 것처럼 9명의 CI착용자의 환경음 인

지도 역시 개인 간 차이가 컸다. 9명의 CI 착용자 중 5명

(S3, S5, S6, S7, S9)은 20% 이상의 환경음 인지도를 보

였으나, 그림보기가 주어진 환경음 인지평가였음에도 불구

하고 나머지 4명의 착용자는 20% 미만의 환경음 인지도를 

보였다. 최고의 단음절 인지도를 보였던 S5가 환경음 인지 

시에도 최고의 인지능력(65%)을 보였으며, 최하의 단음절 

인지도를 보였던 S8은 17%의 낮은 환경음 인지도를 나타

냈다. 앞서 <Table 1>에서 제시한 것처럼 S8은 CI 착용기

간이 6년으로 다른 피검자들(S1, 7, 9는 모두 선천성 난청

자로 CI 착용기간이 1년 미만)에 비해 장기간 CI를 착용했

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환경음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단음절 인지능력과 마찬가지로 환경음 인지능력

에도 개인차가 심하므로 임상에서 CI 착용기간 혹은 CI 착

용 후 청력역치 등의 1-2 가지 변수로 CI 착용 후 인지도

를 예측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Fig. 4. 8명의 HA 착용자(S1-S8)의 단음절 인지도(Mean: black 
bar)

Fig. 5. 8명의 HA 착용자(S1-S8)의 환경음 인지도(Mean: black 
bar)

<Fig. 4>, <Fig. 5>는 HA착용자 8명 개개인의 단음절, 

환경음 인지도를 보여준다. CI 착용자와 마찬가지로 HA 

착용자 역시 개인 간 인지도 차이는 상당하였다.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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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난 바와 같이, 70% 이상의 단음절 인지도를 보인 

HA 착용자는 2명(S1, S7)이었고, 나머지 6명의 착용자는 

20% 미만의 인지도를 보였다. 최고 74%의 단음절 인지

도를 보인 S1은 68세로 고연령자로 8명의 HA 착용자 중 

가장 단기 HA 착용기간인 10년의 기간 동안 HA를 착용

하였고, HA 착용 시 47 dB HL의 PTA를 보였다. 반면 

두 번째로 높은 단음절 인지도, 71%의 인지도를 보인 S7

의 경우 25세로 23년 동안 HA를 착용하였고, HA 착용 

시 PTA가 48 dB HL이었다. S2, S4, S5, S6의 HA 착용

자 모두 20년 넘게 HA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10% 미

만의 매우 저하된 단음절 인지능력을 보였다. 주파수별 청

력역치를 살펴본 결과 S2, S4, S5, S6의 HA 착용자 모두 

다른 HA 착용자에 비해 2-6 kHz 주파수 범위 내 고주파

수 청력손실 정도가 심한 편이었다. 

8명의 HA 착용자의 환경음 인지도 결과를 살펴보면

(<Fig. 5) 참조) 8명의 HA 착용자 중 40% 이상의 환경

음 인지도를 보인 청자는 4명(S1, S3, S7, S8)이었고, 나

머지 4명(S2, S4, S5, S6)은 40% 이하의 환경음 인지도

를 보였다. CI 청자 결과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단음절 인

지능력을 보인 HA 착용자 S1, S7은 환경음 인지 시에도 

비교적 우수한 인지능력을 보였고, 최하의 단음절 인지능

력을 보인 S2, S4, S5, S6 역시 40% 이하의 저하된 환경

음 인지도를 보였다.

CI군과 HA군의 단음절 인지 오류패턴

 
초성자음 종성자음 모음

무응답
다른 단어로 

대답대치 첨가 생략 대치 첨가 생략 대치
CI 9 1 2 13 4 1 6 7 58
HA 9 1 1 7 1 1 3 44 33

Table 4. CI, HA 착용군의 단음절 인지 오류율(%)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두 그룹의 단음절 혹은 환경음 

인지도가 평균 50%이하로 비교적 낮은 편이므로, 그룹 간 

오류패턴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단음절 인지 평가 시 

CI, HA군이 보인 오류율(%)를 오류종류에 따라 각각 계

산하여 <Table 4>에 제시하였다. CI군의 경우 가장 빈번

한 오류종류가 다른 단어로 대답(58%), 종성자음대치

(13%), 초성자음대치(9%) 순 이었고, HA군의 경우 가장 

높은 오류율은 무응답(44%), 다른 단어로 대답(33%), 초

성자음대치(9%) 순 이었다. 두 그룹 모두 목표 단음절과 

두 가지 음소차이를 보이는 다른 단어로 대답한 오류가 많

은 편이었고, 모음대치보다는 자음대치오류율이 더 높았

다. 특히 HA군에 비해 CI군이 더욱 빈번하게 종성자음대

치 오류를 보였고, CI군에 비해 HA군은 아예 무응답한 빈

도가 잦았다.

추가적으로 각 그룹이 어떤 음소에서 초성자음, 종성자음, 

모음오류를 보였는지 비교하기 위해 각 오류종류에 따라 3

회 이상의 오류를 보인 음소를 빈번도에 따라 순서대로(위

-> 아래) 제시하였다. CI군의 결과는 <Table 5>에, HA군

의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CI군이 가장 빈번하게 

초성자음대치오류를 보인 음소는 /ㄴ/→/ㅁ/(11회), /ㄷ/→/

ㅂ/(10회), /ㄷ/→/ㄱ/(9회) 순이었고, 가장 잦은 종성자음대

치오류를 보인 음소는 /ㄴ/→/ㅁ/(16회), /ㅇ/→/ㅁ/(15회), /

ㄱ/→/ㅅ/(10회), /ㄱ/→/ㅂ/(10회) 순이었으며, 모음의 경우 

/ㅜ/→/ㅗ/(11회), /ㅓ/→/ㅏ/(9회), /ㅗ/→/ㅜ/(9회) 순으로 

모음대치오류를 보였다. CI군과 마찬가지로 HA군 역시 가

장 높은 종성자음대치오류 빈번도를 보인 음소는 /ㄴ/→/ㅁ

/(15회), /ㄷ/→/ㅂ/(12회), /ㄱ/→/ㅂ/(12회)이었다. 종성자

음의 경우, /ㄴ/→/ㅁ/(10회)이 HA군에게 가장 빈번한 종성

자음대치 오류를 보인 음소였고, 모음대치오류빈도가 가장 

높았던 음소는 /ㅜ/→/ㅗ/(4회), /ㅣ/→/ㅟ/(4회)이었다.

초성자음 종성자음 모음 
대치대치 첨가 생략 대치 첨가 생략

ㄴ→ㅁ 11 ㄴ→4 ㅁ→10 ㄴ→ㅁ 16 ㄱ→6 ㄴ→3 ㅜ→ㅗ 11
ㄷ→ㅂ 10 ㄱ→4 ㅇ→ㅁ 15 ㅁ→4 ㄹ→3 ㅓ→ㅏ 9
ㄷ→ㄱ 9 ㄴ→4 ㄱ→ㅅ 10 ㅇ→4 ㅗ→ㅜ 9
ㅈ→ㅅ 8 ㄷ→4 ㄱ→ㅂ 10 ㅡ→ㅣ 5
ㅂ→ㄱ 7 ㄲ→3 ㄹ→ㄴ 9 ㅣ→ㅟ 3
ㅈ→ㄷ 5 ㅁ→ㄴ 6 ㅘ→ㅏ 3
ㅈ→ㄱ 4 ㄹ→ㅂ 5
ㄱ→ㄷ 3 ㅇ→ㄴ 5
ㄱ→ㅈ 3 ㄴ→ㅂ 4
ㅅ→ㅎ 3 ㄹ→ㅁ 4
ㅅ→ㅊ 3 ㅅ→ㄴ 3
ㅈ→ㅊ 3 ㅇ→ㄹ 3
ㅊ→ㅈ 3 ㅇ→ㅂ 3
ㅍ→ㅋ 3 ㅇ→ㄱ 3
ㅎ→ㅅ 3

Table 5. CI 착용자의 음소별 단음절 오류빈도(회)

초성자음 종성자음
모음 대치

대치 첨가 생략 대치 첨가 생략
ㄴ→ㅁ 15 ㄱ→5 ㄴ→ㅁ 10 ㄱ→4 ㅜ→ㅗ 4
ㄷ→ㅂ 12 ㅇ→3 ㄹ→ㅁ 7 ㅣ→ㅟ 4
ㄱ→ㅂ 12 ㅇ→ㅁ 6 ㅑ→ㅕ 3
ㄷ→ㄱ 4 ㄱ→ㅅ 4 ㅓ→ㅏ 3
ㄸ→ㅂ 4 ㅁ→ㅇ 4 ㅣ→ㅜ 3
ㅂ→ㄷ 3 ㅅ→ㅇ 3
ㅅ→ㅈ 3
ㅅ-ㅂ 3

Table 6. HA 착용자의 음소별 단음절 오류빈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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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HA

환경음 정반응율(%) 환경음 정반응율(%)

1 지퍼소리 6 지퍼 소리 6
2 양치하는 소리 6 개짖는 소리 11
3 코고는 소리 11 기침 소리 17
4 하품소리 17 발소리 17
5 코푸는 소리 17 침 삼키는 소리 17
6 트림하는 소리 22 말우는 소리 17
7 볼링소리 22 얼음 떨어지는 소리 22
8 바람부는 소리 28 유리 깨지는 소리 22
9 번개소리 28 소다음료 붓는 소리 22
10 한숨쉬는 소리 28 양치하는 소리 28
11 얼음 떨어지는 소리 28 코고는 소리 28
12 사진찍는 소리 28 하품소리 28
13 변기내려가는 소리 33 사이렌 소리 28

Table 8. CI군과 HA군이 착용군이 가장 많은 오반응을 보인 환경음 13개

CI HA 

환경음 정반응율(%) 환경음 정반응율(%)

1 박수소리 83 새소리 78
2 소우는 소리 72 초인종소리 72
3 발자국소리 72 문 닫는 소리 72
4 웃는 소리 72 기관총 소리 67
5 시계초침소리 61 가글하는 소리 67
6 개 짖는 소리 61 벨소리 67
7 초인종 소리 61 트림하는 소리 61
8 수탉우는 소리 61 웃는 소리 56
9 사이렌 소리 61 바람 부는 소리 56
10 통화중 소리 61 사진 찍는 소리 56
11 아기울음소리 56 경적소리 56
12 소다음료 붓는 소리 56 시동 거는 소리 56
13 자판치는 소리 56 코 푸는 소리 56

Table 7. CI군과 HA군이 착용군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인 환경음 13개

CI군과 HA군의 환경음 인지 오류패턴

<Table 7>, <Table 8>은 CI군과 HA군이 가장 우수한 

인지도를 보인 환경음 13개(easiest 1-13)와 가장 많은 

오류를 보인 환경음 13개(hardest 1-13)를 순서대로 보

여준다. CI군의 경우(<Table 7> 왼쪽 참조)에 의하면 박

수소리 인지 시 83% 옳게 인지하였고, 소우는 소리, 발자

국소리, 웃는 소리를 72% 옳게 인지하였다. HA군의 경우

(<Table 7> 오른쪽 참조) 새소리 인지 시 78%의 인지도

를, 초인종 소리, 문 닫는 소리를 72% 옳게 인지하였다. 

<Table 8 왼쪽>에 제시한 바와 같이 CI군(왼쪽)이 가장 

많은 오류를 보인 환경음은 지퍼소리, 양치하는 소리, 코고

는 소리, 하품하는 소리, 코푸는 소리 순이었으며, HA군이

(<Table 8> 오른쪽 참조) 인지 시 가장 어려웠던 환경음

은 지퍼소리, 개 짖는 소리, 기침소리, 발소리, 침 삼키는 

소리, 말 우는 소리 순이었다. 두 그룹이 공통적으로 지퍼

소리 인지 시 6%의 매우 저하된 환경음 인지도를 보였으

므로, 난청인에게 짧고 반복적 패턴이 없는 지퍼소리 인지

가 어려웠던 것을 알 수 있다(뒤 <Fig. 7> 참조).

CI군과 HA군의 단음절 및 환경음 인지도 예측 변수

Pearson 상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청자의 다양

한 변수(연령, 보장구 착용시기, 난청기간, 보장구 착용 후 

주파수별 혹은 평균순음청력역치)가 단음절 혹은 환경음 

인지도를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두 인지결과 간 상

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CI군의 경우 난청기간이 길수록 저하된 환경음 인지도

를 보였으나[r=-0.78, p<.05] 그 외 다양한 청자의 변수

가 CI군의 단음절 인지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는 난청기간이 긴 CI 착용자일수록 환경음을 실제로 접

할 기회가 적어 이것이 closed-set 환경음 인지평가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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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웃는 소리, 지퍼 소리 환경음의 시간적 파형(temporal waveforms)

Fig. 6. 웃는 소리, 지퍼 소리 환경음의 장기평균어음스펙트럼(LTASS)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추정한다. 분석 결과, CI군의 단음

절, 환경음 인지도 간 상관성이 유의하여[r=0.77, p<.05], 

환경음 인지도가 우수한 CI 착용자의 경우 단음절 인지도

도 비교적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HA군 또한 단음절과 환경음 인지도 간 상관성이 유의

하였으므로[r=0.86, p<.05], 착용보장구 종류에 상관없이 

환경음 인지도가 좋을수록 우수한 단음절 인지능력을 보임

을 알 수 있다. CI군과는 다르게 HA군의 경우, HA 착용 

후 3, 4, 6 kHz의 고주파수 순음역치와 단음절 혹은 인지

도 간 유의한 상관성(-0.9<r<-0.76)을 보였다. 즉, 3 

kHz 이상의 고주파수 가청도(audibility)가 제한된 HA 착

용자일수록 저하된 단음절 혹은 환경음 인지능력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환경음 주파수 분석

Adobe audition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40개 

환경음의 주파수분석을 실시하였다. 에너지가 주로 분포한 

주파수를 기준으로 저주파수(250-500 Hz), 중주파수

(500-2,000 Hz), 고주파수(2,000-8,000 Hz), 넓은 주

파수 대역(broadband)의 환경음으로 분류하였다. 주파수 

분석결과, 저주파수 대역에 속하는 소리는 3개(초인종소

리, 바람소리, 통화대기소리), 중주파수 대역에 속하는 소

리는 1개(가글하는 소리), 고주파수대역에 속하는 소리는 

1개(새소리)였다. 위 소리 5개를 제외한 나머지 35개의 

환경음은 모두 넓은 주파수 대역을 보였다.

CI, HA군이 높은 인지도를 보인 환경음 예시 중 하나인 

웃는 소리와 두 그룹 모두 저하된 인지도를 보인 지퍼소리의 

장기평균어음스펙트럼(LTASS, Long-Term Average 

Speech Spectrum)을 <Fig. 6>에, 시간적 파형(temporal 

waveforms)을 <Fig. 7>에 제시하였다. 웃는 소리, 지퍼 

소리 모두 넓은 주파수 대역을 가진 환경음 이었으나, <Fig. 

7>의 파형에서 나타나듯이 지퍼소리보다 웃는 소리의 제시

시간이 길고 시간적 반복패턴(temporal repetition)을 보

여 이를 인지하는데 더욱 유리했을 것이다.

DISCUSSIONS AND CONCLUSIONS

본 연구결과 CI군과 HA군 모두 환경음 인지도보다 단

음절 인지도가 더 낮았다. 두 그룹 모두 저하된 단음절 인



36 AUDIOLOGY •청능재활 2011;7:28-39

지도를 보인 이유는 문장이 아닌 단음절을 듣고 받아 적을 

경우 문맥적 혜택이 적고 단음절 응답을 점수화 할 때 한 

가지 음소라도 틀릴 경우 오반응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단음절과는 달리 문장의 경우 1-2개의 음소를 인지하지 

못해도 문장 속 문맥적 정보를 통해 어느 정도 문장을 이

해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문장을 통해 본 실험의 후속연구

를 진행할 경우 더욱 향상된 인지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장구 착용 종류에 상관없이 단음절 인

지도 보다 환경음 인지도가 더 높은 편이었다. 그 첫 번째 

원인으로는 단음절 인지 검사 시 보기가 주어지지 않았으

나 환경음은 그림을 통한 보기가 주어져 더 유리하였을 것

으로 생각한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단음절에 비해 환경음

은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가졌고 반복되는 패턴이 많은 시

간적 정보 특성이 있어 환경음 인지 시 청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더 풍부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Gygi et 

al.(2004)은 건청성인을 대상으로 temporal envelope 특성

에 의해 환경음을 인지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주파수 정보

가 제한적일지라도 시간적 정보(temporal cue)만으로 환

경음 인지가 가능했음을 보고하였다. Reed & Delhorne 

(2003) 역시 촉각 보장구(tactual aids)를 통해 시간적 

정보와 리듬 정보만을 사용하여 환경음 인지가 가능하였다

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CI, HA 착용군이 공통적으로 

반복패턴이 없는 지퍼소리를 듣고 최하의 환경음 인지도

(6%)를 보였으며, 박수소리, 새소리 등 반복적 패턴이 있

는 소리 인지 시 우수한 환경음 인지능력(>75%)을 보였

다. 본 연구와 같은 환경음을 통해 CI 착용성인의 환경음 

인지도를 측정한 Shafiro et al.(2011)연구 결과, 가장 인

지에 어려움을 보였던 환경음은(25% 이하의 인지도) 양

치하는 소리, 바람부는 소리, 사진찍는 소리, 코푸는 소리, 

지퍼 소리, 탄산음료 따르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 비행기 

소리 였다. 즉 본 연구의 CI군 자료에서 30% 이하의 낮은 

인지도를 보인 환경음이 지퍼 소리, 양치하는 소리, 코푸는 

소리, 바람부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 사진찍는 소리였으

므로 두 연구 간 인지하기 어려웠던 환경음에 유사성이 있

다. Shafiro et al.(2011)연구 결과, 가장 우수한 인지도

를 보인 환경음은(75% 이상의 인지도) 초인종 소리, 웃는 

소리, 개 짖는 소리, 통화중 소리였고, 위 4개의 환경음 모

두 본 연구의 CI군 역시 평균 60% 이상 우수하게 인지하

였던 환경음 소리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와 다른 환경

음을 사용한 Inverso & Limb(2010) 연구결과에서도 개

짖는 소리, 통화 중 소리, 웃는 소리 등이 CI 청자가 쉽게 

인지된 환경음 소리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CI군이 쉽

게 혹은 어렵게 인지하는 환경음 종류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한다면 초기 청능재활 시 환경음 탐지, 변별 훈련을 

실시하거나 상위단계의 청능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 계획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CI군과 HA군의 인지도 내 오류패턴을 살

펴본 결과 두 청자군 모두 초성자음 혹은 종성자음대치율

이 높았다. 두 그룹 모두 가장 빈번하게 대치 오류를 보인 

음소가 공통적으로 /ㄴ/→/ㅁ/ 혹은 /ㅁ/→/ㄴ/으로 유성자

음 간 대치오류가 빈번하였다. 이는 초성자음의 오반응 시 

유성자음은 유성자음끼리, 무성자음은 무성자음 간 오류빈

도가 많았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함태영, 1963). 

/ㄴ/→/ㅁ/ 대치를 제외하면 CI, HA군 모두 /ㄷ/→/ㅂ/, /ㄷ

/→/ㄱ/등의 초성자음 대치오류를 많이 보여 4,154 Hz의 

고주파수에 해당하는 /ㄷ/ 인지 시(김진숙 외, 2010) 더 

낮은 주파수 정보를 가진 음소로 대치하는 경향이 있었다. 

CI, HA군에게 공통적으로 빈번한 모음대치 오류는 /ㅜ/→/

ㅗ/으로 구강전방모음보다 구강후방모음의 오반응율이 더 

빈번하였다. /ㅜ/, /ㅗ/ 음소모두 구강후방모음으로 /ㅜ/의 

F1, F2 포먼트 값은 약 310, 870 Hz, /ㅗ/의 F1, F2 포

먼트 값은 약 450, 710 Hz이다(Peterson & Barney, 

1952). Donaldson & Kreft(2006) 역시 본 연구에서 많

이 관찰된 /m/-/n/ 오류를 확인하였고, 이는 조음위치 정보

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라고 설명하였다. 그 외 

Repp(1986) 또한 /m/-/n/ 오류가 특히 /i/ 모음 환경에

서 빈번했고, /m/-/n/ 주파수 정보차이가 /a/, /u/ 모음 환

경에서는 더욱 뚜렷해진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의 제한된 피검자 수의 결과로 각 난청군의 인지 오류패턴

을 뚜렷이 구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두 그룹 간 공통적으로 빈번했던 오류 외에 각기 다양한 

음소에서도 오류를 보였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두 그룹에 

대한 오류패턴자료를 더욱 수집한다면 향후 청능재활 혹은 

상담 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상관분석 결과 HA군과는 달리 CI군의 경우 CI 착용 후 

평균순음청력역치가 26.5 dB HL(범위: 18-38 dB HL)

로 CI 시술로 모두 청력이 많이 향상된 상태였기에 CI 착

용 후 고주파수 청력상태와 인지도 간 유의한 상관성은 관

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난청기간이 긴 CI 착용자가 비교적 

저하된 환경음 인지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환경음에 대한 

청능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난청기간이 길수록 환경음에 

실제로 노출될 기회가 적어 인지도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CI군의 경우 CI 시술로 청력향상 후 어

음 뿐 아니라 환경음이나 음악과 같은 다양한 생활 속 비

언어적 자극음을 통한 청능훈련 및 재활을 실시하여 다양

한 소리에 대한 인지능력 향상을 목표로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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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행연구자들이 단어인지능력과 open-set 혹은 

closed-set 환경음 인지능력 간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음을 

보고하였고(Inverso & Limb, 2010; Reed & Delhorne, 

2005; Shafiro et al., 2011), 이는 본 연구의 상관분석결

과와도 유사하였다. 즉, 보장구 종류에 상관없이 본 연구의 

두 그룹 모두 closed-set에서 환경음을 인지하는 능력이 

우수한 난청인이 보기가 없는 open-set 상황에서도 우수

한 단음절 인지능력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음절 

인지평가에 어려움을 겪는 선천적 난청 아동, 언어장애를 

동반한 난청군, 혹은 외국인 난청군에게 비언어적 자극음

인 환경음을 사용하여 평가할 경우 단음절 인지도를 신뢰

도 있게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Shafiro et al., 

2011). 따라서 환경음 도구의 개발이 임상적으로 매우 중

요하므로 향후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겠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연구

에 사용된 환경음의 음향학적 특성 분석 시 LTASS와 시간적 

반복패턴 외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석되지 않았다. 본 연

구와 동일한 환경음을 이용한 Shafiro et al.(2011)의 경우 

envelope measures, spectral shift, cross-channel 

correlation, autocorrelation statistics, correlogram- 

based pitch measures, modulation spectrum statistics, 

spectral flux statistics 등을 통해 환경음의 주파수 혹은 

시간적(spectral-temporal) 음향특성을 분석하여 CI 성인군

의 환경음 인지도와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판별분석

(discriminant analysis) 결과 다양한 음향적 특성이 CI군의 

환경음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그 영향

력은 비교적 제한적이었다고 보고였다. 또한 건청군이 환경음 

인지 시 사용하는 주요 음향학적 특성과 CI군이 사용하는 특

성과는 다소 다르다고 보고하였으므로 향후 CI 착용자 개개

인이 주로 사용하는 음향학적 특성은 무엇이며, 이것이 어음 

혹은 비언어적 자극음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볼 필요

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소음이 없는 듣기 상황에서 

단음절 및 환경음 인지도를 측정하였고 청능재활 후 인지도 

향상정도를 측정하지 않은 한계점을 가진다. Tye-Murray 

et al.(1992)은 CI 시술 후 1, 9, 18개월 후 closed-set 환

경음 인지력 향상정도를 측정한 결과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

으나 18개월 후 21명의 CI 착용자의 환경음 인지도의 개인차

는 19-88%로 매우 컸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 소음 속에서 어음 뿐 아니라 환경음을 듣고 인지하는 청능

재활을 실시하여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소리 인지능

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중심단어 : 단음절 인지도, 인공와우 착용군과 보청기 착용

군 비교, 환경음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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