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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의 자모음비에 따른 인공와우 착용아동의 무의미 음절의 

인지도 변화

을지병원 이비인후과1ᆞ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청각학과2

신 유 정1ᆞ이 경 원2

ABSTRACT

Effects of Non-sense Syllable Recognition Scores as a Function of 

Consonant-to-Vowel Ratios for Korean Child Wearing Cochlear Implant.

Yu Jung Shin1 and Kyung Won Lee2

1Eulji General Hospital, Seoul, Korea
2Hallym University of Graduate Studies, Seoul, Korea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CI) have more difficulty in recognizing fricative and affricative sounds than children with normal 
hearing in a quiet or noisy environments. This study was to examine syllabic recognition scores of CI users by presenting sounds 
/tʓha/, /kha/, /tha/, /pha/ at the 0, 6 and 12 dB consonant-to-vowel ratios (CVRs) in no masking conditions. This study was to help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non-sense consonant-vowel (CV) syllabic recognition for Korean children with CIs and facilitate 
hearing-rehabilitation for them. Eleven children with CIs, aged between 6.9 years and 11.0 years (Mean age : 8.3 years) participated 
as subjects. Each consonant was amplified with 0, 6 and 12 dB from four Korean CV syllables which consisted of combined 
consonants /tʓh/, /kh/, /th/, /ph/ with a vowel /a/. As a result, in recognition scores of /tha/ and /pha/,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dentified with the increased CVRs. However, in overall, the recognition of non-sense CV syllables were improved when 
CVRs increased to +6 dB (p < .05). Furthermor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cognition scores among /tʓha/, /kha/, 
/tha/, /pha/ as a function of CVRs.
The CV syllable recognition scores showed an improvement with a CVR increase for Korean CI children. Further research will 
conduct on the CVR effects in a noisy condition by various groups in the future. It is suggested that CI manufacturers strive to 
develop new speech processing strategies to help CI users for effective communication. 

KEY WORDS : child, cochlear implant (CI), consonant-to-vowel ratio (CVR), non-sense syllabic word, word recognition score 
(W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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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1)

자모음비(CVR, Consonant-to-Vowel Ratio)는 자-

모(CV, Consonant-Vowel)음절로 구성된 어음의 자음과 

모음 성분의 에너지 비율을 의미하며 비선형 증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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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linear amplification)의 압축역치(compression 

threshold)와 압축비율(compression ratio) 그리고 압축

시간(attack time)과 해제시간(release time)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CVR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이경원 & 김진숙, 

2009; Dillon, 1996; Muller et al., 2004; Van Tasell, 

1993). 일반적으로 CVR이 증가하면 자음의 청취능력 또

한 상승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Kennedy et al., 

1998; Preves et al., 1991) CVR에 따른 단어인지도

(WRS, Word Recognition Score)의 효과에 대한 의견은 

현재까지도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공혜경(2010), 이

소예 & 이경원(2010), Shobha et al.(2008) 등은 C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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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Aided hearing threshold level

MCL
(dB HL)

WRS
(%)

Sex Age
Duration of CI 

use
(year/month)

Duration of 
Rehab.
(year)

Side
CI information
model/speech 

strategy
500 Hz 1000 Hz 2000 Hz

1 35 35 40 60 52 M  7y  3m 4y  9m 5y R Freedom / ACE
2 40 30 35 65 80 F  8y  0m 6y  3m 6y R Clarion CⅡ/ HiRes
3 50 35 40 60 75 M  9y  0m 6y 10m 6y L Clarion CⅡ/ HiRes
4 35 35 30 60 80 M  6y  9m 4y 11m 5y R Harmony / HiRes
5 35 40 40 80 80 M  8y  3m 6y  7m 6y R Clarion CⅡ/ HiRes
6 45 40 45 75 85 F  9y  5m 5y  9m 4y R Esprint 3G / ACE
7 35 35 40 65 96 F  9y  0m 6y  3m 7y R Esprint 3G / ACE
8 45 45 50 75 88 F 11y  0m 7y  0m 5y R CombiⅡ/ CIS
9 25 20 30 55 88 F  6y 10m 4y 11m 4y L Esprint 3G / ACE
10 20 25 35 65 65 F  7y  7m 5y  7m 4y R Clarion CⅡ/ HiRes
11 30 40 45 70 68 M  7y  4m 5y  7m 4y R Clarion CⅡ/ HiRes

Mean  35.9   34.5   39.0   66.3   77.9 -  8y  3m 5y  9m 5y 7m - -
SD   8.8    7.2    6.2    7.7   12.4

(M=male, F=female; R=right ear, L=left)

Table 1. Information of hearing threshold level with CI, MCL, WRS, age, duration of CI use and rehabilitation, and model and speech 

strategies of CI in each subjects.

이 증가할수록 어음의 인지능력이 상승한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 Sammeth et al.(1999)의 연구에서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어 CVR에 따른 WRS

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건청인 또는 감각

신경성난청(SNHL, sensorineural hearing loss)을 대상

으로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Tye-Murray(2004)의 연구에서 자음은 모음에 비해 

약한 에너지를 가졌으며, 낮은 정보력을 제공하지만 주파

수 범위가 넓어서 대부분 구어의 명료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점에서 자음의 청취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청능훈련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는 

자음과 모음의 주파수 특성과 에너지 특성을 활용하여 

WRS의 향상을 도모하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CVR을 조절하여 들려주었을 때의 

효과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CVR에 따

른 WRS의 효과는 주로 보청기를 착용할 수 있는 SNHL

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인공와우(CI, Cochlear 

Implant)를 착용한 경우의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CI 착용자에 대하여 자음의 인지도를 높

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CVR을 0, 6, 12 dB SNR로 조절하였을 때 파열음 /ㅍ/, /

ㅌ/, /ㅋ/와 파찰음 /ㅊ/의 인지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

였다. 이를 통하여 CI 착용자의 WRS를 향상할 수 있는 

어음처리방식 선택 및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대상

언어습득 전에 청력 손상이 있는 아동으로 최소 3년 이상 

CI를 착용한 6세 이상의 일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11명(남 5, 여 6)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모두 CI 이식 후 언어치료나 청능훈련을 최소 2년 

이상 시행하였으며, 청각장애 외의 정서 및 인지 상의 문

제가 없다는 것을 보호자나 교사에게 확인하였다. 대상자

의 평균연령은 8세 3개월(범위; 6.9-11.0세)이며, CI 착

용기간은 평균 68개월(범위; 57-93개월)이었다. 그리고 

대상자의 CI 착용 후 평균순음청력(PTA, Pure Tone 

Average)은 34.8 dB HL(범위; 25-46.6 dB HL), 쾌적

수준(MCL, Most Comfortable Level)은 66.3 dB HL, 

WRS는 77.9%이었다. 대상자 중 CI 이식 귀는 오른쪽이 

9명, 왼쪽이 2명이며, 재활경력은 5년 7개월(범위; 4-7

년)이었다. 착용한 CI의 제조사는 Advanced Bionics 사 

6명, Cochlear 사 4명, ME-DEL 사 1명이었다. CI 착용 

아동의 청력, 청능훈련 기간 및 기기에 대한 정보는 

<Table 1>에 표시하였다.

연구장비 및 재료

PTA, WRS 검사는 방음실에서 Interacoustics 사의 

GSI 61, 수화기는 4 Ohms의 외부 스피커를 사용하였다. 

WRS 검사는 김진숙 외(2008)의 리스트 25개 단어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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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dB CVR                                  6 dB CVR                               12 dB CVR

Figure 1. Wave forms and spectrograms of the CV syllable /kha/ as a function of CVR conditions (0, 6 and 12 dB).

용하였으며, 신호음의 제시는 CVR이 조절된 CV음절 파일

을 노트북(HP, mini210)에 저장한 후 청력검사기에 연결

하고 보정을 실시한 한 후 제시하였다. 신호음은 /ㅊ/, /ㅋ

/, /ㅌ/, /ㅍ/ 등 4개의 무성자음에 모음 /ㅏ/를 조합한  CV

음절 /차/, /카/, /타/, /파/를 사용하였으며, 이때 CVR은 

CSL (Computerized Speech Lab)과 Adobe Audition 

(version 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절하였다. 

신호음의 제작

신호음은 한국어 자음의 특성을 분류하였을 때 난청인이 

가장 인지하기 가장 어려운 음소인 파열음과 파찰음 /ㅊ/, 

/ㅋ/, /ㅌ/, /ㅍ/를 선택하였다(김동화, 2002). 이들 음소는 

긴장성과 기식성이 같이 있는 음소로 조음 위치에 따른 자

질의 분류는 고려하지 않았다. 신호음은 한국 표준어를 사

용하는 여성화자의 발화를 방음시설을 갖춘 부스(booth)

에서 AKG C3000B 마이크를 통하여 녹음하여 제작하였

다. 녹음 시 표본화(sampling) 주파수와 비트(bit)는 44,100 

Hz와 16 비트였다. 어음의 강도는 Adobe Audition에서 

실효치(root mean square)를 기준으로 일정하게 조절하

였다. 녹음한 CV음절은 CSL을 이용하여 <Fig. 1>과 같이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으로 분석하여 자음에서 모음으로 이

동하는 지점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분리위치로 정하였다

(김영일 외, 1987; 양병곤, 2006). 본 연구에서 CVR은 

CV 음절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음과 모음의 에너지 비율

을 0 dB CVR 재규정하였으며, Adobe Audition에서 분

리위치를 기점으로 자음 부분만 0, 6, 12 dB로 각각 증폭

하였다. 제작한 신호음은 정상범주에 해당하는 청력을 가

진 청능사와 언어치료사 각 2명에게 들려주어 조절한 CV

음절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Adobe Audition을 통해 조절한 CV음절은 총 4개로 음절 

간의 간격을 3.0 초로 조절하였으며, 신호음은 한 개의 

CV음절을 5개씩 제작한 후 총 60개의 음절을 무작위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CV음절의 맨 앞에 CV음절의 강도와 

같은 1 kHz의 순음을 녹음하여 청력검사기를 보정할 수 

있게 하였다.

연구절차

우선 보호자에게 대상자의 성별, 나이, 난청의 발견 시기, 

난청 원인, 난청 기간, 수술 전 청력, 재활 경력 등과 같은 

배경정보를 작성한 후 본 연구의 기준과 일치하는 연구대

상자를 1차 선별하였다. 선별된 연구대상자는 CI만 착용하

도록 한 후 방음실에서 PTA와 MCL, WRS를 검사하였다. 

신호음은 노트북과 연결된 Interacoustics 사의 GSI 61 

청력검사기기로 음장에서 CVR이 조절된 CV음절을 제시

하였는데 대상자는 CI만 착용한 상태에서 보조 연구자 1

명과 함께 방음실에 입실하였다. 그리고 대상자를 스피커 

정면에 앉히고, 보조 연구자는 대상 아동의 뒤에 앉아 아

동이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피게 하였다. 실험연구

가 시작되기 전에 검사자가 대상자에게 반응하는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본 연구에 사용되지 않는 음으로 예행

연습을 실시하고 대상자가 실험방법을 이해한 것으로 판단

하였을 때 실험을 시작하였다. 

분석방법

0, 6, 12 dB의 CVR에 따른 /차/, /카/, /타/, /파/의 인

지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

(2-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을 실시하였

으며, 사후검정은 LSD (Least Signigicant Differenc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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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eans of CV syllable recognition 

scores as a function of CVRs (0, 6, 12 dB) at 

each CV syllables.

통하여 유의수준 .05에서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한 통계 프로그램은 Windows 용 SPSS (version 

17.0)이었으며, 추가적으로 무의미 CV 음절의 오류 패턴

을 알아보았다.

RESULTS

CVR에 따른 무의미 CV 음절의 인지도 변화

무의미 CV음절의 인지도는 0, 6, 12 dB의 CVR에서 

각각 21.85%, 27.7%, 28.8%로 나타났다(Fig. 2). 반복

측정 이원분산분석 결과 CVR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였

으나[F(2, 16) = 3.342, p < .05] 각 CV음절 간의 유의

미한 차이는 없었으며[F(2, 16) = 3.342, p > .05], 

CVR과 무의미 CV음절 간에 상호작용은 없었다. 각 CVR 

간의 차이에 있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0 dB과 6 dB 

CVR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p < .05) 0 dB와 

12 dB CVR, 6 dB와 12 dB CVR 간에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p > .05).   

*

Figur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non-sense syllable 

recognition scores as a function of CVRs (* p < .05).

무의미 CV음절의 CVR에 따른 인지도 변화

각 CV음절의 CVR에 따른 인지도에서 /차/, /카/의 경

우 0 dB CVR보다 CVR이 증가함에 따라 무의미 CV음절

의 인지도가 개선되었으며, /타/의 경우 인지도의 평균은 0 

dB CVR보다 6 dB CVR에서 인지도가 개선되었지만 12 

dB CVR에서는 인지도의 평균이 감소하였다. 또한 /파/의 

경우 CVR에 따른 인지도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4

개의 CV음절 모두 CVR에 따른 인지도의 개선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무의미 CV음절의 오류패턴

무의미 CV음절을 들려주었을 때 나타난 오류패턴을 분

석하였다. 오류 유형은 목표 초성이 다른 자음으로 대치된 

초성자음대치(예, 카→가), 목표 자음이 생략된 초성자음

생략(예, 카→아), 목표 CV음절에 자음 종성이 첨가된 종

성자음첨가(예, 카→칵)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대치, 생

략, 첨가 이외에 목표 음과 전혀 다르게 들은 단어, 들려준 

검사어음을 놓치거나 받아 적지 못한 경우 무응답으로 처

리하였다. 중복으로 오류를 보인 경우에는(예, 카→착) 각

각의 오류로 보았다. 초성자음 대치가 전체 오류율 중 

98%로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였고 종성자음첨가와 생략 

순으로 오류가 나타났으나 다른 단어나 무응답은 없었다

(Table 2). CVR과 관계없이 전체 초성자음대치 오류를 

분석한 결과 /ㅍ/음소가 76.4%로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자음 별 가장 빈번한 오류는 대치로 /ㅊ/

→/ㅈ/, /ㅋ/→/ㄱ/, /ㅌ/→/ㅋ/, /ㅍ/→/ㅌ/ 순으로 나타났다. 

초성자음 종성자음
첨가

다른 단어 무응답
대치 생략
p98 0.72 1.28 - -

Table 2. The error patterns of CV syll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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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S AND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파열음과 파찰음을 CI 착용아동이 가장 

인지하기 어렵다는 연구(김동화, 2002) 결과를 토대로 자

음 /ㅊ/, /ㅋ/, /ㅌ/, /ㅍ/과 모음 /ㅏ/를 결합한 /차/, /카/, /

타/, /파/ 무의미 CV음절의 CVR을 0, 6, 12 dB로 변화하

여 CI 착용 아동에게 제시하였을 때 인지도의 변화를 알아

보았다.

연구 결과 /파/를 제외한 모든 검사음은 CVR이 높을수

록 자음을 더 잘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음 간 유의

미한 차이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CVR의 효과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CVR이 증가할수록 나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6 

dB와 12 dB CVR 간의 인지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Hickson et al.(1997)은 고주파수 청력손실을 가진 난청

인에게 자음 영역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증폭시킨 CVR의 

적용은 어음인지 개선에 반드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며, 

자음 중 일부 음소만 CVR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

였다. 본 연구에서도 전반적으로 CVR이 증가할수록 인지

도가 높아졌으나, /타/는 12 dB CVR에서 인지도가 

27.2%에서 18.1%로 감소하여 Hickson et al.(1997)의 

의견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통계적인 분석에서 0 

dB와 12 dB CVR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

는 각각의 CVR에 따른 인지도에서 표준편차가 비교적 컸

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Shobha et al.(2008)은 자극음을 소음이 없는 상황과 

6 dB SNR, 12 dB SNR에서 0, 3, 6, 9, 12 dB의 CVR

로 제시하였을 때 소음이 없는 상황보다 12 dB SNR 상황

일 때 무성 마찰음의 인지도 상승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소음이 없는 상황에서 기식성과 긴장성이 같이 있

는 자음 /ㅊ/, /ㅋ/, /ㅌ/, /ㅍ/를 모음 /ㅏ/와 결합하여 자음

만을 6 dB, 12 dB CVR로 제시하였을 때 0 dB과 6 dB 

CVR간의 인지도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

타/와 /파/를 제외한 모든 음소가 전체적으로 0 dB CVR

보다 6 dB와 12 dB CVR이 더 높은 인지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ㅊ/, /ㅋ/, /ㅌ/, /ㅍ/를 모음 /ㅏ/와 결합

하여 CVR을 조절해 들려주었을 때 /파/를 제외한 모든 검

사음이 CVR이 증가할수록 0, 6, 12 dB CVR이 각각 

21.85%, 27.7%, 28.8%로 인지도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차/와 /카/를 가장 잘 인지한다는 이소예 

& 이경원(2010)의 결과는 유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

파/가 가장 저조한 인지를 보였으나 선행 연구에서는 /타/

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음

이 선행연구와 같이 다양하지 않음과 대상자의 보장구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오류분석에 있어 초성대치 

98%, 종성 첨가 1.28%, 초성생략 0.72%로 이소예 & 이

경원(2010)과 유사한 결과가 나와 이는 보조기기의 유형

과 상관없이 유사한 형식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찰음이 파열음보다 더 높은 변별력을 보였다는 김동

화(2002)의 연구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CVR과 

관계없이 파찰음 /ㅊ/가 전체 평균 31.5%, 파열음 /ㅍ/가 

17.5%로 파찰음이 파열음보다 높은 인지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인공와우 아동의 WRS가 평균 70% 이상

인 것에 비해서 0, 6, 12 dB CVR이 각각 적용하였을 때 

21.85%, 27.7%, 28.8%로 전체적으로 30% 이하의 변화

를 보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있었으나 바

닥효과(floor effect)를 고려했을 때 CVR의 개선에 따른 

인지도의 차이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로 본 연구에 사용된 CV 음절은 주파수 특성 상 선행 

혹은 후행 모음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청취 환경 

및 말소리의 속도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

지 않고 제한된 자·모음을 소음이 없는 단일한 청취 상황

에서 제시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자음과 

여러 가지의 모음을 결합한 CV음절 또는 자-모-자

(consonant-to-vowel) 음절을 사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

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어음처리방식(speech coding 

strategies) 등의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중심단어 : 단어인지도, 무의미음절, 아동, 인공와우, 자모

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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