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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하에서 건청 및 인공와우 착용 아동의 문장인지역치 연구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청각학과

나 은 정ᆞ이 경 원

ABSTRACT

The Study of Sentence Recognition Threshold in Normal Hearing and 

Cochlear Implant Children in White Noise

Eun Jung Na and Kyoung Won Lee
Department of Audiology, Hallym University of Graduate Studies, Seoul,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ignal-to-noise ratios (SNRs) needed sentence recognition threshold (SeRT) in 10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 (CI), compared to 10 normal hearing (NH) children. Eight lists, each containing 10 sentences, of the Korean 
Standard Sentence Lists for School-Age (KS-SL-SA) were used under white noise condition to each group (10 NH and 10 CI 
children). SNRs were controlled at -6 to +15 dB and -15 to +6 dB by 3-dB step for CI and NH group, respectively. As results, the 
SeRTs were presented at +6.64 dB for CI and -9.73 dB for NH group. The slope of sentence recognition score was showed 10.6/dB 
and 22.6/dB for CI and NH, respectively as a function of SNRs. Consequently, CI children need better SNR compare to normal 
hearing to understand speech in noise. The results might be applied to determine useful SNR for CI user's aural rehabilitation. Further 
studies will be continued in terms of speech recognition in SNR, while considering speech materials, hearing threshold level, ages, 
and various noise.

KEY WORDS : Cochlear implant (CI), Sentence recognition threshold (SeRT), Signal-to-noise ratios (SNRs),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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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SEARCH PAPER
2012;8:95-100

ISSN 1738-9399
Copyrightⓒ 2012 Korean Academy of Audiology

INTRODUCTION1)

고도 이상의 청력손실을 가진 감각신경성난청(sensorineural 

hearing loss, SNHL)의 경우는 일차적으로 보청기의 착

용이 우선적이며, 3-6개월 동안의 재활을 통해서도 이득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공와우(cochlear implant, 

CI)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CI는 과거에 

비해서 기기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음처리기법(speech 

coding strategies)의 개선으로 인하여 어음 인지의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소음 하에서의 어음청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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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함을 나타내고 있다(Nabelek, 2004; Nascimento & 

Belvilacgua, 2005). 

소음 하에서의 어음청취와 관련된 외국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Waltzman et al.(2002)은 5-13세의 CI 착용

아동은 소음환경에서 청력만으로 소리를 구별하고 이해하

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2-4세 이전에 CI 이식을 받고 적

절한 재활을 실시하면 소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80%의 문

장인지도(sentence recognition score, SeRS)를 보이나 

소음상황에서의 SeRS는 50% 정도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Nascimento & Bevilacqua(2005)는 언어습득 이후의 CI

착용 성인들은 조용한 상황과 +15, +10, +5 dB의 신호

대잡음비(signal-to-noise ratio, SNR)에서 각각 90%, 

50%, 20%의 SRS를 나타내 어음의 인지는 소음의 강도

에 따라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Qin & 

Oxenham(2003) 또한 CI착용인들의 어음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배경소음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소음 하에서 한국어의 인지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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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공혜경(2010)은 자모음비(consonant-to-vowel 

ratio)를 0, +6, +12 dB로 조절한 무의미 단음절을 제시

했을 때, 난청그룹에서 SNR이 낮을수록 어음의 인지도가 

낮아지는 것을 밝혔다. 건청성인을 대상으로 소음의 종류

에 따른 어음인지의 변화를 비교한 이성희 외(2009)는 백

색잡음(white noise)과 강강격이음절어(spondee word)

를 0, -5, -10 dB의 SNR로 제시하였을 때, 건청성인의 

어음인지 역시 SNR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리

고 박철호 외(2008)는 건청성인과 중등도 이하의 난청성

인을 대상으로 다화자잡음(multi-talker babble noise) 

하에서 이음절어를 제시하였을 때 난청인의 경우 50%의 

어음을 인지하기 위해서 건청인에 비해서 더 높은 SNR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현재 한국에서는 단음절어, 이음절어, 문장 등의 다양한 

어음청각검사 도구들을 연령대 별로 개발하였으며 이를 한

국산업표준으로 표준화하여 사용하고 있다(한국산업표준, 

2009). 이 중에서 문장은 말 지각 발달 단계에서도 높은 

단계에 속하고 일상생활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극의 단위이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로서 단음절어

보다 현실적인 검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Jerger et al., 

1968). 그리고 문장이 구성하는 단어의 수, 문장의 형태, 

구문의 복잡성, 어휘의 수준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문장의 난이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연령, 어

휘력, 수용언어능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령기 CI 착용아동의 말 지각 능력이 과대평가되

거나 조기에 CI 이식을 받고 학령기에 접어든 아동의 교육 

방향과 목표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이영미 외, 2010). 아

울러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의 

수용언어 수준에 맞는 단어나 문장을 사용해야 한다는 

Jerger et al.(1980)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전에 국내에서 개발한 문장인지 검사 도구는 늦은 학령

기 이상의 연령에 적합한 어휘수준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조용한 상황과 소음상황에서 문장 전체 또는 

문장 내 목표단어를 따라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 

어음인지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들로 학령기 연령수준에 적

합한 문장이라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SeRS 검사는 연령

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장을 중심으로 구성

하여서 과거의 문장표를 보완한 장현숙 외(2008)의 한국

표준 학령기용 문장표(Korean Standard Sentence Lists 

for School Aged, KS-SL-SA)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조용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검사는 일상생활에서 소음이 섞

인 의사소통 환경의 불편함까지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어음인지능력을 충분히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는 Plomp(1978), McArdle & Wilson(2005)의 연구 결

과에 따라 실제의 의사소통 상황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

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SNR을 조절한 어음검사를 고려

할 수 있다. 

CI 착용인들의 청능재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소음 상황에서 어음을 인지하기 위한 CI 착용인의 신호

대잡음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령의 수준과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수준을 맞

추어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인 한국표준 학령기용 문장표인 

KS-SL-SA를 사용하여 백색잡음 하에서 CI 착용아동이 

문장 50%를 인지하는 문장인지역치(sentence recog-

nition threshold, SeRT)에 필요한 SNR을 수치화 하여 

건청아동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보다 신뢰성 있고 체

계적인 검사도구로서의 기초적인 데이터 수집과 듣기능력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소음 하 청능훈련 도구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대상

피검자는 학령기인 건청아동 10명, CI 착용아동 10명

으로 총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건청아동의 연령은 7세

에서 12세 6개월로, 평균 10세 2개월이었으며, 남아 3명

과 여아 7명이었다. 육안 관찰 시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순음청력검사 시 평균 순음청력역치는 15 dB HL 이하였

으며, 쾌적수준(Most Comfortable Level, MCL)의 평균

은 57.5 dB HL, 단어인지도(Word Recognition Score, 

WRS)는 모두 100%를 나타내었다. 

CI 착용아동의 연령은 6세 1개월에서 11세로 평균 8세 

6개월이었으며, 남아 6명과 여아 4명으로 CI 평균 착용 

기간은 5.3년이었다. CI 착용 귀의 순음청력역치, MCL, 

WRS의 평균은 각각 36.2 dB HL, 68 dB HL, 85%를 나

타내었다. 모두 선천성 청력손실자로 정서, 인지, 행동적인 

문제가 없으며 CI 착용 후 2년 이상 청능훈련과 언어치료

를 받고 일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Table 1에 CI 착용아동의 나이, 성별, CI 이식 귀와 착용 

기간 등의 기본정보, CI 착용 후의 청력역치, MCL 및 

WRS 등은 표에 나타내었다.

연구장비

건청아동은 Interacoustic 사의 AD229, CI 착용아동은 

Interacoustic 사의 GSI 61 순음청력검사기를 사용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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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나이

(년:개월) 
성별 CI이식 귀

CI착용
기간(년)

CI착용 후 
평균청력역치

CI착용 후
 MCL (dB HL)

CI착용 후 
WRS(%)

1 8:3 M Rt 6 38.3 80 80%
2 9:5 F Rt 4 38.3 75 84%
3 6:1 M Rt 6 36.6 70 96%
4 8:3 M Rt 5 36.6 69 88%
5 11:0 F Rt 6 40.0 70 100%
6 9:0 F Rt 7 36.6 65 96%
7 11:0 F Rt 5 46.6 75 88%
8 7:3 M Rt 6 26.6 70 80%
9 7:7 F Rt 4 26.6 65 65%
10 7:4 M Rt 4 38.3 70 68%

Mean 8:56 5.3 36.5 70.9 85%
SD 1:59 1.06 5.96 4.63 0.12

Table 1. CI 착용아동의 기본정보, CI 착용 후의 청력역치, MCL 및 WRS

15 dB 
SNR

0 dB 
SNR

-15 dB 
SNR

Figure 1. SNR 조절에 따른 문장의 파형 변화

며, 신호음의 제시는 청력검사기에 노트북을 연결하여 제

시하였다. 실험은 방음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수화기는 건

청아동의 경우 TDH-39 헤드폰, CI 착용아동의 경우는 

대상자의 정면을 중심으로 1 m의 거리에서 각각 좌우측에 

45도 각도로 설치한 외부스피커를 통하여 음원을 제시하

였다. 

신호음 제작

신호음은 10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KS-SL-SA 문장 8

개의 목록을 모두 사용하였다. SNR 조절을 위한 잡음은 

20-20000 Hz의 모든 주파수에 걸쳐 일정한 에너지를 가

지고 있어 자음의 차폐가 효과적인 백색잡음을 선택하였

다. SNR은 목록 1에서 목록 8에 대하여 건청아동의 경우 

-15 dB에서 +6 dB의 SNR, CI 착용아동의 경우는 -6 

dB에서 +15 dB의 SNR까지 3 dB 간격으로 Adobe 

Audition (ver. 3.0)으로 조절하였다. -15 dB, 0 dB, 15 

dB의 SNR로 조절한 문장의 파형은 Fig. 1에 나타내었다. 

연구절차

음원의 제시는 MCL에서 각 SNR로 조절된 총 80 문장

을 한 문장씩 들려주었다. 신호음을 제시할 때 대상자가 

인지한 문장을 따라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때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따라 말하는 아동의 육성은 

녹음하여 검사 후에 2차적으로 채점을 진행하였다. 반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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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 CI 착용

아동(A)과 건청아

동(B) 각 10 명의 

SNR에 따른 SRS

대한 채점은 문장을 구성하는 핵심이 되는 총 40개의 단

어를 따라했을 때 정반응 개수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CI

착용아동의 경우, 실험 시 이식한 귀의 반대 측에 보청기

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를 제거하였으며, 양측에 CI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식시기가 빠른 쪽에 신호음을 

제시하였다. 

분석방법

통계적 분석을 위해 SPSS version 12.0을 이용하였고, 

SNR에 따른 SRS 변화 및 기울기, 문장 50%를 인지하는 

SeRT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의 곡선추정을 이용하였

다. 그리고 건청아동 군과 CI 착용아동 군의 평균 SeRT의 

차이는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하여 유의확률 .05에서 알아

보았다. 

RESULTS

SeRT에 필요한 SNR 
Fig. 2는 건청아동과 CI 착용아동의 SNR에 따른 SRS를 

개인별로 나타낸 것으로 SeRT는 문장 50%를 인지하는 

SNR로 정하였다. SeRT에 필요한 SNR의 평균은 건청아

동이 -9.73(SD; ±2.48) dB, CI 착용아동이 +6.64(SD; 

±2.95) dB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p < .05). 건청아동의 

경우 가장 낮은 SNR인 -15 dB SNR에서 14.0%, 가장 

높은 SNR인 6 dB SNR에서 97.8%의 SRS를 보였으며, 

CI 착용아동은 가장 낮은 SNR인 -6 dB SNR에서 6.5%, 

가장 높은 15 dB SNR에서 76.8%의 SRS를 나타냈다. 

SNR에 따른 SRS의 기울기

Fig. 3은 SNR에 따른 SRS를 그룹 내의 평균으로 나타

낸 것으로 회귀곡선에서 상관계수 R2 값은 건청아동이 

0.91, CI 착용아동이 0.92로 나타나 각 대상자 군에서 

SNR과 SRS의 상관관계는 높은 편이었다. SNR에 따른 

SRS의 기울기는 건청아동이 평균 22.6%/dB, CI 착용아동

이 평균 10.6%/dB로 나타났으며 두 대상자 간의 기울기의 

차는 12.0%/dB로 나타났다. 또한 두 그룹 간 기울기의 평

균을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Figure 3. 건청아동과 CI 착용아동 각 10 명의 SNR에 따른 

SRS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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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S AND CONCLUSIONS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음신호는 학령기 아동의 수준에 

알맞게 개발한 KS-SL-SA를 백색잡음과 혼합하여 대상

자에게 제시하였을 때 SRT에 필요한 SNR은 건청아동이 

-9.73 dB, CI 착용아동이 +6.64 dB로 CI 착용아동이 

16.37 dB 더 높게 나타났다(p < .05). 이성희 외(2009)

는 연령대별 정상인을 대상으로 소음환경에서 단음절을 제

시했을 때 50%를 인지하는 SNR이 -15.8 dB로 나타나 

문장을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Nabelek et al.(2004)은 건청성인 10명과 CI 착용성인 

10명에게 ‘자음+모음+자음’으로 구성된 단음절어를 SNR

을 조절하여 제시하였을 때, 50%를 인지하는 SNR은 건

청성인이 +5 dB SNR, CI 착용성인이 9 dB SNR로 나타

났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가 Nabelek et al.(2004)의 

연구와 차이를 나타낸 것은 어음신호가 단음절과 문장, 그

리고 단음절 및 음소의 구성방법 등에서 차이를 보였기 때

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최성규(2003)의 연구에서 건청

아동과 청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국표준 어음변별력검

사 도구의 검사 문항 100개를 +24, +12, +6, 0, -6, 

-12, -24 dB의 SNR 비율로 조절하여 비교하였을 때, 

건청아동의 어음변별력을 기대될 수 있는 최소 SNR 비율

은 -6 dB이며, 청각장애 아동은 +6 dB의 조건이 필요하

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건청아동의 경우 SeRT에 필요한 SNR이 -9.73 dB로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문장 내에서 단어를 추측할 수 있

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CI 착용아동

의 SeRT에 필요한 SNR이 +6.64 dB로 최성규(2003)의 

연구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단음절과 문장의 차이를 감안

하면 CI 착용아동은 소음 하에서 50%의 단음절어를 인지

하기 위해서 더 높은 SNR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한 송성미(2008)의 연구에 따르면 CI 착용성인을 대상으

로 +10 dB의 SNR에서는 문장의 지각에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으나 +5 dB SNR에서 대상자 모두가 어려움을 나타

내었다고 보고하여 SeRT에 필요한 SNR이 +6.64 dB 

SNR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연관성을 보였다.

CI 착용아동의 SNR에 따른 SRS의 기울기는 10.6%/dB

로 나타나 건청아동에 비해서 12.0%/dB 더 낮게 나타났다

(p < .001). Van et al.(2010)의 연구에서 어음잡음을 사

용하여 SNR을 조절한 이음절어를 CI 착용아동에게 제시했

을 때 12-14%/dB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였는

데 이는 CI 착용아동의 소음 하에서 어음의 인지는 SNR에 

따라서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던 문장

표와 비교하여 학령기 연령에 있는 아동이 일상생활의 환

경 속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문장과 난이도를 고려하

여 새롭게 개발된 문장표를 사용하여 연령을 고려하지 않

은 문장표를 사용한 기존의 연구와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실제적인 의사소통의 환경의 수준에 맞추어 검사할 수 있

도록 CI 착용아동에게 필요한 SNR의 기초적인 시안을 마

련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향후 소음 

하에서 실시하는 CI 착용아동의 청능재활 시 SNR의 결정

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실제로 다화자 잡음, 어음잡음 등의 다양한 소음이 

의사소통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색잡음만을 사용하

여 연구하였다는 점과 건청아동과 CI 착용아동 각 1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각각의 집단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청능재활에 대한 프로

그램을 표준화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청력손

실의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한 더 많은 대상자에 대한 연구

가 지속되어야 하며, 차폐잡음 또한 백색잡음 뿐만 아니라 

어음잡음, 다화자잡음 등을 사용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중심단어 : 인공와우, 문장인지역치, 신호대잡음비, 문장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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