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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주파수 변환 압축에 따른 정상 성인의 한국어 단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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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Time-Frequency Altered Compression on

Korean Monosyllabic Digit Perception in Normal Young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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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ve been constant demands on effective compression schemes for speech signals in both clinical and commercial applications. 
The effects of these strategies on word recognition tasks appeared to be dependent on the implemented algorithm of the compression, 
the features of the speech, and the properties of the auditory processing system. It, therefore,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effects of 
compression schemes on individual languages. However, the related standard data for Korean words were limited in number and this 
might lead to the inadequate application of the particular compression scheme. In this study, the properties of a typical time-frequency 
altered compression scheme were analyzed for Korean quintet monosyllabic digit sets in normal hearing young adults. The 
representative basic compression scheme was based on the time-frequency altered compression preserving no particular traits (PNT) 
in spectro-temporal domain. Twenty normal hearing young adult subjects (10 males, 10 females) were evaluated for this scheme with 
the predetermined compression ratios of 1 (no compression), 0.71, 0.5, 0.33, and 0.25. These randomized quintet stimuli were 
presented to the subjects through acoustically calibrated insert earphones in a custom-made auditory workstation. The results showed 
rapid deterioration of performance for the corresponding high compression ratio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for male and female subjects in the outcomes of the five compression ratios (p > 0.05). In the response profile of PNT, the 
estimated compression ratio for 50% performance was about 0.44. In summary, a typical time-frequency altered compression scheme 
(PNT) showed a poor performance near the point where the amount of compression was doubled. This, however, may not indicate the 
same results for optimized time-frequency features. Thus, profiles of individual compression schemes need to be clinically evaluated 
and compared for their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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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1)

음성 자극을 구성하는 시간적, 주파수적 특징은 언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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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임상적 목적이나 실용적인 목

적에서 이러한 특징에 변화를 줄 수 있고, 이러한 변화가 

청각 시스템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청각기능의 평

가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변형의 한 가지가 음성의 

시간적 압축이다. 음성의 시간적, 주파수적 특징을 변환하

여 압축하게 되면, 해당 자극 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Drullman, 1994; Freeman & Church, 1977; Schon, 

1970). 이렇게 변화되는 시간적 특징에는 다양한 요소들

이 있고, 이들은 음색, 음질 등 연관된 청각 인지와 직접 

간접으로 상관관계를 갖는다(Rosen, 1992; Smith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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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압축처리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인지처리, 청능재활, 음

향공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행되었다(Grimes et al., 

1984; Janse, 2004; Oppenheim & Schafer, 2009; 

Smith et al., 2002). 시간-주파수 변환 압축처리를 응용

하는 사례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으로 멀티미디어 학

습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 신속한 재생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말소리에 압축과 같은 처리를 하게 된

다. 이는 일반적인 화자의 빠른 말소리에서 나타나는 현상

들과는 다른 경우이며(Janse, 2004), 언어적 특징에 따라

서 말소리 인지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압축방식들은 청각평가와 같은 임상적 목적보

다는 실용적인 활용을 주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제한된 

조건에서 인지기능 향상이나 특수한 효과를 추구한다. 청

각기능의 평가에서 이 압축들이 다수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동일한 압축 방식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면 이들 상호간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Gordon-Salant et 

al., 2007; Grimes et al., 1984). 그 주된 이유는 동일한 

압축방식이나 대상 자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교가 가능

하지만, 압축방식이 다르거나 대상 음 자극이 달라지면 인

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초기의 시간 압축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이 다양한 방식의 압축이 인지 결과에서 다

른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들을 간과하였고, 그 결과 동일한 

목적에 다른 압축방식이 혼재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간적 압축과 관련하여 다양한 임상적 특징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동일한 방식으로 압축된 단어와 

문장을 인지할 때 노인의 수행 능력은 젊은 층과 비교하여 

낮은 수행력을 보인다(Konkle et al., 1977; Wingfield 

et al., 1985). 그리고 청력 손상이 있는 사람은 정상 청력

의 비슷한 연령 그룹과 비교했을 때 말소리를 이해하는데 

더 어려움을 보이게 된다(Grimes et al., 1984; Schon, 

1970). 일부 노인과 청력 손상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특수한 

처리로 인지 개선의 가능성이 보이기도 한다(Gordon-

Salant, 2007). 또한 대뇌의 청각 영역(auditory cortex)

은 이런 시간적 정보를 처리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Nourski et al., 2009).

이 시간적 압축이 일어나면 해당 자극의 음향적 특성이 

영향을 받게 된다(Wilson, 1994). 시간적 압축이 적용되

는 경우에, 그 처리 방식에 따라서 시간 특성이나 주파수 

특성이 동시에 어느 정도 변화해야만 한다(Oppenheim & 

Schafer, 2009). 소리 특성의 보전을 고려하지 않는 음향 

신호 압축처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시간 특성과 주파수 특성

이 연동되어 변화되고, 한 특성을 보존할 목적으로 시간적 

특성보다 주파수적 특성이 더 변화하거나, 이와 반대되는 

변화를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압축 방식은 시간, 주파

수 특성이 상이한 개별 언어들에서 그 영향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또한 피검자의 성별과 같은 요소들이 수행작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인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압축이 인지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대상 언어

별로 확인되어야 한다.

국내의 경우에 압축 관련 자료들이 일부 있지만 사용된 

다양한 압축방식의 효과를 상호간 정량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고, 참고가 되는 자주 사용되는 기본 압축방식에 대해

서 조차도 체계적인 기초 자료들이 매우 부족하다(강선영 

& 임덕환, 2007). 흔히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압축처리

는 특별한 제한이 없이 시간과 주파수가 동시에 변환되는 

압축처리 과정으로 PNT(Preserving No Trait)방식으로 

분류된다. 이 방식은 인지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압축 

처리 방식은 아니지만 그 간결한 구현과 실용성 때문에 일

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압축과정에서 다른 인

위적인 목적의 제약 조건이 없는 가장 기본적 형태의 압축 

처리 방식이다(Oppenheim & Schafer, 2009). 초기 관

련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던 테이프 레코더의 재생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이 PNT 방식과 유사하다. 이 방식은 시

간은 물론 주파수 특성에도 변형이 수반된다. 

이 PNT 압축방식은 현재 실생활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

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본 압축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체계

적인 국내의 기초 자료들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

면, 관련 압축방식의 인지패턴이나 남녀 반응 차이 유무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어 있지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 기본적인 압축 방식과 관련된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위

하여 이 압축 방식을 통제된 대상 자극에 적용하여 인지패

턴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개별 대상 자

극의 난이도, 문맥 정보, 간결성 등을 통제한 한국어 단음

절 숫자 자극(0 ~ 9)을 대상으로 하여, PNT 압축 비율에 

따른 정상 남녀 성인 피검자의 반응 특성을 분석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실험은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정상 청력을 가진 대학

생(평균연령 22.6세) 남녀 10명씩 모두 2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순음 검사와 어음 인지도 검사는 방음검사실

에서 Grason-Stadler의 GSI 61과 TDH 50 기도 헤드폰

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중이검사는 Middle Ear Analyzer

(Zodiac 901) 검사기를 사용하였다. 실험 대상자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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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시간-주파수 압축 반응 분석 실험진행과정. 단음절 숫자로 이루어진 quintet set가 PNT 압축 변환을 거쳐서 합성되며, 피검

자에게 무작위로 제시되고 그 반응이 분석됨.

양측 귀의 고막운동성 검사(tympanometry)에서 A type

의 반응을 보였고, 순음 청력검사(pure-tone audio-

metry, PTA)에서 250 ~ 8,000 Hz에서 20 dB HL 이하

의 정상 역치를 나타냈다. 대상자 모두에게서 어음인지도

(word recognition score, WRS) 결과는 95% 이상으로 

기록되었고, 다른 이과적인 병력은 없었다. 

음성신호 압축 방식 시스템 구성과 반응분석

대표적 기본 음성 압축 방식인 PNT 방식을 적용하여 

통제된 단음절 숫자자극의 시간과 주파수 특성이 처리되도

록 하였다. 음 자극의 구성은 언어에서의 난이도 통제와 

잉여 정보나 문맥상의 편향이 없고, 간결한 한국어 단음절 

숫자(0 ~ 9)를 사용하였다. 사전 단음절 숫자 확장실험에

서 정상 청력인 경우에 5 자리 숫자까지가 다른 부가적인 

정보처리 영향이 적은 것으로 추정되어, 각 5개의 실시간 

무작위 샘플을 한 조로 하여 이루어진 quintet set으로 기

본 음향자극을 구성하였다(임덕환 & 문지연, 2011). 적용

된 압축 방식은 시간과 주파수 특성이 표본화로 조절되는 

방식이고, 특정한 제한이 없이 시간-주파수 패턴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Preserving No Trait, PNT; Oppenheim 

& Schafer, 2009). 이 PNT 압축 algorithm과 실험과정은 

C# 전산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처리하였다(overlap-add 

method).

피검자에게 제시한 한글 숫자 음은 여성 화자로 전산 합

성하여 제작하였다(16 bit, sampling rate = 44.1 kHz). 

그리고, 이 전산 합성음에 PNT 압축 방식을 압축비율별로 

적용하였다. 이 압축은 원래 신호의 경우를 1 (100%, 압

축 처리 전의 본래 신호 레벨)로 하여 순차적으로 압축하

였다(실험에 사용된 최대 압축은 0.25). 사전 예비 실험에

서 여러 압축비율에 대하여 그 인지도를 비교하고 실용적

으로 적용 가능한 비율을 결정하였다. 이 근거에서 압축비

율은 1, 0.71, 0.50, 0.33, 0.25로 결정하였다. 전산 프로

그램에서 PNT방식으로 처리된 한국어 합성 단음절 숫자 

자극(quintet set) 들을 음향 보정 및 확인한 후에(2236 

SLM, B&K) 삽입형 이어폰(AUDEO, Phonak)을 통해서 

무작위로 5번씩 남녀 피검자에게 60 dB HL로 제시하고, 

그 실험 결과를 기록하였다(Fig. 1).

이 과정에서 그룹별 무작위 숫자 조합에 대한 해당 피검

자의 반응은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처리과정을 통해 실

시간으로 분석되었다.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PASW 

18.0 프로그램에서 ANOVA와 사후검정(Scheffe)으로 처

리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판정하였다. 이 PNT 압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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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ntet set에 대한 수행력 (%)
압축비율* 1 0.71 0.5 0.33 0.25

남성(N = 10) 100 ± 0.00 98.40 ± 2.80 72.20 ± 8.84 7.20 ± 6.75 .80 ± 2.53
여성(N = 10) 100 ± 0.00 98.40 ± 2.80 78.80 ± 15.21 8.80 ± 7.01 .80 ± 2.53

F .000 1.494 .271 .000
p-value 1.000 .237 .609 1.000

* 압축비율 1은 처리 전 단계의 본래 신호수준을 의미함.

Table 1. PNT 압축 방식에 대한 남녀 간의 단음절 숫자 인지 차이(p = 0.05).

Original Signal PNT transformation Transformed Signal
Figure 2. 시간-주파수 영역에서 압축을 하는 PNT(Preserving No Trait) 방식으로 변환된 숫자 단음절의 예시. Quintet set 실험에 

사용된 자극의 하나인 “삼”을 PNT 음성 압축 방식으로 변환한 출력이 표시됨 (압축비율 0.71).

방식에서 압축비율에 따른 수행력이 50%되는 지점에 해

당되는 압축비율과 기울기는 실험자료에 대한 회귀분석으

로 결정하였다.

RESULTS

정상 청력을 가진 남녀 20명(남 10, 여 10)에게 한국

어 단음절 숫자 quintet set을 PNT 압축처리 방식으로 압

축비율 별로 처리하여 실시간으로 피검자에게 제시하고 그 

반응을 분석하였다. 

시간-주파수 영역의 특성이 모두 변화하는 PNT 방식에 

대한 단음절 숫자 인지 패턴

Fig. 2는 실험에 사용한 여러 숫자 자극 중에서 특정 압

축비율로 변형된 대표적 음성자극의 한 예이다. 이 예에서 

본래 신호 숫자 “삼”은 압축률 0.71로 압축이 되었다. 여

기서, PNT 방식으로 압축한 경우에 시간 축 상의 길이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시간적 특성과 주파수 특성이 동시에 변화되는 PNT방

식은 정해진 압축 비율에서 Fig. 3과 같은 단음절 숫자 인

지 수행력 패턴의 변화를 보였다.

* 0.44

PNT Compression
Figure 3. 여러 PNT 압축비율에 대한 단음절 숫자 인지 수행능

력 변화 (N = 20, *수행력 50%에서의 압축비율).

이 표시에서 압축 비율 1.0은 압축이 일어나지 않은 본

래 신호를 의미하며, 0.25는 본 실험에서 가장 압축 비율

이 높은 경우이다. 이 수행력 패턴은 압축 비율이 0.71인 

경우에는 90% 이상으로 거의 수행력의 변화가 없다가 

0.5인 경우까지는 약 70% 정도의 수행력을 보였고, 0.33

이후에는 10%미만의 매우 급격히 하락하는 과정을 보였

다. 개별 PNT 압축 비율에 대한 자료에서 수행능력 50%

에 해당되는 압축비율은 약 0.44로 나타났다. 또한, 본 자

료의 사후 통계 검정에서 PNT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피검자 남녀 간에 각 압축 비율에 대한 유의미한 단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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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인지 수행력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

DISCUSSIONS AND CONCLUSIONS

정상 청력을 가진 성인 남녀 피검자 20명 (남 10, 여 

10)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PNT 압축 비율이 증가함

에 따라서 단음절 숫자 인지 수행력이 남녀 모두에서 급격

히 떨어지는 형태를 보였다. 관련된 특징을 분석해 보면 

압축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1, 0.71)에는 수행능

력에서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압축 비율이 그 이상 높아

지면서(0.5, 0.33, 0.25) 수행력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본 

연구의 청각 작업 수준에서의 인지패턴은 남녀 피검자 집

단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고 그 차이가 없었다(p > 

0.05). 또한 수행력 50% 수준을 나타내는 PNT 압축비율

은 0.44를 보여서 다른 압축 자료들과 간접적으로 비교하

면 압축 효율성이나 실현성이 높고 그 범용성 때문에 비교 

기준자료로 쓰일 수 있지만, 인지적 측면에서 우수한 압축

방식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사전 예비 실험과정에서도 

동일 조건에서 periodicity compression algorithm(Arics 

Group)을 이용한 자료와 제한적 비교를 해보면, PNT 방

식에서 약 25% 정도의 수행력 감소가 나타나고 있었다(N = 

3). 이러한 사례는 동일한 자극과 대상에서 압축방식이 변화

하면 그 인지 패턴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 준다.

음성 압축 방식의 선택은 그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

다. 일반적인 학습 등에서 빠른 재생이나 자료 압축이 필

요한 경우는 이 PNT 처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이는 일

반 방송국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압축 방식들과는 

다르다. 테이프 레코더의 가속 재생기나 현재의 멀티미디어 

학습 강좌에서 사용되는 가속 재생기에 대응하는 PNT 압축 

방식은 자료의 압축이나 실현성에서 우수하다(Oppenheim 

& Schafer, 2009).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PNT압축 방

식은 시간과 주파수 특성이 모두 변하게 되어 본 단음절 

숫자 자료에서 나타난 것 같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압축 

비율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고 압축 비율에서는 급격한 인

지도 하락을 가져오는 것으로 결론된다. 이러한 빠른 제시 

속도에서의 인지도 희생의 문제점을 개선된 압축처리 과정

이 일부 보완해 줄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개선

된 압축 방식을 실시간으로 효과적으로 적용하려면 새로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추가 구성이 필요하고, 이러한 

추가 요소에 따라서 전체 효율이 결정되게 된다. 결국, 개

선된 압축방식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인지도 패

턴이 개별 압축 방식에 따라 세부 양상이 다르고, 실시간 

적용 상의 문제 및 기존 자료의 반복 확인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인지관련 자료에 대한 기준으로 직접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동일한 압축 방식을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 조건에 따라

서 청각 평가의 결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강선영 & 임

덕환, 2007). 더구나 무수히 많은 압축 방식 중에서 어떤 

압축 방식을 청각 평가에서 표준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 현재 주파수 특성을 고정하면서 

시간적 압축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시간 특성을 고정하면

서 주파수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압축 방법은 이론적

으로 불가하다(Oppenheim & Schafer, 2009; Riley, 

1989). 한 영역을 변화시키면 다른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

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변화의 형태와 분포의 정

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같은 시간 압축효과를 나타내는 

다양한 음성 압축 방식이 가능하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될 것이다. 이를 이용한 인지 결과도 그 방식에 따

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 동일한 방식 자체 내의 결

과만 비교가 가능하고 다른 방식에 의한 자료간의 비교는 

어렵다. 비슷한 이유에서 화자가 이야기하는 자연적인 빠

른 말소리도 인위적으로 처리하여 압축된 말소리와는 차이

가 있다(Janse, 2004). 이러한 두 경우 역시 정량적인 비

교는 어렵다. 실제로 일반인 화자가 평상시보다 발화속도

를 높이는 경우는 그 양상이 현존하는 상용 압축방식과는 

동일하지가 않다. 이러한 여건에서 기본 압축방식과 통제

된 간결한 대상자극을 초기 단계의 비교의 기준으로 사용

하는 것은 관련 기능이나 다른 압축방식의 효과 분석에 도

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단음절 숫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정상인의

PNT 압축 인지 결과는 시간과 주파수 특성이 변환된 대

표적 기본 압축 방식에 관한 자료이다. 이러한 기본 압축 

인지 분석 과정이 난청인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으며, 비교 

가능한 정량적 지표를 도출할 수 있다. 연관된 청각재활의 

효과도 해당 인지 패턴에 대한 비교 분석에서 평가될 수 

있다. 현재 특수 보청기나 인공와우 같은 청각보조기구에

서도 음성신호를 효과적으로 보상 처리하고 처리 자료를 

간소화하는 목적으로 여러 형태의 새로운 신호압축 기술이 

적용되고, 그 임상적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신호처

리의 임상적 평가에서도 PNT 압축과 관련된 지표들이 관

련 효과를 비교하는 간편한 실용적 기초 비교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단어 : 시간-주파수 변환 압축, 한국어 단음절 숫자, 

시간-주파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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