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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청력검사는 청력손실의 정도와 유무, 청력손실의 유형 등에 

대한 정보파악, 치료 및 재활을 계획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

으로 순음청력검사에 사용되는 기도와 골도 검사는 청력 역치

의 긍정적 평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특히 골도 청력검사는 

소리의 골 전도 과정에서 골 진동자가 유양돌기를 진동시켜 와

우에서 직접 지각(perception)하여 청신경계로 전달된다. 골도 

청력검사는 기도 청력검사와 달리 외이도와 중이를 거치지 않

으며 감각신경계(sensory-neural system)의 청각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을 구

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보통 소리의 전달과정에서 모든 감약(attenuation)현상은 음

향학적 신호음이 어떤 매개체 내에 전달되면서 에너지나 힘이 

약해지거나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도 청력검사나 골

도 청력검사에서 검사측(나쁜 쪽) 귀 와우에 강한 음자극을 듣

게 하면 두개골을 통해서 반대측(좋은 쪽) 귀 와우는 어떤 임계

점에서 자극을 받게 되며 이런 전달과정에서 음이 감소하면서 

이간감약(transcranial attenuation, interaural attenuation)현상

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간감약은 골도보다 기도가 더 큰 감

약을 보이게 되며 최근 국내 연구(Park et al., 2011)에 따르면 주

파수 0.25~4 kHz에서 대략 50~60 dB HL 정도의 이간감약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편측성 난청이나 양측성 난청의 청력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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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간감약현상은 교차청취(cross-hearing)나 두영청취(shad-
ow-hearing)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청력역치평가

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차폐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다. 특히 골도 청력검사는 기도 청력검사보다 차폐방법

이 더 복잡하고 골도 청력역치에 대해 필요한 차폐의 양을 결정

하는데 골도 이간감약 이 또한 중요하다. 골도 이간감약은 기도 

이간감약과는 달리 감약이 발생할수록 반드시 골도 차폐가 필

요치 않고, 골도 차폐는 보통 교차청취를 통해 동측 귀에서 기

도 골도(air-bone gap) 차이가 10 dB HL 이상일 때 필요하다

(Katz & Lezynski, 2002; Roeser & Clark, 2000). 그러나 기

도 청력검사는 검사측 귀(나쁜쪽 귀)와 반대측 귀(좋은쪽 귀)역

치 차이가 이간감약보다 클 경우 교차청취가 발생하여 차폐를 

시행하지만 골도 청력검사는 이간감약이 10 dB HL 이내로 무시

할 정도로 작아(Katz & Lezynski, 2002; Roeser & Clark, 

2000) 골도 청력검사 시 교차청취로 인해 항상 차폐를 제안하고 

있다. 

실제 임상에서는 골도 청력검사 시행 시 난청의 형태와 정도

에 따라 항상 교차청취가 발생하지 않으며 선행연구(Gyllen-
creutz & Lidén, 1967; Nolan & Lyon, 1981; Snyder, 1973; 

Stenfelt, 2012; Vanniasegaram et al., 1994) 결과에서도 작은 

값이지만 골도 이간감약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실제 골 

전도를 통해 한쪽 와우에 전달되는 소리의 강도가 반대쪽 와우

에도 동일한 강도로 전달되는지 혹은 두 와우 사이에 약간의 자

극강도 변화가 유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두개골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의 자극강도에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다면 

모든 주파수에서도 일정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

분의 선행 연구(Gyllencreutz & Lidén, 1967; Nolan & Lyon, 

1981; Snyder, 1973; Stenfelt, 2012; Vanniasegaram et al., 

1994)에 의하면 편측성 고심도감각신경성난청이나 농(deaf-
ness)을 가진 대상자에게서 청각학적 교차청취를 통해 이간감

약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양측성 난청이면서 편측성

을 보이거나 한쪽이 정상이면서 편측성 난청을 가진 대상자를 

난청의 유형별로 분류하여 주파수마다 이간감약에 대해 확인

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다른 선행 연구(Gyllencreutz & Lidén, 

1967; Nolan & Lyon, 1981; Snyder, 1973; Stenfelt, 2012; 

Vanniasegaram et al., 1994)결과와 비교 분석 검토하고자 하

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양측성 난청이면서 편측성을 보이거나 한 쪽이 정

상인이면서 편측성 난청을 보이는 총 82명(남성 37명, 여성 45

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총 82명의 대상자중 전음성 난청

인 20귀와 혼합성 난청인 22귀 그리고 감각신경성 난청인은 40

귀였다. 그리고 선정된 대상자는 모든 검사절차에서 신뢰도와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49.6세(연령대: 15~78

세)였다. 대상자의 난청 정도는 경도에서 고심도 난청을 보였다. 

그리고 대상자의 경우 결과에 대한 자료는 연구목적의 자료로 

활용한다는 동의를 얻었다.

연구 절차

청력검사는 검사 전 모두 보정을 실시하였으며, 30 dBA 이하

의 방음실(RS-142; Acoustic Systems, North Aurora, IL, USA)

에 설치된 청력검사기(GSI-61; Grason Stadler Inc., Eden Prai-
rie, MN, USA)에 인서트이어폰(ER-3A; 3M Co, Maplewood, 

MN, USA)을 사용해 기도 청력검사에서 0.25~4 kHz의 모든 

주파수에서 좋은 쪽 귀보다 나쁜 쪽 귀의 역치가 15 dB HL 이

상 차이를 보일 때 편측성으로 보았다. 이것은 Katz & Lezyn-
ski(2002)와 Roeser & Clark(2000)에 의하면 골도 최소 이간감

약은 0 dB HL로 기도 골도 이간감약 차이가 없다고 보았기 때

문에 좋은 쪽 귀와 나쁜 쪽 귀 양 귀 사이의 역치가 15 dB HL 

이상 차이를 보이면 골 전도 자극에서는 교차청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전음성 난청의 경우 기도는 비정상 골도는 정상

으로 기도 골도 차이가 10 dB HL보다 클 때 그리고 기도 골도

가 비정상이면서 기도 골도 차이가 10 dB HL보다 클 때 혼합

성 난청으로 보았다. 골도 청력검사는 좋은 쪽 귀를 먼저 시행

하고 나쁜 쪽 귀는 나중에 시행하였다. 그리고 기도 청력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극강도는 5 dB HL 단위의 수정상승법을 사용하

였으며 1, 2, 3, 4, 0.5, 0.25 kHz 순으로 시행하였다. 골도 청력

검사는 골도 역치측정 시 반대측 귀에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 즉 양귀가 막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였으며 골도 

역치는 차폐를 시행하지 않은 역치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골 진

동자(Read-ioear B-71; Grason Stadler Inc.., Eden Prairie, 

MN, USA)가 귓바퀴에 닿지 않도록 하면서 각 유양돌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위에 부착시킨 후 검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일한 검사자가 시행하였다. 

 

통계 분석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21, Chicago, IL, USA)의 대응표

본 t 검정(paired t-test)을 통해 각 주파수에 따른 양귀 차이를 
비교분석 하였고 통계검증의 유의수준은 0.05 혹은 0.01 미만을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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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전체 대상자군 이간감약

골도 청력검사에서 나쁜 쪽 귀와 좋은 쪽 귀 역치차이인 이

간감약을 각 주파수별로 전체 82명의 대상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전체 대상자군의 양 귀 간 평균 

이간감약은 주파수 0.5, 2, 3, 4 kHz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이간감약은 각 주파수에

서 2.3, 9.3, 13.3, 13.1 dB HL를 보였다(p ＜ 0.05, p ＜ 0.01)(Ta-
ble 1). 그러나 주파수 0.25와 1 kHz에서는 0.2와 1.2 dB HL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able 1). 본 연구는 저주파수보다는 고주

파수에서 더 큰 이간감약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신경성 난청군 이간감약

감각신경성 난청군에서 양 귀 간 평균 이간감약은 각 주파수 

0.25~4 kHz에서 각각 0.3, 4.0, 2.4, 11.7, 16.5, 18.4 dB HL로 주

파수 0.25 kHz를 제외한 모든 주파수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이간감약이 확인 되었다(p ＜ 0.05, p ＜ 0.01)(Table 2). 특히 
고주파수로 갈수록 이간감약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성 난청군 이간감약

혼합성 난청군의 양 귀간 평균 이간감약은 각 주파수 0.25~4 

kHz에서 0.9, 1.4, 1.6, 9.3, 12.3, 8.8 dB HL의 감약을 보였지만 

주파수 2~4 kHz에서만 통계학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p ＜ 
0.01)(Table 2). 그리고 주파수 3 kHz에서 통계학적으로 가장 

큰 이간감약을 보였다. 또한 감각신경성 난청군보다는 이간감

약이 작고 전음성 난청군보다는 이간감약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2).

전음성 난청군 이간감약

전음성 난청군의 경우 각 주파수 0.25~4 kHz에서 양 귀 사

이의 평균 이간감약을 확인한 결과 –2.0, 0.5, -1.8, 2.3, 6.2, 

6.3 dB HL로 주파수 0.25~2 kHz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지만 3~4 kHz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p ＜ 
0.01)(Table 2). 그리고 전음성 난청군의 이간감약은 10 dB HL

미만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군에서 가장 작은 이

간감약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난청의 유형별 이간감약을 

Table 1. The mean transcrainal attenuation for bone conduction of the overall subjects (n = 82)

Frequency (kHz)
0.25 0.5 1 2 3 4 

Mean (dB HL) 0.2 ± 6.3 2.3 ± 6.8* 1.2 ± 5.9 9.3±8.3† 13.3 ± 9.0† 13.1 ± 10.6† 
Range -15~20 -15~20 -15~15 -10~30 -10~35 -5~35
*p < 0.05, †p < 0.01

Table 2. The mean transcrainal attenuation for bone conduction by hearing loss types

Subject
Frequency (kHz)

0.25 0.5 1 2 3 4 
SNHL (n = 40)
   Mean (dB HL) 00.3 ± 6.7 04.0 ± 7.5† 02.4 ± 5.8* 11.7 ± 7.9† 16.5 ± 8.1† 18.4 ± 10.7†

   Range -15~15 -15~20 -10~10 -00~30 0-0~35 -0~35
Mixed HL (n = 22)
   Mean (dB HL) 00.9 ± 7.0 1.4 ± 6.7 1.6 ± 6.3 09.3 ± 6.9† 12.3 ± 7.9† 8.8 ± 8.9†

   Range -10~20 -10~15 -15~15 0-0~30 0-0~30 -5~20
Conductive HL (n = 20)
   Mean (dB HL) -2.0 ± 5.0 0.5 ± 7.4 -1.8 ± 6.50 2.3 ± 9.4 06.2 ± 9.5† 6.3 ± 7.4†

   Range -10~50 -10~10 -15~10 -10~20 -10~25 -5~20
*p < 0.05, †p < 0.01. SNHL: sensorinural hearing loss

0                      1                     2                      3                     4 
Frequency (kHz)

-20

-10

0

10

20

30

40

dB
 H

L

Conductive HL
Mixed HL
SNHL

Figure 1. The mean transcrainal attenuation for bone conduction as 
a function of each frequency by hearing loss types. SNHL: sensorin-
ural hearing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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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군에서 가장 큰 이간감약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여성군과 남성군의 이간감약

여성 피검자군의 양 귀간 평균 이간감약은 각 주파수 0.25~ 

4 kHz에서 -0.2, 3.6, 0.4, 9.4, 14.0, 13.4 dB HL의 이간감약을 

보였고 주파수 0.5, 2, 3, 4 kHz에서만 통계학적 의의를 확인 

할 수 있었다(p ＜ 0.05, p＜0.01)(Table 3). 그리고 남성 피검자
군의 양 귀간 평균 이간감약은 0.7, 0.7, 2.2, 9.1, 12.4, 12.7 dB 

HL로 주파수 1~4 kHz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5, p ＜ 0.01)(Table 3). 그러나 여성 
피검자군과 남성 피검자군의 두 집단 간의 이간감약을 비교해 보

면 전체적으로 여성의 이간감약이 약간 더 높게 측정되었지만 통

계학적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피검자군

과 남성 피검자군 모두 다른 결과와 마찬가지로 고주파수에서 

더 큰 이간감약을 보였다. 

DISCUSSIONS
 

일반적으로 청력검사는 청력이 편측성을 보일 때 검사 쪽 귀

에 강한 음자극을 주게 되면 두개골을 통해 청력이 더 좋은 쪽 

귀 와우를 자극하는 이간감약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이간감약

현상은 기도 청력검사뿐만 아니라 골도 청력검사에서도 차폐의 

필요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골도 청력검사는 기도 청력검

사와 달리 이간감약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교차청취로 인

해 정확한 역치 평가가 어려워 항상 차폐에 대해서 고려되고 있

다(Katz & Lezynski, 2002; Roeser & Clark, 2000). 그러나 

선행 연구(Gyllencreutz & Lidén, 1967; Nolan & Lyon, 1981; 

Snyder, 1973; Stenfelt, 2012; Vanniasegaram et al., 1994)에 

의하면 기도 이간감약보다는 작지만 골도 청력검사에서도 이

간감약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각 주파수마다 작은 값이지만 골도 이간감약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전체 대상자군의 경우 주파수 2, 4 kHz에서 다른 선행 연구

(Gyllencreutz & Lidén, 1967; Snyder, 1973) 결과들과 비교했

을 때 비슷한 이간감약을 보였지만 주파수 0.25, 0.5, 1 kHz에

서는 더 작은 이간감약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주

파수 2 kHz에서는 Vanniasegaram et al.(1994)의 연구와 비슷

한 결과를 보였다. Stenfelt(2012)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주파수 

0.5, 1 kHz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본 연구는 

0.5 kHz의 주파수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을 가졌고 Stenfelt 

(2012)는 주파수 1 kHz에서 유의성을 가졌다. 감각신경성 난청

군의 경우 주파수 2, 4 kHz에서 Vanniasegaram et al.(1994)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이간감약을 확인하였고, 주파수 2 kHz에

서는 다른 선행 연구결과(Nolan & Lyon, 1981; Snyder, 1973)

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파수 1 kHz에서는 

Stenfelt(2012)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가졌다. 전음성 난청군

은 주파수 4 kHz에서 Stenfelt(2012)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

Table 4. Comparison of current study and previously reported studies

Study
Frequency (kHz)

0.25 0.5 1 2 3 4
Gyllencreutz and Lidén(1967) 5 05 5 08 15
Snyder(1973) 8† 08† 7† 11† 13†

Nolan & Lyon(1981) 9.38† 10.6† 8.5† 13.0† 10.4† 10.7†

Vanniasegaram et al.(1994) 06.2† 7.2† 11.0† 16.9†

Stenfelt(2012) 4.5* 02.0 1.5* 04.0† 09.5† 07.0†

Current study 0.2 02.3* 1.2 09.3† 13.3† 13.1†

Gyllencreutz & Lidén(1967) did  not indicate p valules. *p < 0.05, †p < 0.01

Table 3. The mean transcrainal attenuation for bone conduction of females and males

Subject
Frequency (kHz)

0.25 0.5 1 2 3 4 
Female (n = 45)
   Mean (dB HL) -0.2 ± 5.7 3.6 ± 7.1* 0.4 ± 5.8* 9.4 ± 7.8† 14.0 ± 8.9† 13.4 ± 10.8†

   Range -15~20 -15~20 -15~10 -10~30 -10~30 -5~35
Male (n = 37)
   Mean (dB HL) -0.7 ± 7.0 0.7 ± 6.1* 2.2 ± 6.0* 9.1 ± 8.9† 12.4 ± 9.1† 12.7 ± 10.5†

   Range -15~15 -15~15 -10~15 -10~30 0-5~35 -5~30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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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혼합성 난청군에서는 주파수 2 kHz에서 

다른 선행연구(Gyllencreutz & Lidén, 1967; Snyder, 1973; 

Vanniasegaram et al., 1994) 결과들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

다. 여성 피검자군에서는 주파수 2와 4 kHz에서 다른 선행연

구(Gyllencreutz & Lidén, 1967; Snyder, 1973) 결과와 비슷했

으며 주파수 2 kHz에서는 Vanniasegaram et al.(1994)의 연구

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남성 피검자군은 주파수 2와 4 kHz

에서 Snyder(1973)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주파수 2 

kHz에서는 Gyllencreutz & Lidén(1967)와 Vanniasegaram et 

al.(1994)의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주파수 1 

kHz에서는 Stenfelt(2012)연구 결과와 비슷하였다. 또한 여성 

피검자군과 남성 피검자군의 두 집단 간 이간감약을 비교했을 

때 여성군의 이간감약이 좀 더 높게 측정되었으나 통계학적 유

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그리고 Park 
et al.(2011) 연구에 의하면 기도 이간감약에서 남성군의 이간감

약이 약간 더 높게 측정되었으나 마찬가지로 통계학적 유의성

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것은 난청의 형태에 따른 대상

자 선정과 수, 난청의 정도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Park et al.

(2011)의 연구 대상자는 일측성 고도감각신경성난청이나 농을 

가졌으며 본 연구는 전음성 난청과 혼합성 난청 그리고 감각신

경성 난청 등을 포함하고 있고 경도에서 고심도 난청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경우 혼합성 난청군과 여성 피검자군에서 주파수 

0.25 kHz에서 음(negative)의 골도 이간감약을 보였지만 통계

학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파수 3 kHz에서 가

장 큰 골도 이간감약을 보였다. 최근 Stenfelt(2012)연구에서도 

주파수 3 kHz에서 가장 큰 이간감약이 확인되었으나 다른 선

행연구(Nolan & Lyon, 1981)에서는 2 kHz의 주파수에서 가

장 큰 이간감약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대상자 선

정, 대상자 수, 난청의 유형과 정도, 골 진동자의 종류와 압력차

이, 골 진동자의 위치뿐만 아니라 역치평가 자극강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모든 주파수에서 나쁜 쪽 귀 골도 역치가 좋은 쪽 

귀 골도 역치보다 더 좋은 역치결과를 보이는 음의 이간감약을 

확인 할 수 있었다(Snyder, 1973; Stenfelt, 2012). 특히 음의 이

간감약을 보일 확률이 감각신경성 난청보다는 전음성 난청군

과 혼합성 난청군에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골도 

이간감약이 감각신경성 난청군보다 전음성 난청군과 혼합성 난

청군에서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Snyder(1973)의 연구에서

도 주파수 0.25~1 kHz에서 나쁜 쪽 귀가 좋은 쪽 귀보다 역치

가 더 좋거나 같을 확률이 다른 주파수에 비해 더 높다고 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골 진동자의 위치나 유양돌기 피부조직의 차

이와 함기화 과정(pneumatization), 중이상태나 수술과정에서 

골도 정상 메카니즘의 변화 등, 그리고 개개인의 다양한 두개골

의 두께로 인해 전달되는 강도의 감쇠효과(damping effect)차

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Nolan & Lyon, 1981; Snyder, 

1973). 그리고 다른 선행 연구결과(Gyllencreutz & Lidén, 1967; 

Nolan & Lyon, 1981; Snyder, 1973; Stenfelt, 2012; Vannia-
segaram et al., 1994)처럼 본 연구의 골도 이간감약에서도 고주

파수에서 더 큰 감약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그리

고 감각신경성 난청군, 혼합성 난청군, 전음성 난청군과 같이 

난청의 유형에 따른 이간감약에서도 저주파수보다는 고주파수

에서 골도 이간감약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성 

피검자군과 여성 피검자군 두 집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골 진동자가 유양돌기위의 피부 접촉위치에 따라 

전달되는 진폭의 에너지가 고주파수보다는 저주파수에서 더 

클 뿐만 아니라 와우에 전달되는 소리진동의 에너지는 유양돌

기의 모양, 두개골의 밀도와 두께 등을 포함한 두개골의 성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Gyllencreutz & Lidén(1967)연구를 보면 3 kHz의 주파수에

서만 10 dB HL 이상의 이간감약이 확인되었고 Snyder(1973)와 

Vanniasegaram et al.(1994)의 연구에서는 2, 4 kHz의 주파수

에서 확인되었다. 또 다른 선행 연구(Nolan & Lyon, 1981)에 

의하면 0.5, 2, 3, 4 kHz의 주파수에서 10 dB HL 이상의 이간

감약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경우 전체 대상자군에서

는 주파수 3과 4 kHz에서만 10 dB HL 이상의 이간감약이 확

인되었지만 감각신경성 난청군에서는 2, 3, 4 kHz의 주파수에

서 확인되었다. 혼합성 난청군에서는 주파수 3 kHz에서만 10 

dB HL 이상의 이간감약이 확인되었고 여성군과 남성군의 이

간감약에서는 두 집단 모두 3과 4 kHz의 주파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음성 난청군의 경우에는 0.25~4 kHz의 모

든 주파수에서 10 dB HL 미만의 이간감약이 확인되었다.

여러 선행 연구(Gyllencreutz & Lidén, 1967; Nolan & 

Lyon, 1981; Snyder, 1973; Stenfelt, 2012; Vanniasegaram et 

al., 1994) 결과에서 보듯이 각 연구마다 조금씩 다른 연구 결과

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각 주파수마다 

선행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골도 역

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인 대상자 선정, 대상자수, 검사장

비, 골 진동자의 종류와 압력차이, 골 진동자의 위치, 두개골의 

크기, 역치평가 자극강도, 두개골의 뼈와 피부의 두께뿐만 아니

라 대상자 간(intersubject)과 대상자 내(intrasubject)에서도 변

이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Nolan & Lyon, 

1981; Roeser & Clark, 2000; Snyder, 1973; Stenfelt, 2012). 실

제 Stenfelt(2012)는 골도 청력검사에서 1 dB HL 자극강도를 

사용한 결과 모든 주파수에서 10 dB HL 미만의 이간감약을 보

여 다른 연구 결과보다 작은 이간감약을 확인할 수 있었다(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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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 4). 그리고 Stenfelt(2012)는 유양돌기의 골 진동자 위치와 골

도 보청기(bone conduction hearing aid, BCHA)이식 위치의 

이간감약을 측정 비교 분석한 결과 유양돌기 위치보다 이간감

약이 2~3 dB HL 정도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골도 

이간감약은 Bone-Anchored Hearing Aid와 같은 이식형 골

도 보청기 이득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전체 대상자군의 경우 주파수 0.5, 2, 3, 4 kHz에

서만 유의미한 이간감약이 확인되었으며 주파수 0.25~1 kHz는 

평균 0~2 dB HL를 보였고 주파수 2~4 kHz에서는 9~13 dB 

HL의 이간감약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각신경성 난청군에서 이

간감약을 확인 결과 주파수 0.25 kHz에서 0.3 dB HL로 이간감

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파수 0.5~1 kHz는 평균 2~4 dB 

HL에 가깝고 주파수 2~4 kHz에서는 평균 12~18 dB HL에 가

까운 유의미한 이간감약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음성 

난청군에서는 주파수 0.25와 1 kHz에서 –2.0과 -1.8 dB HL

로 음의 값을 보였지만 주파수 0.25~2 kHz는 평균 0~2 dB 

HL로 골도 이간감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3과 4 kHz는 

평균 6 dB HL에 가까운 골도 이간감약을 보였다. 혼합성 난청

군에서는 0.25~1 kHz 주파수의 경우 평균 1~2 dB HL에 가까

워 이간감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4 kHz의 주파수에

서는 평균 9~12 dB HL에 가까운 이간감약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리고 여성 피검자군의 이간감약은 주파수 0.25~1 kHz에

서 평균 4 dB HL 미만을 보였고 남성 피검자군에서는 3 dB 

HL 미만을 보였지만 여성 피검자군은 0.5 kHz, 남성 피검자군

은 1 kHz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주파수 2~4 

kHz에서 여성 피검자군의 경우 평균 9~14 dB HL의 이간감약

을 보였고 남성 피검자군에서는 평균 9~13 dB HL의 이간감약

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 피검자군의 두 집단 간에는 

이간감약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본 연구는 약 0~13 dB HL의 골도 이간감약을 확인할 수 있

었고 난청 유형에 따른 이간감약은 감각신경성난청에서 0~18 

dB HL로 가장 큰 이간감약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혼합성 난청

군에서는 0~12 dB HL의 이간감약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음

성 난청군에서는 10 dB HL 미만으로 가장 작은 이간감약이 확

인되었다. 여성 피검자군에서는 0~14 dB HL의 이간감약이 확

인되었고 남성 피검자군에서는 0~13 dB HL의 이간감약이 확

인되었다. 또한 전음성 난청군은 10 dB HL 미만의 이간감약으

로 인해 교차청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골도 청력 검사시 항상 

차폐가 필요하다. 그리고 혼합성 난청군의 경우 특정 주파수에

서 10 dB HL 이상을 보이긴 하였지만 전음성 난청군과 마찬가

지로 골도 청력 검사 시 차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각신경성 난청군에서는 전음성 난청군과 혼합성 난청군처럼 

검사 시 항상 차폐를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골도 청력검사에서 이간감약은 난청의 

형태에 따라 각 주파수 기능으로서 이간감약의 크기는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교차청취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난청의 정도에 따른 이간감약에 대

해서도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심 단어0:0�골도청력검사·청력손실 종류·이간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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