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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lthough it is acknowledged that abuse of portable listening devices such as high level of volume and long duration possibly
occurs noise-induced hearing loss to young adults, there is no tool to accurately measure their levels and time duration. The present
study aimed to develop a smartphone application which estimated user’s volume levels, the accumulated levels, and exposure time
when he/she listened to music. Methods: The application which mainly consisting of service and activity was developed for Android users. Service function worked for measurement and transmission of data in the back, whereas the activity function with main activity and
fragment took charge of various screen displays in the front. In addition, all data of application users was sent to a server system having
Apache, Hypertext Preprocessor, My Structured Query Language and saved in real time. Finally,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application
was proved by using sound level meter and artificial ear simulator system. Results: The developed application had measurement image
and data image. For the measurement image, image bar, option bar, graph view, text view, and seek bar were displayed during the listening to music. Data image presented four graphical views by time, daily, weekly and monthly and a calendar view with three different color codes. All data was saved at every five seconds in the main server system. Conclusion: Although preliminary data was run by three
subjects to fully confirm any component for malfunction of the application, no problem was found. If applying further clinical study with
a large size of participants, we expect that the application will be very helpful for the users to prevent themselves from hearing insult
induced by high levels of music and long exposu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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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이 용이해졌다. 그러나 음악 청취 시 일정 강도 이상의 볼륨으로
고강도의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무분별한 음악 청

산업 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의 삶은 보다 편리해졌으나,

취는 현대인의 소음성 난청 발병율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추후

기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과도한 소음은 청력을 손

이들의 노인성 난청 또한 조기화시키고 있다(Kujawa & Liber-

실 시키는 등 현대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Kim,

man, 2009).

2003). 특히, 스마트폰의 광범위한 보급 및 확산으로 인해 현대

고강도의 소음 노출로 인해 발생되는 청력 손실은 노출 양상

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별도의 음향기기의 구매 없이도 자체

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일시적 역치변동

내장된 MP3 플레이어 기능을 활용한 음악 청취 및 동영상 시청

(temporary threshold shift)은 중등도 크기의 소음 노출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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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일시적인 청력 손실로 주로 3~6 kHz에서 특징되며,

경고하였다. 한편, Spieth & Trittipoe(1958)가 소음의 노출 강도

수분에서 수일에 걸쳐 청력이 회복된다. 둘째, 일시적 역치 변동

뿐만 아니라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 또한 청력 손실과 높은 연관

후 회복 기간 내 추가적인 소음 노출 없이 청력이 3주 내에 회복

성을 보인다고 함에 따라, Hodgetts et al.(2007)은 하루 허용 소

되지 않을 경우 영구적 역치 변동(permanent threshold shift)으

음 노출 100%에 도달하는 시간을 소음성 난청 기준에 적용하

로 간주한다(Ryan et al., 2016). 셋째, 폭발음과 같이 120 dB (A)

여 계산하였고(NIOSH, 1998), 최소 3시간에서 최대 77시간까

이상의 강력한 소음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청력 손실은 음향성

지 청취 시간이 허용 가능하였으나 배경 소음이 높아질수록 허

외상(acoustic trauma)이라 정의한다. 음향성 외상은 고막과 이

용 시간이 뚜렷이 감소되어야 함을 결론 내렸다.

소골 등의 중이 구조물은 물론 난원창막, 정원창막, 코르티기관

종합해보면, 국내외의 기존 연구들은 이어폰의 종류에 따른

을 포함한 내이 구조물들의 기계적 손상을 발생시키고(Axels-

음압 강도 비교,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son & Hamernik, 1987), 개막의 수축과 지지세포 표면의 확장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관련 연구들로 인해 휴대

및 손실과 같은 신경학적 변화를 야기시킨다(Saunders et al.,

용 음향기기의 무절제한 사용과 그로 인한 소음성 난청의 위험

1985). 뿐만 아니라, 과도한 소음 노출로 인해 부차적으로 발생

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환기될 수 있으나, 실생활 속에서의

하는 신체적·정신적 부정적인 영향들이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휴대용 음향기기의 사용패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부재하다.

보고되고 있다(Basner et al., 2014; Kim, 2003). 즉, 소음성 난

즉, 이어폰을 통한 MP3 플레이어 사용 시, 사용자가 실제 청취

청으로 인한 두통, 불안감, 수면 장애, 심장 질환, 인지적 결함 및

하는 음악의 강도 및 사용시간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평

소화 기관의 장애 등의 비청각적 문제들이 현대인의 삶 속에 부

가와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소음성 난청의 유발 가능

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Basner et al., 2014).

성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자

따라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이러한 문제들을 진단하고 대

들이 청력 손실이 유발되지 않는 정도의 안전한 볼륨 수준으로

처하기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요구되나, 현재까지 출간된 다

청취하고 있는지, 혹은 주변 배경 소음 증가에 따라 선호하는

수의 국내외 연구들은 실제로 노출된 사용자의 청취 음량을 측

볼륨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등 실생활 속 사용패턴이 반영된

정하기보다는 이어폰 종류에 따른 음압강도의 비교 혹은 휴대

현실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객관적인 추적 실험을 시행할 필요

용 음향기기의 사용 실태, 선호 볼륨 단계 및 소음성 난청의 인

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식에 대한 설문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Keppler et

과학적인 근거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al., 2015). Danauer et al.(2009)은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시간

사용자가 이어폰을 통해 듣는 선호 청취 음량의 평균 강도 및

및 휴대용 음향기기의 사용 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최고 강도에 대한 정보를 추적 조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스마트

결과, 응답자의 38.9%가 하루 1~2시간 동안 주로 7단계(24.8%)

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추후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의

와 6단계(20.9%)의 볼륨 단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출 음량 강도를 분석하고 적절한 청취 및 휴식의 필요성을

한 응답자의 76%가 이어버드형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음성 난청의 예방에 기여하고자

고되었으며, 이러한 타입의 이어폰은 주변의 배경 소음을 차단하

한다.

지 못하기 때문에 음악 청취 시 사용자가 일정 이상의 큰 볼륨
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Filgor & Cox, 2004; Hodgetts et al.,

MATERIALS AND METHODS

2007). 또한 고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Zogby International(2006)의 연구와 이어버드형 이어폰의 객

어플리케이션의 구성

관적 음압강도를 측정하고 주변 배경 소음에 따른 선호음량을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조사한 Williams(2005)의 연구 모두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안

통합개발환경을 제공하는 도구인 Android Studio 2.2.1과 안드

전한 볼륨 수준에서 음악을 청취하지만, 배경 소음이 높아짐에

로이드 소프트웨어 객체지향언어(Java Development Kit, JDK;

따라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채 청취 음량의 볼륨을 높이는 경

Oracle, San Francisco, CA, USA) 1.8.0_66b-18 amd 64를 기

향이 두드러졌다. Hodgetts et al.(2007) 연구 역시 정상 청력을

반으로 Android Software Development Kits (SDK, ver. 5.1.1

지닌 대학생 총 38명을 대상으로 이어폰 종류와 조용한 환경

및 ver. 4.4.2, Google, Mountain View, CA, USA)를 적용하였

및 다양한 배경 소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호 청취 음량을

다. 본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연결된 이어폰

조사한 결과, 일반적으로 조용한 환경보다 배경 소음이 있는

을 통해 출력되는 음원의 평균 강도(LZeq), 최고 음압 강도

환경에서 더 큰 음량으로 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LCpeak), 배경 소음 강도(dB SPL)를 측정하여 데이터 베이스

따라 사용자에게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가능성이 상승한다고

에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는 일별/주별/월별로 사용자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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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음량을 분석하도록 구성하였다. 즉, 음원의 평균 강도는

송 및 정지 기능을 담당하였다. 측정 기능의 경우, 실제 안드로

mp3 혹은 wav 등의 음악 파일이 재생될 때 이어폰을 통해 나

이드에서 이어폰으로 출력되는 음량 데이터를 측정하며, 데이

오는 음압을 dB SPL로 수치화하여 사용 시간으로 나누었고,

터 보정은 이어폰에서 출력되는 음량과 안드로이드에서 출력

최고 음압 강도는 해당 시간(이어폰이 작동하여 실행해서 멈추

하는 음량 데이터 값의 차이를 보정하고 현재 볼륨 단계 값을

는 시간까지)에 가장 높았던 dB SPL을 수치화하였다. 이는 기존

계산하였다. 이어폰 연결의 유무 확인은 안드로이드의 이어폰

소음측정계와 동일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NIOSH, 1998). 또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컴포넌트 통신은

한 저장된 데이터는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사용자 각자의 실제

Service에서 측정한 음량 데이터를 Activity로 전송하는 부분

노출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한 후 그래프와 텍스트 형식으로 표

이고, 서버 통신은 측정된 음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서버로 전

기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계하였다.

송하는 부분이다. 사용자의 데이터는 1초 간격으로 측정하였
고, 5초 단위로 통신하도록 설정하였다.

어플리케이션의 설계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Service와 Activity로 구성하였다. Ser-

Activity

vice는 어플리케이션의 디스플레이 여부와 상관없이 무한히 실

Activity는 안드로이드의 전체적인 화면 구성을 담당하고,

행되는 컴포넌트로서 데이터 측정과 데이터 전송을 담당한다.

Background Service를 실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하위

Activity는 어플리케이션의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며, 크게

Fragment를 관리하며 Fragment 간 이동을 담당하였다. 개발된

Main Activity와 Fragment로 구성된다. 각각의 구체적인 구성

어플리케이션의 Activity는 1개의 Main Activity로 구성하였고,

및 역할은 Figure 1과 같다.

하위 Fragment들의 이동을 위하여 탭 뷰를 사용하였다. 각 탭
은 헤드폰, 그래프, 달력, 설정 이미지로 구성하였다.
① Main Activity

Service
Service는 측정 및 보정 부분과 이어폰 연결의 유무 부분으

Main Activity는 Activity와 Fragment를 총 관리하며 Service

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듣고 있는 음량의 측정과

를 시작하는 역할과 Intent를 통해 통신하는 역할을 맡았다.

보정, 이어폰 연결의 유무 확인, 컴포넌트 통신, 서버 통신을 담

Main Activity의 화면은 옵션 바와 이미지 바 두 개로 구성하

당하였다. 또한 Sampling Meter는 음량 측정, 데이터 보정, 전

였고, 하위 Fragment는 4개로 설정하였다. 서비스 시작은 Ac-

Service
Set rms
value
Sampling

My pager
adapter

Graph view
Sampling
view

Get data
module

Calendar
view

Intent
module

Select
module

Get data
module

Account
view

Sampling

Graph

Calendar

Setting

Fragment

My receiver
module

Intent

HTTP

Set peak
value
Set volume
value

Data base

Start sevice
module

Main Activity
Main Acitivity

Activity

Figure 1. A flow chart of developed Androi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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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vity가 활성화되면, 자동 시작하도록 구성하였다. Service에서

Apache 서버

측정되는 음량들은 Intent를 통해 수신하고, 그 값들을 실시간

Apache 서버는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서버 시스템의 PHP 페

으로 Sampling Fragment로 전송하여 화면에 출력하도록 하였

이지를 연결해주는 서버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요청한 부

다. 또한 사용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서버

분을 PHP 페이지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클라이언트 시

에 등록시키도록 하였다. 즉, Main Activity에서 사용자를 자동

스템과 서버 시스템의 모든 통신을 Apache 서버를 통해 연결

으로 구분하여 서버 시스템에 사용자 정보를 전송하며, 서버 등

하였다.

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하는 역할을 하였다.
② Fragment

MySQL

Fragment 컴포넌트는 Activity의 하위 개념으로 한 개의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Activity에서 여러 개의 화면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컴

은 MySQL을 사용하였고, 각각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포넌트이다. 본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측정값들을 확인할 수 있

Table 1과 같이 구성하였다. 또한 여러 데이터들의 충돌을 방지

는 Sampling Fragment, 현재까지 측정된 값들을 그래프로 확

하기 위하여 사용자 1인당 1개의 테이블을 각각 생성하였으며,

인할 수 있는 Graph Fragment, 사용자의 측정값을 토대로 위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테이블 이름은 사용자의 구글 계정

험군에 속하는지 알려주는 Calendar Fragment, 사용자의 계

의 아이디로 설정하였다.

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Setting Fragment로 구성하였다.

어플리케이션의 신뢰성 확인
서버 시스템의 설계

개발된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 누적 청취 음량 어플리케이션

서버 시스템은 Apache (server system), Hypertext Prepro-

이 연결된 이어폰을 통해 재생될 시 볼륨 단계에 따라 음원의

cessor (PHP), My Structured Query Language (MySQL)의 Ap-

Table 1. Table display for configuring database

plication Performance Management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 PC

Column name
Date type
AVGSPL
Double
PEAKSPL
Double
Volume
Intent
User
Varchar (255 byte)
Time
Date time
AVGSPL: average sound pressure level, PEAKSPL: peak sound pressure level

를 뜻한다. 서버 시스템은 크게 데이터 수신 부분과 전송 부분
으로 구성하였다. 데이터 수신 부분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전송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수신하고 저장하도록 구성하였
고, 데이터 전송 부분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요청한 데이터
를 요청 데이터 형식에 맞게 조회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전송하였다(Figure 2).

Application
SPL_checker
PHP

Receive

Save & Request

Server system

Showtable.php

Send

Calendar.php

Apache server

Graph.php

Save & Request

Save.php

My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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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AVGSPL

Double

PEAKSPL

Intent

Volume

User

Varchar (255 byte)

Time

Date time

Figure 2. Server system. PHP: Hypertext
Preprocessor, AVGSPL: average sound
pressure level, PEAKSPL: peak sound
pressur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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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스마트폰에 이어폰을 연결한 후 소음측정계(sound level
meter)와 인공 귀 시뮬레이터(artificial ear simulator)에서 측
정한 값이 개발된 어플리케이션 실행 유무에 따라 혹은 어플리
케이션 자체에서 계산되어 보여지는 수치에 대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음압 강도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소음측정계(type #2250, Brüel &
Kjær, Nærum, Denmark)와 1/2 인치 마이크로폰(type #4192,

Sound pressure level (dB SPL)

음압 강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지 확인하였다. 즉, 음원 재생

Brüel & Kjær)을 사용하여 이어폰(Xiaomi PISTON 3, Beijing,
China)을 통해 나오는 음압 강도는 인공 귀 시뮬레이터(type
#4153, Brüel & Kjær)와 2 cc 커플러(type #4946, Brü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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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소음측정계와 free-field용 1/2 인치 마이크로폰
(type #4189, Brüel & Kjær)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총 16단계(0~15 볼륨)로 구성된 스마트폰에서 볼
륨을 한 단계씩 증가함에 따라 이어폰을 통해 출력되는 소리의
강도가 소음측정계를 통하여 측정되는 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하
였다. 측정 음원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자인 멜론(www.

90

리케이션에서 측정된 수치 적용 시 평균 강도(LZeq)와 소리의
최대 강도(LCpeak)가 ± 5 dB 이내로 일치하였다(Figure 3A).
또한 외부 소음의 측정 값이 소음측정계와 개발된 어플리케이션
을 통한 스마트폰 마이크에서 측정값과 차이가 있는지 5개의 장
소에서 확인하였고 ± 5 dB 이내로 일치성을 보였다(Figure 3B).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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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드와 댄스 음악을 각각 1곡씩 선정하였다. 음악 재생 동안
션 실행 중 소음측정계와 인공 귀 시뮬레이터에서 측정, 어플

S ound pressure level measured by
SLM & AES with application
Sound pressure level measured by
SLM & AES without application
The value of application

10

melon.com)에서 2016년 2~3월 1달간의 인기 순위를 기준으로
소음측정계와 인공 귀 시뮬레이터에서 직접 측정, 어플리케이

LZeq

Volume step
100

Sound pressure level (dB SPL)

크로 들어오는 외부 소음의 값이 정확하게 표현되는지 확인하

LCpeak

A

Kjær)에 연결하였다(Yu et al., 2016). 더불어 스마트폰의 마이

ASR

B

Library

Cafeteria

Healthy gym Off-campus On-campus
Places

Figure 3. Results of accuracy for application microphone. A: Conformity of measurements between application’s microphone and
AES with 2cc coupler using SLM. Red curve represents sound pressure levels by AES and SLM when application running as a function
of volume steps. Grey curve is sound pressure levels under same
condition without running of the developed application. Blue dotted
line is sound pressure levels from only the application without AES
and SLM. B: Conformity of measurements between smartphone external microphone and SLM under application running. AES: artificial ear simulator, SLM: sound level meter.

퀄라이저로 출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graph view는 음량
의 크기 및 청취 환경에 맞게 작동되며,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의 볼륨 단계 값이 실시간으로 변화됨에 따라 달리 출력하도록
seek bar를 사용하였다. 측정 데이터를 화면상에 표시하여 사용

화면 구성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의 초기 화면은 크게 5가지(image bar,
option bar, graph view, seek bar, text view)로 구분되며 작동

자가 현재의 청취 상태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text view
를 추가하였고, 평균 청취 음량, 최고 청취 음량, 볼륨 단계, 주
변 배경 소음 강도를 문자로 표기하였다.

및 정지 화면의 예는 Figure 4와 같다. Image bar는 어플리케
이션의 서비스에서 음량 데이터의 측정 여부를 이미지로 보여

Graphical view(시간별/일별/주별/월별 분석 그래프)

주는 역할을 하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음악을 청취할 경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여 누적된 청취 음량의 평균 및 최고

우 빨간 버튼, 음악 정지 시 하얀 버튼으로 작동하도록 개발하

청취 음량을 시간별, 일별, 주별, 월별로 사용자가 이해하기

였다. Option bar는 그래프를 출력하기 위한 기준을 선택하도

쉽도록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시간별 데이터의 경우, 사용자의

록 하는 역할을 하며 시간별/일별/주별/월별 그래프를 출력할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1일을 기준으로 5:00:00 am부터 다음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측정 중인 평균 음량 데이터를 이

4:59:59 am까지 24시간을 1시간 단위로 총 24개의 막대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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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B

STOP

Figure 4. Measurement images of the developed
application: (A) running image, (B) stop image.

B

D

Figure 5. Screen shot of graphical view: (A) time,
(B) daily, (C) weekly, (D) monthly. Average sound
pressure levels for bar graphs and maximum peak
levels for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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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데이터를 제시하였고(Figure 5A), 일별 그래프에서는 매달 1

이터의 평균 청취 음량, 최고 청취 음량, 볼륨 단계, 사용자 계

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총 31개의 데이터를 시간별과 같은 방식

정, 시간 데이터를 전송 주기인 5초에 한번씩 save.php 페이지를

으로 보여주도록 하였다(Figure 5B). 주별 데이터는 매달 1주차

통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에 맞게 저장하였다(Figure 7).

부터 마지막 주까지 주별 평균 데이터를 제시하였고(Figure
5C), 월별은 매년 1월에서 12월에 해당하는 각 달의 평균 음량

DISCUSSIONS

을 동일한 방식으로 보여주도록 하였다(Figure 5D).
현대사회에서 과도한 휴대용 음향기기의 사용으로 인한 청
Calendar view(달력 화면)와 Setting view(계정)
달력 표기 방식을 통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하루 동안 청

소년 및 성인들의 소음성 난청 유발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이미
많은 논문에서 증명되었다(Kujawa & Liberman, 2009). 본 논

취한 평균 음량 강도를 분석하여 3가지의 색으로 달리 제시함으

문에서는 스마트폰 MP3 플레이어와 이어폰을 사용하여 음악

로써 사용자가 본인의 청취 습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

을 청취하는 사람들의 실제 선호 청취음량 평균 강도 및 최고

성하였다. 초록색은 0~50 dB SPL 이하의 강도로 안전한 청취

강도에 대한 정보를 추적 조사하고, 개개인의 생활패턴에 따른

음량에서 음악을 청취하였음을 의미하며, 노란색은 51~85 dB

분석을 하고자 누적 청취 음량을 측정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용

SPL 미만으로(경고 수준), 빨간색은 85 dB SPL 이상으로(위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수준) 음악을 청취하였음을 컬러코딩으로 달리 제시하여 사용자
가 개인별 청취 패턴을 스스로 파악하도록 하였다(Figure 6A). 계

모의 실험 적용

정에서는 사용자 개개인의 안드로이드에 연동되어있는 구글 계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명의

정 정보를 불러와서, text view에 출력하도록 구성하였다(Fig-

대학생을 대상으로 약 2주간 모의실험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

ure 6B).

자들은 실험 참여 전 연구동의서를 읽고 서명하였으며, 모든 연
구 절차는 한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HIRB-

서버 시스템

2016-060). 연구대상자에게 평소 생활습관과 동일하게 음악을

데이터 저장 결과 화면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전송한 데

청취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평소 생활 습관과 달리 주변 배
경 소음이 너무 조용하거나(예를 들어, 도서관, 조용한 길거리
등) 혹은 너무 시끄러운 장소(예를 들어, 헬스장, 카페, 대중교
통 이용 시)에서 음악을 청취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메모창에 청취 시간 및 배경 소음 정보에 대해 기록하도록 하
였다. 모의 실험에 대한 자료는 하루 동안 청취한 평균 청취 음
량 강도를 시간대별, 일별로 분석하여 음악 청취 시간 및 휴식
시간을 확인하였다. 특히 어플리케이션이 작동 중일 때(이어폰
을 통한 음악 청취 시), 작동을 하지 않을 때(이어폰을 통한 음
악 청취가 아닐 시)를 분별하여 측정되고 있는지, 측정된 데이
터가 실시간으로 서버 시스템에 전송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였다.

A

B

Figure 6. Screen shot of calendar view (A) and setting view (B).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측정된 하루 동안의 평균 음압
수준은 연구대상자별로 68.02, 61.64, 63.10 LZeq를 기록하였

Figure 7. Screen shot of the server system for data sent from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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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시간별 평균 청취 음량에 대한 분석은 오후 2시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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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62.60 dB SPL, 오후 8시 73.12 dB SPL, 오후 9시
77.09 dB SPL로 나타났으며, 예상 외로 조용한 밤인 오후 9시
에 가장 높은 청취 음량을 보였다. 이는 카페 등의 배경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 강의 후 과제 수행할 때 청취한 음량으로 분석
되었다. 모의 실험 동안 어플리케이션의 오작동 여부는 특별히
발생되지 않았다.

추후 보완사항 및 임상적 적용
지금까지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의 기능들은 사용 시 오작동
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추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가장 많은 청소년 및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
적용 연구를 시행하고, 추가 구성되어야 할 기능들을 더 구상해
야 하겠다. 또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국제기준들
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본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에 기준에 따
른 소음성난청 정도를 예측하도록 추가 적용해야 하겠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어폰 종류에 따른 표준화된 어플리케이션이 실
행될 수 있어야 하겠다. 즉, 현재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은 가장
대중성이 높은 샤오미사의 이어버드 타입으로 고정하여 오차
값을 보정하여 실제 귀에서 듣는 음압을 객관화시켰다. 그러나
이는 이어폰의 종류 및 사양의 차이점이 발생하면 개발된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마다 커플링 이슈로 추가적인 보정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청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강도의
유희적 소음에 노출되는 개개인의 실제 생활패턴 및 청취 습관
을 파악하고, 적절한 경고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여야겠다. 즉,
데이터를 바탕으로 청취 습관을 파악해서 개인별 유희적 소음
노출 패턴을 분석하고, 사용자 스스로가 행동수정을 통한 소음
성 난청의 발생 및 노인성 난청의 조기화를 예방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중심 단어0:0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음압 수준·이어폰·
소음성 난청·안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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