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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 general, energy metrics, i.e., LAeq 8 hours, have been applied as a risk indicator of noise exposure.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s of LAeq measurement since it considers only the amount of average energy of noise and is not appropriate for measuring the complex noise. In light of this, the kurtosis metrics have been introduced by many contemporary researchers to be applied as an
alternative measure. Methods: In the main body, we introduced the weakness of current noise exposure criteria, compared between
Gaussian and non-Gaussian noise, briefly explained the concepts of kurtosis metrics, and scrutinized more applications of the kurtosis
metrics by summarizing previous 7 research papers. Results: Compare to the Gaussian noise, the non-Gaussian noise has been found
to have stronger cochlear damage effects on the outer and inner hair cells and led to permanent hearing loss in the higher frequencies.
Noise exposure trauma levels were dramatically increased as the kurtosis levels increased. Although kurtosis metrics are a good indicator or measure, it still need to be adjusted in terms of frequency-specificity. Conclusion: Since the kurtosis metrics are not implemented
in Korea, especially in the industrial field, we need to develop a new measurement approach using the kurtosis metrics on workers and
then provide scientific based criteria for effectively preventing their potential risk of developing noise-induced hearing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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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에서 지정한 소음
노출의 위험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

소음성 난청은 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10대 질병

용되는 소음 노출의 위험 기준은 노출 소음의 정도를 에너지 미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700~1,000만 명의 근로자가 85

터법에 근거해서 산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노동부에서 제정

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고 있으며(Davis et al., 2009), 이는

한 Walsh-Healey ACT에 따르면 8시간 측정평균(LAeq 8 h)에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 미

근거하여 90 dBA까지 소음의 노출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에서

국직업안전위생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ssocia-

는 노출된 소음의 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동등에너지가설

tion, OSHA), 미국국립표준기구(American National Standard

(Equal Energy Hypothesis, EEH)에 따라 85 dBA의 소음 강

Institute), 미국국립직업안전위생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도에서 3 dB씩 강도가 증가할수록 8시간의 허용시간을 5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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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는 3 dB 교환율(exchange rate)을 소음 노출의 기준으로 규

준과 교환율에서 획일적이지 않다. 차이점을 좀 더 면밀히 살펴

정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미국과 동일하게 90 dBA의 소음

보면, 미국직업안전위생국의 5 dB 교환율은 8시간의 근무 조건

강도에서 5 dB씩 강도가 증가할수록 8시간의 허용시간을 반으

에서 지속적인 소음 노출 동안 여러 번의 간헐적인 소음 노출

로 줄이는 5 dB 교환율을 소음 노출의 기준으로 준수하고 있다.

의 중단 시(예를 들어, 근로자의 휴식 시간) 근로자의 일시적 역

이러한 에너지 미터법에 근거하여 8시간 동안 노출된 소음

치 변동(Temporary Threshold Shift, TTS) 중 일정 부분이 회

강도의 평균적 측정은 소음의 특성이 지속적인 가우시안 소음

복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Sriwattanatamma & Breysse,

(Gaussian noise)일 경우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는 기준으로 적

2000). 이에 반해, 미국국립직업안전위생연구소의 85 dBA의 3

합하다. 하지만 충격음과 함께 결합되어 제시되는 복합 소음인

dB 교환율 적용은 동등에너지가설(EEH)에 근거하여 음향 에너

비가우시안 소음(non-Gaussian noise or complex noise)에는

지의 분포와 관계없이 동등한 양의 음향 에너지는 그에 상응하

적합하지 않다. 즉, 비가우시안 소음을 에너지 미터법에 근거하

는 청력 손실을 유발함을 내포하고 있다(Suter, 1992). 다시 말해

여 측정할 경우 다양한 주파수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동등에너지가설은 잠재적인 소음성 외상이 노출의 총 A-가중

못하며 평균적 에너지 양(평균 강도)만 고려하는 한계를 갖는

데시벨(에너지 = 힘 × 시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강조하

다. 따라서 현재의 소음성 난청 예방 기준인 에너지 미터법의

고 있다(Eldred, 1976; Ward et al., 1961).

적용은 최근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소음성 난청의 효과적인 예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Hamernik & Qiu(2001), Harding

방 및 효율적인 청력 보존의 관점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되

& Bohne(2004), Qiu et al.(2006), Hamernik et al.(2007)에 의

었고(Canlon et al., 1988; Davis et al., 2009; Hamernik &

해 새로운 연구 결과가 제시되면서 기존의 동등에너지가설에

Ahroon, 1998; Zhao et al., 2010), 그 해결 방안으로써 첨도 측

근거한 청력 보존 전략은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예

정법이 제시되었다(Davis et al., 2009; Hamernik et al., 2003;

방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즉, 그들의 연구 결

Zhao et al., 2010). 소음의 강도와 시간적 특성을 민감하게 반영

과에서는 공통적으로 단위 시간당 동등한 에너지를 가진 지속

하는 통계적 미터법인 첨도 측정법은 복합 소음의 노출과 이로

적인 소음, 규칙적 혹은 불규칙적 충격음, 지속적인 소음과 충

인한 유모세포 손상의 높은 상관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소음 노

격음이 결합된 복합 소음 등 소음의 각기 다른 유형과 특징에

출 허용 기준을 제시할 때 평균 에너지 미터법인 LAeq와 함께

따라 청력 손실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이 증명되었고,

첨도 측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Davis et al.,

기존의 소음 강도와 노출 시간 사이의 상충 관계를 기반으로

2009; Zhao et al., 2010). 이에 본 종설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

한 에너지 미터법과 비교하여 보다 자세하고 과학적인 기준을

는 소음노출기준의 한계점을 언급하고, 가우시안과 비가우시안

세우는 데 근거로써 주장되었다(Davis et al., 2009).

소음의 차이점, 첨도 측정법의 기본적 이해, 소음 노출에 대한 첨
도 측정법의 적용 연구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향

GAUSSIAN AND NON-GAUSSIAN NOISE

후 연구 방향에 대한 첨도 측정법의 긍정적인 적용을 제안한다.
가우시안 소음이란 충격음 없이 거의 일정한 스펙트럼을 나

WEAKNESS OF CURRENT NOISE
EXPOSURE CRITERIA

타내는 지속적인 소음(steady-state noise)을 뜻한다(Hamernik
et al., 2003). 대표적인 예로 백색소음(white noise)이 있으며,
일을 할 때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베틀 소리, 보일

소음 노출로부터 근로자의 청력 손상을 평가 및 보호하기 위

러 소리, 에어컨 소리, 환기 소리 등이 있다. 따라서 특성상 일반

해 equivalent sound levels, peak pressure levels, noise expo-

적이면서도 사람들의 귀에 지속적인 강도로 제시되는 소음을

sure rating 등과 같은 다양한 소음 측정 방법이 제시되어 왔고,

가우시안 소음이라고 정의된다. 반면, 복합 소음(complex

매개 변수에 대한 허용 수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 미국직업

noise) 또는 간헐적인 소음(intermittent noise)이라고도 불리는

안전위생국(OSHA), 미국국립직업안전위생연구소(NIOSH) 등

비가우시안 소음은 일정한 강도를 지닌 지속적인 소음 내에 여

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기준이 통용되고 있다(AlIdrisi et al.,

러 번의 간헐적인 충격음이 함께 결합되어 제시된다. 예를 들

1990). 그러나 미국직업안전위생국의 직업적 소음노출기준

어, 펀치프레스업(95.3 dBA), 직물업(105 dBA), 금속가공업(95

(OSHA, 2014)은 8시간 가중 평균, 허용 소음 노출을 90 dBA

dBA) 등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지속적인 소음이 제시되는

와 5 dB 교환율로 규정하는 반면, 미국국립직업안전위생연구소

환경 내에서 지속적인 소음의 강도보다 큰 간헐적인 충격음에 노

(NIOSH, 1998)는 8시간 가중 평균의 허용 소음 노출을 85

출되고 있다. 비가우시안 소음 내에 지속적인 소음과 간헐적인

dBA와 3 dB 교환율로 권고하는 등 각 기구별로도 그 시작 기

고강도 충격음의 차이는 약 20~30 dB 정도 상이할 수 있으며, 충

150

S You et al.

격음의 결합방식 혹은 패턴에 따라 청력 손상의 정도 및 양상이

ASR

위한 측정 방법이 필요하다.

달라질 수 있다(Suter, 2017). 다시 말해, 지속적인 소음과 충격음
을 모두 포함한 비가우시안 소음은 지속적인 소음과 충격음이 각

CONCEPT OF KURTOSIS METRICS

각 제시될 때보다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Hamernik et
Erdreich(1986)는 강한 환경 소음을 보다 정교하게 수치화하

al., 2003).
Figure 1을 통해, 4가지 비가우시안 소음의 특징을 나타내는

기 위해 노출된 소음의 형태가 평균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예를 제시하였다. Figure 1의 A와 B는 동일한 시간 동안 제시

(peakedness)와 얼마나 넓게 분포하고 있는지(tailedness)를 반

된 비가우시안 소음으로서, Figure 1A에 나타난 두 가지 비가

영하는 인자로서 첨도(kurtosis)를 제시하였다. 통계학적으로 1차

우시안 소음은 간헐적인 충격음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제시

적률(1st moment)은 평균(mean), 2차 적률(2nd moment)은 분

된 충격음의 길이에는 차이가 있다. Figure 1B의 비가우시안

산(variance)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3차 적률(3rd moment)은

소음은 Figure 1A에서 나타난 소음과 다르게 충격음의 강도

왜도(skewness), 4차 적률(4th moment)은 첨도를 정의하는 데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두 가지 소음 역시 각각 제시된

사용한다. 첨도는 4차 적률을 분산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며,

충격음의 길이가 다르다(Passchier-Vermeer, 1973). 만일, 에너

확률 분포의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계산 과정에서

지 미터법에 따라 단위시간 내 소음의 강도를 측정한다면, 평균

측정된 모든 소음의 양을 각각 표준값으로 전환하고 표준값은

적 에너지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패널 A와 B에 제시된 다른 두

측정값에 4배를 한 후 측정치의 수로 나누어 β 값을 얻는다

가지 소음은 충격음의 길이에 관계없이 같은 강도의 소음으로

(Figure 2의 왼쪽 패널 수식 참조).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해

측정되어 소음성 난청 예방 기준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비

Figure 2의 오른쪽 패널에 3가지 크기의 첨도를 제시하였다. 첨

가우시안 내에서 각기 다른 충격음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기

도는 β 값을 통해 도수 분포가 얼마나 뾰족한지 혹은 얼마나 평
평한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므로, 얻어진 β 값이 0보다 크지만 3
보다 작으면 분포는 완첨(platykurtic, 평평함), 3과 같으면 중첨

Short intervals
Long intervals

(mesokurtic, 높이가 정상적임), 3보다 크면 급첨(leptokurtic, 뾰
족함)이라 한다.

Intensity (dBA)

일정 시간 동안 소리의 압력 대 시간 파형을 분석하였을 때,
충격음이 포함된 비가우시안 소음의 경우 가우시안 소음보다
높은 진폭의 분포(variable x)로 인해 급첨(β ＞ 3)으로 나타난
다. 따라서, 급첨(β ＞ 3)을 나타내는 비가우시안 소음은 가우시
안 소음의 노출에 비해 청력 손실에 유해한 요소가 된다.

A

Time (ms)
Short intervals
Long intervals

Arithmetic mean = 1st moment
Variance = 2nd moment
3rd moment
Skew =
s3
Kurtosis = 4th moment
s4
1 N X1 - x 4
β=
(
)
N i=1
s

β > 3 (leptokurtic)
β = 3 (mesokurtic)
β < 3 (platykurtic)

Intensity (dBA)

Σ

B

Time (ms)

Figure 1. Graphical example of the short-interval and long interval
non-Gaussian noise. A: Comparison of short-interval and long-interval noise for intermittent noise exposure. B: Comparison of short-interval and long-interval noise for varying noise exposure.

Figure 2. Left panel: The variable x is amplitudes of the pressure–
time waveform at discrete points over some periods of time. The Nth
order moment is defined as the average of (X1 - C)n, where the C is a
constant. In the presented formulas, also represents the standard deviation and x- represent the expected value. Right panel: Instruction of
the descriptive statistical display for distributions of the variable x.
www.e-as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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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KURTOSIS METRIC
FOR NOISE EXPOSURE STUDY

음에 노출된 후에 내유모세포의 손실은 중·저주파수까지 확장
된다(Figure 3C). 또한 비가우시안 소음(β = 84)에 노출 시 가우
시안 소음(β = 3)보다 약 40 dB HL의 영구적 청력 손실 차이가

많은 선행연구들은 비가우시안 소음 노출 시 청력 손실의 정

나타난다(Figure 3D). 이에 근거하여, LAeq 측정법을 이용하여

도와 유병률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측정법으로 첨도를

소음을 측정한다면, 유모세포 손상의 차이 및 소음 노출 정도,

사용하였다. Lei et al.(1994)의 연구에서는 44마리의 친칠라를

청력 손실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3가지 소음으로 나누어 가우시안 소음, 폭발음(106 dB peak

Dunn et al.(1991)의 연구에서는 16마리의 친칠라를 두 그룹

SPL)이 결합된 비가우시안 소음, 충격음(125 dB peak SPL)이

으로 나누어 각각 가우시안 소음(pink noise), 비가우시안 소음

결합된 비가우시안 소음에 5일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시켰다.

(충격음)에 노출시켰다. 5일 동안 하루 4시간씩 소음에 노출시

실험에 사용된 3가지의 소음은 모두 동일한 에너지와 스펙트럼

켰으며, 30일 이후 청력 역치를 측정한 결과, 예상한 대로 비가우

을 지녔지만 첨도값만 다르게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가우시안

시안 소음 그룹의 청력 역치 변동은 가우시안 소음에 노출된 그

소음의 첨도값(β)은 3, 폭발음과 결합된 비가우시안 소음의 첨

룹의 청력 역치 변동보다 유의미하게 더 크게 나타났다. Lataye

도값은 21, 충격음과 결합된 비가우시안 소음의 첨도값은 84였

& Campo(1996)의 연구 또한, 29마리의 기니피그 두 그룹을 대

다. Figure 3을 통해, 각각의 소음에 노출된 세 그룹의 모세포

상으로 진행하여 LAeq의 적용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
일한 음향 스펙트럼을 갖는 가우시안 소음과 비가우시안 소음

3D)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첨도값이 β = 3, 21, 84의 소음

을 비교하였다. 저자들은 LAeq의 소음 측정법 적용은 정확한

을 비교했을 때, 노출된 소음의 첨도값이 클수록 유모세포의

손상위험기준(damage-risk criterion)이 아님을 보고하였고, 가

잠재적 손상은 극적인 상승이 나타났고 고주파수에서 보다 많

우시안 소음과 비가우시안 소음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청력 손

은 양의 유모세포 손실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외유모세포의

실 예방 측정법이 새로이 제안되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제시

손상이 두드러지지만, β = 84의 첨도값을 지닌 비가우시안 소

된 3가지 동물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비가우시안 소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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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amage percentage of outer and inner hair cell loss based on different beta values, i.e., β = 3 (A), β = 21 (B), β = 84 (C), and its potential pure-tone audiometric results. It is a graphical display inferred from data of Lei et al. (1994). OHC: outer hair cell, IHC: inner hair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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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로 인한 청력 손실은 동등한 에너지 분포를 가진 가우시안

상으로 가우시안 소음과 비가우시안 소음의 제시 강도를 여러

소음의 노출로 인한 청력 손실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지게

단계로 달리하면서 일정 시간의 소음 노출 후 변화된 청력 역

나타났다(Dunn et al., 1991; Lataye & Campo, 1996; Lei et al.,

치를 측정하였다. 7개의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소음 노출로 인

1994).

한 정확한 청력 손실을 측정하는데 소음의 특성을 고려한 첨

Zhao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두 산업 공장에 종사하는 근

도 측정법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90 dBA

로자의 청력 손실의 유병률을 비교하였다. 공장 A는 8시간 평

이상의 가우시안 소음과 β ＞ 3의 충격음이 결합된 비가우시안

균 95~105 dBA의 가우시안 소음을 가진 섬유업이었고, 공장

소음에 노출될 경우, 산업체 근로자의 모세포 손실에 크게 유

B는 8시간 평균 95 dBA의 소음과 125 dB peak SPL의 충격

해할 수 있음을 결론 지었다.

음이 결합된 비가우시안 소음을 갖는 금속 가공업이었다. 두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첨도 측정법으로 계산한 결과, 공장

CONSIDERATION OF KURTOSIS METRIC

A의 첨도값(β)은 3.3, 공장 B의 첨도값(β)은 40이었다. 공장
A(가우시안 소음)와 공장 B(비가우시안 소음)의 각 소음을 축
1

정리해 보면, 비가우시안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상을 효과적

적 소음(cumulate noise exposure, CNE )으로 로지스틱 회귀

으로 측정하기 위해 첨도 측정법을 적용해야 하고 중요한 변수

(Logistic Regression) 모델에 적용시켰다. 가우시안 소음에 노

로서 첨도값과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

출된 공장 A의 평균 축적 소음값은 110.6 ± 6.0 dB, 비가우시

나 첨도 측정법의 적용이 비가우시안 소음을 측정하는 데 가

안 소음에 노출된 공장 B의 평균 축적 소음값은 103.2 ± 4.2

장 우수한지는 아직 고려해야 할 점도 분명 존재한다. Qui et

dB로 공장 A의 평균 축적 소음값이 7 dB 더 높았다. 그러나

al.(2006)은 106마리의 친칠라에게 90~110 dBA의 가우시안 소

공장 A의 평균 소음 수준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2, 4, 6, 8

음에 첨도값을 달리하며 노출시켰을 때, 90 dBA의 LAeq에 노

kHz에서 청력 손실(≥ 30 dB HL)이 발생되는 유병률은 두 공

출된 그룹은 첨도값의 변화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도의 청력 손

장의 근로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고, 오히려 공장 B의 근로자

상을 보였지만, 90 dBA보다 높은 강도의 소음에선 비가우시안

는 공장 A의 근로자에 비해 근무 연수가 높아질수록 더 빠르게

소음에 노출된 친칠라에게서 더 큰 청력 손상이 나타났다.

청력 손실의 유병률이 높아졌다. 다시 말해, 공장 B의 근로자는

Harding & Barbara(2004)의 연구 또한 416마리의 친칠라에게

공장 A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평균 7 dB 정도 낮은 축적 소음을

500 Hz와 4 kHz의 옥타브 밴드의 소음을 사용하였고, 4 kHz

가졌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잠재적인 청력 손실의 발생 가능성

에서는 86~90 dBA, 500 Hz에서는 95 dBA보다 높은 강도의

은 더 높게 분석되었고, 비가우시안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는 가

소음에 노출되었을 때 LAeq에 의해 예측된 것보다 많은 청력

우시안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보다 고주파수 난청이 발생할 확

손실이 발견되어 주파수에 따라 첨도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률이 40.9% 더 높다고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동물 실

있음을 시사하였다. 즉, LAeq ≤ 90 dBA의 소음 측정에 있어

험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고, 비가우시안 소음 노출은 지속적

서는 기존 LAeq 측정법인 동등에너지가설을 적용할 수 있으

인 에너지 등가를 갖는 가우시안 소음에 노출된 경우보다 청력

나, 90 dBA보다 높은 고강도의 소음을 측정 시 기존의 소음

손실에 더 위험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Davis et al., 2009;

측정방법은 소음 노출 및 그 손상을 과소평가할 수 있기 때문

Hamernik et al., 2003; Qiu et al., 2006, 2007).

에 첨도가 적용된 소음 측정이 필요하다.

종합해 보면, 첨도(β)는 정점(peak)과 시간(temporal)에 민감

한편 Zhu et al.(2009)은 복합 소음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한 통계적 특성을 가지며 이를 통해 비가우시안 소음 노출로

수단으로써 첨도를 포함한 14가지의 소음 측정 지표(noise met-

인한 잠재적 청력 손실을 보다 민감하게 탐지할 수 있다(Davis

ric)를 적용하고 실험하였다. 친칠라를 대상으로 평균 100 dB

et al., 2009; Hamernik et al., 2003; Qiu et al., 2006, 2007).

SPL의 다양한 특성의 소음들과 여러 수준의 첨도를 적용하여

고정된 동등 에너지 수준에서 첨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음으로

제시한 후 각 소음의 측정 지표와의 상관성을 비교 분석한 결

인한 청력 손실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는 LAeq 측

과, 첨도는 주파수 상관성(frequency correlation), 소음 상관성

정법과 결합된 첨도 측정법이 청력 보존의 목적을 위한 소음

(noise correlation), 전반적 상관성(overall correlation)의 3가

평가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하기에는 강력한 측정법은 아니

Table 1에서는 첨도 측정법을 적용한 7개의 선행연구들을 분

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Zhu et al.(2009)의 결과는 실제 산업

석하여 정리하였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Zhao et al.

환경의 근로자가 노출되는 복합 소음이 아닌 실험실에서 인위

(2010)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논문에서 친칠라를 대

적으로 조작된 소음이기 때문에 산업 현장의 실제 소음을 적용

1

하여 3가지 상관성을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비가우

CNE = LAeq 8 h + 10 log T (where T is exposure time in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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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Hamernik et al.

Qiu et al. (2006)

Davis et al. (2006)

(2003)

Hamernik et al.

(1993)

• 8 animals in each group

Several groups of chinchillas:

• 11 or 12 animals in each group

9 groups of chinchillas:

• 11 or 12 animals in each group

9 groups of chinchillas:

• 11-16 animals in each group

17 groups of chinchillas:

(β = 189)

• 10 in the pure impact exposure

• 10 in the non-G noise (β = 27)

• 10 in the G noise (β = 3)

Researchers (year)
Sample
Hamernik et al.
3 groups of chinchillas:
significant in measuring the PTS

the G noises

• Non-G noises produced greater PTS at higher frequencies than

the ATS and PTS was significant

• The interaction between the kurtosis and frequency in measuring

(LAeq = 90 dBA)
trauma effect might be reduced
produced by G and non-G noises showed no difference

the temporal composition of the noises, kurtosis measurement
considering adjunct spectral energy should be used for evaluation

differed in the temporal structure)

of industrial noise exposure

• Although the noise exposure trauma did not differ with changing

conditions (the noises had the same spectrum but

of kurtosis at the same LAeq level

• The hearing loss was found to get higher with increasing the value

• Each group was exposed to 1 of 12 different noise

noise for 8 hours for 3 weeks at LAeq = 97 dBA

• All the groups were exposed to interrupted non-G

hearing loss

• Higher levels of kurtosis showed a higher possibility of developing

exposure of the same LAeq level

β = 45

higher in the non-G noise exposure compared to the G noise

bursts with the kurtosis ranging from β = 3 to

• For the LAeq levels > 90 dB, the noise exposure trauma was

100, or 110 dBA using different G, non-G, or noise

• The exposure conditions were: either LAeq 90,

AEP

• The hearing thresholds were measured by using the • For the lowest LAeq level (90 dBA), the noise exposure trauma

of noise exposure trauma

• The kurtosis metric was used to measure the extent • By extracting the energy from the impulsive transient noises, the

trauma compared to the G noise at the same intensity level

band-limited impacts) at different LAeq levels

• The non-G noise exposure had produced higher noise exposure

producing the noise exposure trauma at the lowest intensities

• There was no difference found between the G and non-G noise in

higher

• With increasing the levels of kurtosis, the permanent damage was

loss than the G noise exposure for the same LAeq levels

noise exposure trauma in terms of ATS, PTS, OHC loss, and IHC

noises (composed of broadband noise bursts and

• All the groups were exposed to continuous non-G

AEP

• The hearing thresholds were measured by using

from β = 3 to β = 105

non-G, or noise bursts with the kurtosis ranging

• The exposure conditions varied using different G,

100 dBA for 20-30 min per a day (total 5 days)

• The
 groups were exposed to continuous LAeq =

AEP

• The hearing thresholds were measured by using the • All of the non-G noise exposure conditions had led to a greater

• The average of ATS and the PTS were measured

SPL for 5 days

• All the animals in 3 groups were exposed to 90 dB

AEP

Methodology
Outcomes
• The hearing thresholds were measured by using the • The kurtosis in measuring the ATS was not significant, but it was

Table 1. A summary of seven papers estimating the kurtosis metric as noise exposure

ASR
Kurtosis Metric

29 groups of chinchillas:
• 6-8 animals in each group

Outcomes
• Kurtosis for G noise = 3.05 and for non-G noise = 75.56
• LAeq 40 s for G noise = 117.5 dBA and for non-G noise = 107.2
dBA
• CNE for G noise = 110.6 and for non-G noise = 103.2
• The mean kurtosis (β) for G noise = 3.3 and for non-G noise = 40
• The factor K for G noise = 3.1 and for non-G noise = 5.6

• The
 hearing thresholds were measured by using the • For the groups that were exposed to interrupted 19 days, the
kurtosis main effect on the PTS, IHC, OHC for the non-G and
AEP
G noises was demonstrated by showing a significant effect of the
• The animals were exposed to 97 dB SPL for either
group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group and frequency
5 days continuously or interrupted schedule for
• For the groups that were exposed to continuous 5 days, the
19 days: 2 groups were exposed to either G noise
kurtosis main effect for the non-G noises was demonstrated by
for continuous 5 days or G noise for interrupted
showing a significant effect of the group on the PTS, IHC, and
19 days, 3 groups were exposed to 1 of 3 continuOHC. However, the interaction between the group and frequency
ous non-G noise for 5 days (β = 25, 50, or 100),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ly on the IHC and OHC
24 groups were exposed to non-G noise for inter• The exposure trauma was found to be higher with increasing the
rupted 19 days
kurtosis level

Methodology
• SPL noise was measured by using a dosimeter, and
real-time sound recording was done by using a
sound level meter
• The kurtosis was computed using a 40-sec time
window for 5 min noise recordings
• The
 CNE was used to quantify the noise exposure
for each subject

The papers of table summary are in chronological order. AEP: auditory evoked potential, SPL: sound pressure level, ATS: asymptotic threshold shift, PTS: permeant threshold shift, G:
gaussian, CNE: cumulative noise exposure, IHC: inner hair cell, OHC: outer hair cell

Qiu et al. (2013)

Researchers (year)
Sample
Zhao et al. (2010)
2 groups of workers:
• 163 in the G noise group
• 32 in the non-G noise group

Table 1. A summary of seven papers estimating the kurtosis metric as noise exposur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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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 소음은 충격음의 경우 적어도 90 dBA 이상의 소리가 대

부분이므로 첨도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

며, 첨도 이용 시 자극의 상대적인 정점들(relative peaks)과 충
격음의 지속 시간, 신호의 반복 주기를 반영함으로써 노출 자

극의 시간적, 강도적 특성을 가져 간헐적인 소음의 측정에 있어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Erdreich, 1986; Hamernik & Qui,
2001). 따라서 구체적인 첨도 적용 연구를 수행하여 현재의 첨

도 측정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CONCLUSIONS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보고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2016년

국내 산업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가장 많이 발생한 직업병이

며,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D1)는 2000년 1,368명에서 2016년
추세를 보였다(KOSHA, 2016) (Figure 4). 앞서 언급한 대로, 현

11,456명으로 8.47배 높아졌고, 전년 대비 1,414건(14.1%)의 증가

재 국내의 소음 노출 적용 기준은 미국직업안전위생국(OSHA)
에 근거하여 90 dBA의 최대 8시간 노출로 규정한다. 소음 노출

기준보다 5 dB씩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50%씩 감소하는 5 dB

교환율 법칙이 적용되며, 최대 작업장 소음 노출은 115 dBA이다.
국내의 관련 문헌들을 살펴보면, 국내 22,384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1년도에 실시한 작업환경 소음노출평가 결과에서
Roh & Phee(2003)는 총 5,785개의 업체가 90 dBA 기준을 초

과하는 사업장으로 분류하였고, 2002~2005년 동안 실시한
환경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전체 사업장의 90% 이상이 1일
Jang & Chung(2007)의 연구에서는 3~4만 개 사업장의 작업

8시간 작업기준 90 dBA 소음노출기준을 초과하였다. 앞서 언

급했듯이 이러한 측정 결과는 8시간 평균인 LAeq의 90 dBA
강도 기준을 적용한 분석이기 때문에 본 종설에서 설명한 소음

의 특성과 비가우시안 소음의 패턴을 측정하는 데 첨도 측정법

적 소음에 따른 잠재적 청력 손실을 예측하기에는 매우 큰 한
을 적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 분석은 산업 근로자의 축

계가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본 종설에서는 가우시안 소음과 비가우시안 소음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비가우시안 소음 측정에 적합한 첨도 측정법을 소

개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가우시안 소음과 비교 시, 비

가우시간 소음에 따른 보다 큰 청력 손실의 정도에 대해 위험

성을 경고하고 있다. 즉, 동일한 강도로 지속되는 가우시안 소

음에 비해 동일한 강도의 소음과 더불어 간헐적인 충격음이 혼

합되어 나타나는 비가우시안 소음의 노출로 인한 청력 손실의

위험성은 더 치명적이다. 따라서 기존에 획일적으로 사용되던

소음 노출의 평균 강도와 시간을 적용한 에너지 미터법의 한계

점에 첨도 측정법을 적용한다면 보다 과학적인 예방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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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 세계적으로, 대략 1,000만 명에 가까운 많은 수의 산업체
근로자가 85 dBA 이상의 고강도 소음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Davis et al., 2009), 노출 소음의 복합적 특성 및 시너지적 위
험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이를 통한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
다. 또한, 산업체 근로자뿐만 아니라 복합 소음의 일종인 유희
적 소음에 노출되는 일반 대중의 소음성 난청의 예방 및 청력
보존의 관점에서 보다 정밀한 소음 노출 수준의 측정과 예방
기준이 매우 시급하다. 거리의 소음에 노출되면서 휴대용 음향
기기를 통한 고강도의 음악 청취, 스포츠 관람 시 발생하는 경
기 소음 및 응원 소음에의 노출, 군부대에서의 훈련 시 사용되
는 다양한 총기류의 소음 등 두 가지 이상의 소음이 복합되어
발생하는 복합적 유희적 소음의 비가우시안적 분석과 해석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청각 전문가는 노출되는
소음의 특성을 고려한 정확한 측정법의 사용은 물론 효율적인
소음성 난청의 예방과 보존을 위해 보다 분별 있는 소음 측정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심 단어0:0첨도 측정법·가우시안 소음·비가우시안 소음·
복합 소음·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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