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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speech intelligibility index (SII) represents the contribution of audible speech information within given frequency bands to
speech intelligibility. Generally, speech intelligibility performance depends on the gender of the speak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how a speaker’s gender affects band-importance functions (BIFs) and absolute transfer functions (ATFs), which are important components of the SII. Methods: This study consisted of 78 subjects. The SII data for male speakers was obtained from a previous
study. The SII data for female speakers was obtained using the same procedure as the previous study. Hearing-In-Noise Test sentences
were used as stimuli. Intelligibility scores were measured in 42 filters at 5 signal-to-noise ratios. The BIFs and ATFs were derived using a
nonlinear optimization procedure, and then the BIFs and ATFs of the different genders were compared. Results: The BIF and ATF of different gender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he case of the BIF, the gap between the different genders ranged between 0.2% (1,170
Hz) and 4.0% (8,500 Hz) depending on the frequency band. In the case of the ATF, the female speakers’ ATF was steeper than the male
speakers’ ATF.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indicate that gender can be an important factor for predicting intelligibility.
Female speakers’ speech seems particularly more intelligible than male speakers’ speech when measured at the same audibility levels in
Korean SII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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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통하여 보청기 적합의 예후를 예측하는 모델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SII를 청력도상에서 간편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

어음명료지수(speech intelligibility index, SII)는 주어진 주

작된 시각화 SII (graphical SII) (Mueller & Killion, 1990)는

파수 대역의 가청 능력을 산술적으로 계산함으로써 어음인지

주파수별 어음역동범위(dynamic range of speech)와 주파수중

수행력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다[American National Stan-

요함수(band-importance function, BIF)를 시각적 정보로 제

dards Institute (ANSI), 1997/R2012; Amlani et al., 2002]. SII

공함으로써 환자 및 보호자가 대상자의 가청 영역 및 어음인지

는 주로 보청기 착용 전후의 예측 어음인지 수행력의 변화를

도 수행력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어 상담 시에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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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Hornsby, 2004; Killion & Mueller,
2010). SII를 산술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S Heo et al.
F

SII =

∑BIF × BAF
f

f

[1]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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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별에 초점을 두었다. 일반적으로 화자의 성별은 어음인
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되고 있다(Bradlow
et al., 1996; Kim & Lim, 2006). Bradlow et al.(1996)의 보고

F는 나누어진 주파수 대역의 총 개수를 나타낸다. BIFf는 해

에 따르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청자와 화자를 대상으로

당 주파수 대역의 BIF를 나타내며, BAFf는 해당 주파수 대역

실험한 결과 여성 화자 10명의 목소리로 검사한 문장인지도가

의 대역가청함수(band-auditory function, BAF)를 나타낸다.

평균 89.5%로 남성 화자 10명의 목소리로 검사한 문장인지도

BIF의 경우, 전체 주파수에 대한 중요도를 1로 설정하고 각 주

평균 점수(86.2%)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Kim

파수 대역에서 상대적인 중요도를 할당하여 주파수별 중요도

& Lim(2006)은 남녀 화자의 목소리로 녹음된 한국어 단음절

를 산정한다. BAF는 주어진 주파수 대역에서 청취자가 청취 가

표를 활용하여 20명의 건청 성인을 대상으로 단음절 어음인지

능한 어음에너지의 정도를 수치로 정량화한 값을 의미한다

도를 측정한 결과, 남성 화자의 목소리로 측정하였을 때 높은

(Amlani et al., 2002; ANSI, 1997/R2012). 예를 들어, 해당 주

어음인지도를 보이는 단음절과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측정하

파수 영역에서 50%만큼 어음에너지를 들을 수 있다면, 0.5로

였을 때 높은 어음인지도를 보이는 단음절들이 다름을 보고하

계산된다. 총 SII 값은 각 주파수 대역의 BIF와 BAF 수치를 곱

였다. 화자의 성별에 따른 어음인지 수행력의 차이는 화자의 성

한 값들의 총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별에 따른 음향적인 특징에서도 예측해 볼 수 있다. Noh &

SII의 어음인지도 예측은 SII 값과 백분율로 표시된 어음인지

Lee(2012)는 건청 성인 남녀 각 10명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장

도 점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절대전달함수(absolute trans-

기평균어음스펙트럼(long-term average speech spectrum)의

fer function, ATF)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ATF의 도출

값이 화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과정을 산술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Klatt & Klatt(1990)는 남녀의 성별에 따라 모음의 기본 주파수
(fundamental frequency)가 다르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

S = (1 - 10

PA
Q

)

N

[2]

연구들의 결과는 화자의 성별 요소가 어음인지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근거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S는 어음인지도, P는 청자와 화자의 숙련도, A는 equation [1]

SII에서 중요한 구성요소인 BIF와 ATF는 다양한 주파수 필

에서 계산된 SII 값을 의미한다. Q와 N은 함수의 곡선을 적은

터링 및 신호대잡음비(signal-to-noise ratio) 상황에서 측정된

왜곡으로 산출하기 위한 상수(fitting constant) 값을 나타낸다.

어음인지도 수행력에 기반하여 도출된다(Amlani et al., 2002;

SII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BIF와 ATF는 다양한 요소들에 의

ANSI, 1997/R2012). 만약 화자의 성별에 따라 각 조건에서 측

해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BIF의 경우 측정에 사용되는

정된 어음인지도 점수가 다르다면, 다양한 상황에서 측정된 어

언어 및 자극 종류에 따라 주파수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음인지도 점수를 기반으로 도출되는 BIF 및 ATF 값 또한 달

(DePaolis et al., 1996; Narne et al., 2016; Wong et al., 2007).

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Narne et al.(2016)과 Wong et al.(2007)은 각각 말라얄람어와

BIF와 ATF를 구하고 기존의 남성 화자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광둥어를 사용하여 BIF를 도출하였으며, 영어를 기반으로 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 SII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발된 기존 BIF와는 다른 주파수별 중요도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해 보고자 하였다. 만약 성별에 따른 차이가 BIF 및 ATF에서

보고하였다. 또한 Healy et al.(2013)은 동일 언어(영어)에서 자

나타난다면 SII 산출에 성별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확인할

극음의 종류가 바뀌면 BIF 또한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ATF

수 있을 것이며, 차이가 없거나 적어서 어음인지도 예측 값이

의 경우에도 사용된 자극음의 종류에 따라 예측 곡선(predic-

유사하게 산출된다면 SII를 산출할 때 화자의 성별은 중요한

tion curve)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한 연구들이 있었다(Bell et

고려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여성

al., 1992; Depaolis et al., 1996). Depaolis et al.(1996)은 단어,

화자의 목소리 기반 BIF와 SII의 산출은 남성 화자를 대상으로

문장, 담화 등 자극음의 종류에 따라서 ATF가 다르게 도출된

SII를 산출한 선행연구(Jin et al., 2015)와 동일한 방식에 따라

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Bell et al.(1992)은 예측 가능한 정도

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화자의 성별에 따른 한국형

가 다른 두 문장 목록의 ATF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SII의 예측 값의 차이 유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은 SII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BIF 및 ATF
는 언어, 자극음의 종류 및 자극음의 예측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BIF와 ATF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화
www.e-as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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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6,400, 7,700 Hz)에 의하여 필터링되었다. 42개의 필터링 조건
은 SII 중요 밴드(SII critical-band) 계산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어음인지도 데이터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

하였다(ANSI, 1997/R2012). 사용된 필터의 기울기(slope)는 옥
타브 단위당 96 dB로 설정하였다.

는 78명(남자 42명, 여자 36명)의 건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평균연령: 24.3세, 연령분포: 20~29세). 참여자들의 순음

실험 장비

청력검사 결과, 모든 참여자들의 청력역치는 250~8,000 Hz 영

제시음은 청각검사기기(GSI 61; Grason-Stadler, Eden Prairie,

역에서 20 dB HL 내의 정상 범위를 보였다. 또한, 고막운동도검

MN, USA)로 전달되어 헤드폰(TDH-50P; Telephonics Cor-

사에서 모두 A 타입으로 정상임을 확인하였다. 참여자들에게

poration, Farmingdale, NY, USA)을 통하여 참여자의 오른쪽

는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였으며, 실험에 참여하기 전에 모든 참

귀로 제시되었다. 헤드폰의 출력 레벨은 1 kHz 순음으로 보정

여자들은 연구의 목적 및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

제공받았으며 각 참여자의 동의 후에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여성 화자 자극음의 녹음은 음성장애가 없는 건청
성인 여성 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절차
모든 검사 절차는 Jin et al.(2015)에서 사용한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이 절차는 Studebaker & Sherbecoe(1991), Wong et

자극음

al.(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한 실험 프로토콜을 통

남성 화자에 의해 산출된 BIF 및 ATF 데이터는 Jin et

하여 설계되었다. 참여자들은 헤드폰을 통하여 들은 문장을

al.(2015)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Jin et al.(2015)에서 화자로

들은 만큼 최대한 받아쓰도록 지시받았다. 인지도는 문장의 중

참여한 한 명의 남성 화자는 다수의 남성 화자에 의해 동일한

심 단어를 정확히 받아쓴 비율로 계산하였다. 문장의 듣기 조

문장표를 녹음한 후 녹음에 참여한 남성 화자들의 장기평균어

건은 저주파수통과필터(low-pass filter, LP filter)와 고주파수

음스펙트럼 값에 가장 근접한 대상자를 화자로 선정하여 연구

통과필터(high-pass filter, HP filter) 각각 21개와 5개의 신호

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극음은 총 35명의 여성 화

대잡음비를 사용하여 제작된 총 210가지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자를 대상으로 Korean Hearing In Noise Test (K-HINT) 문

실험 설계에 따라 208개의 조건에서만 실험을 진행하였다(Jin et

장표(Moon et al., 2008)를 녹음한 후 장기평균어음스펙트럼을

al., 2015). 제외된 두 가지 조건은 –8 dB 신호대잡음비로 제작

산출하여 평균값에 가장 근접한 값을 나타내는 대상자의 목소

된 LP 200 Hz 조건과 HP 7,500 Hz 조건이었으며, 모두 0%의

리로 녹음된 음원을 자극음으로 설정하였다. 자극음의 음성

점수가 예상되는 조건이었다. 2가지 실험 조건을 제외한 이유는

샘플은 이중벽 방음실(double-wall sound booth)에서 음성분

자극음(문장) 특성상 학습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

석프로그램(Computerized Speech Lab; PENTAX Medical,

자는 동일한 문장에 한 번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실험 디자인을

Montvale, NJ, USA)과 마이크(Sennheiser e-835s; Sennheiser,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대상자당 총 문장표 수(24개 리스트)에

Wedemark, Germany)를 사용하여 녹음하였다. 음원의 표준화

해당하는 24개 조건에만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2가지 실험

주파수를 44,100 Hz로 설정하였으며 양자화는 16 비트(bit)로

조건(210 - 2 = 208개 조건)의 제외가 불가피했다(78명 × 24개

설정하였다. 녹음된 음원은 65 dB SPL로 정규화한 후, speech

리스트 = 208개 조건 × 9개 조건별 데이터 = 1,872개 데이터).

shaped noise를 사용하여 다양한 신호대잡음비(-8, -4, 0, +4,

이는 한국 남성 화자의 BIF를 구한 선행연구와 동일한 실험 디

+8 dB)로 제작하였다. 이 다섯 가지 신호대잡음비는 남성 화자

자인이었다(Jin et al., 2015). K-HINT는 24개 목록(총 240 문장)

의 목소리로 한국어 문장을 이용하여 BIF를 도출한 선행연구

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참여자들은 학습 효과(learning

에서 인지도 점수와 신호대잡음비 사이에 유의한 효과를 보여

effect)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 208개의 조건 중에서 24개의 조건

주는 효과적인 조건으로 나타났다(Jin et al., 2015). 따라서 본

에만 무작위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각 조건당 9개의 데이터가

연구에서도 같은 신호대잡음비를 사용하였다. 또한 음원들은

얻어졌다. 실험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참여자들이

21개의 저주파수통과필터(200, 300, 400, 510, 630, 770, 920,

원할 경우 언제든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1,080, 1,270, 1,480, 1,720, 2,000, 2,320, 2,700, 3,150, 3,700,
4,400, 5,300, 6,400, 7,700, 9,500 Hz)와 21개의 고주파수통과

통계 분석

필터(100, 200, 300, 400, 510, 630, 770, 920, 1,080, 1,270,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예측된 SII 값과 평균 인지도 점

1,480, 1,720, 2,000, 2,320, 2,700, 3,150, 3,700, 4,400, 5,300,

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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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Corp., Armonk, NY, USA)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석하

Narne et al., 2016)에서 신뢰성이 입증되어 본 연구의 BIF와

였고 유의수준은 α = 0.05 이하로 설정하였다.

ATF 도출 절차로 적용하였다.

BIF와 ATF의 도출을 위한 계산방법

RESULTS

BIF 및 ATF의 도출은 남성 화자가 녹음한 K-HINT 문장표
로 도출한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Jin et

화자의 성별에 따른 K-HINT 문장표의 BIF 비교는 Table 1

al.(2015)에서 사용한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Kates(2013)

에 제시하였다. 두 BIF는 두 주파수 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 개발한 이 방법은 데이터 평활화(data smoothing) 및 그래

주파수 대역에서 중요도의 차이는 2% 미만이었다. 2% 이상 차

픽 설계(graphical construction)를 거치지 않고 BIF와 ATF를 도

이를 보인 중심 주파수는 450 Hz와 8,500 Hz로 그 차이는 각

출하고, 매트랩 최적화 도구(MATLAB version R2013a; Math-

각 3.6%와 4.0%였다. 여성 화자의 경우 중심 주파수 250 Hz에

Works Inc., Natick, MA, USA)에서 제공하는 비선형 최적화

서 가장 높은 중요도(8.9%)를 보였으며, 남성 화자의 경우 중심

함수를 기반으로 BIF 및 ATF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최적화의

주파수 350 Hz와 450 Hz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8.3%)를 보였

기준은 equation [2]의 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오차를

다. 두 BIF의 교차 주파수(crossover frequency)는 중심 주파

최소화하고 검사 조건 전체에서 확인된 어음인지도의 평균 비

수 기준 1,750 Hz였다.

율을 통합하는 것이었다. 또한 수학적 절차는 BIF와 Q와 N의

화자의 성별에 따른 K-HINT 문장표의 ATF는 Figure 1에

값을 동시에 조정해서 SII가 대상자의 인지도 점수에 최적화되
도록 제작하였다.
100

매트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다
음과 같은 단계들로 구성하였다. 첫째, 오류 최소화는 매개변수
하였다. 둘째, 매트랩 함수인 ‘fminsearch’를 통하여 초기 추정
치보다 오류를 줄인 BIF를 도출하였다. 셋째, 매트랩 함수인
‘fmincon’을 통하여 한 번 더 BIF의 오류 최소화 과정을 거쳤
다. 이 방법은 Lagarias et al.(1998)에서 함수 값의 오류 최소화
를 위해 적용되었던 방법이었다. 내점(interior point)을 찾는 설
정은 BIF의 합이 1이어야 하며 모든 매개변수와 각 주파수 대역
별 중요도가 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Byrd et al., 1999).

80
Percent correct (%)

인 Q와 N과 함께 BIF의 초기 추정치를 포함하는 벡터로 설정

60
40
20
0

K-HINT (male)
K-HINT (female)
0.0

0.2

1983). 본 방법은 여러 선행연구(Jin et al., 2015; Kates, 2013;

0.6

0.8

1.0

SII

마지막으로 5점 평활화(five-point smoother)를 사용하여 BIF
결과의 이상치(outlier)를 제거하였다(Marchand & Marmet,

0.4

Figure 1. Absolute transfer functions for K-HINT recorded by a male
speaker (dashed line) and a female speaker (straight line). K-HINT:
Korean Hearing In Noise Test. SII: speech intelligibility index.

Table 1. The BIFs derived from male and female speakers as a function of 21 frequency bands

Band limit (Hz) CF (Hz) BIF for female (%) BIF for male (%)
100-200
150
7.3
5.4
200-300
250
8.9
7.4
300-400
350
6.2
8.3
400-510
450
4.7
8.3
510-630
570
5.7
6.7
630-770
700
5.3
4.4
770-920
840
4.3
2.7
920-1,080
1,000
4.4
2.9
1,080-1,270
1,170
4.9
4.7
1,270-1,480
1,370
4.8
5.4
1,480-1,720
1,600
3.7
4.4
CF: center frequency, BIF: band-importance function

Band limit (Hz)
1,720-2,000
2,000-2,320
2,320-2,700
2,700-3,150
3,150-3,700
3,700-4,400
4,400-5,300
5,300-6,400
6,400-7,700
7,700-9,500

CF (Hz) BIF for female (%) BIF for male (%)
1,850
2.3
3.6
2,150
2.0
4.0
2,500
3.2
4.7
2,900
4.8
4.4
3,400
5.0
3.4
4,000
4.2
3.5
4,800
3.8
5.5
5,800
4.5
5.9
7,000
5.2
3.5
8,500
4.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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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여성 화자에 의해 도출된 ATF 곡선이 남성 화자

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Bradlow et al., 1996; Byrd, 1994).

에 의해 도출된 ATF 곡선보다 더 가파른 것을 볼 수 있다. 예

Bradlow et al.(1996)은 여성 화자에 의한 평균 어음인지 점수

를 들어, 0.3 SII는 남성 화자의 경우 50.5% 인지도 점수에 대응

(89.5%)가 남성 화자에 의한 평균 어음인지 점수(86.2%)보다

하는 반면, 여성 화자의 경우 51.8% 인지도 점수에 대응하였다.

더 높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ATF의

또한, 0.45 SII일 때 남성 화자의 경우는 87.0% 인지도 점수에

0.45 SII와 대응하는 각 어음인지 점수와 비슷한 값(여성 화자:

대응하는 반면, 여성 화자의 경우는 89.9%에 대응하였다.

89.9%, 남성 화자: 87%)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어를 기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여성 화자의 SII 값과 평균 인지도 점수

반으로 실험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간의 산포도는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측정된 피어슨 상관계수

성별에 따른 BIF 및 ATF 값의 차이가 실제 어음인지도 예측

값은 r = 0.987로 SII를 통하여 예측한 점수와 실제 측정된 어음

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시각화된 SII에 적

인지도 점수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용하여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Killion & Mueller, 2010; Muel-

서 본 실험에서 도출된 SII의 예측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ler & Killion, 1990). 시각화된 SII는 청력도상에 가청 영역을
100개의 점으로 표현한다. 한 개의 점은 전체 주파수 범위 중요

DISCUSSIONS

도의 1%(0.01 SII)를 의미한다. 주어진 역동범위(dynamic range)
내에서 주파수 범위별로 계산된 주파수 중요도를 일정한 간격

본 연구는 남녀 화자에 의해 녹음된 K-HINT 문장표를 사

으로 점을 배치시키며 이때, 주파수 중요도를 각각 정수로 표현

용하여 도출한 BIF와 ATF를 통하여 성별에 따른 어음인지도

하고 총합은 100이 되도록 설정해야 한다. 역동범위는 사용된

예측 값의 변화 유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도출된

자극음의 평균제곱근 평균값에서 -15 dB 지점을 최솟값으로,

성별에 따른 BIF는 주파수에 따라 약 0.2%에서 4.0%의 차이
를 보였으며, ATF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도출된 곡선이 남성

-10

화자의 목소리로 도출된 곡선보다 더 가파른 것을 확인할 수 있

0
10

수행력이 차이가 나타나게 되며,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더 높은
수행력이 예측된다. 따라서,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녹음된 KHINT 문장표가 어음인지 수행에 더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어를 기반으로 성별에 따른 어음인지도 차이를 비교한 연

Hearing level (dB)

었다.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동일한 SII에서 예측되는 어음인지

구들은 일반적으로 여성 화자의 목소리가 어음인지에 더 유리

20
30
40
50
60
70

 0.01 weighted audibility
=
Audibility = 0.33 SII (male)
Predicted intelligibility = 60.89%

80
90

Corr = 0.987

250

500

1,000

2,000

4,000

8,000

Frequency (Hz)
-10
0
10

0.6

0.4

0.2

0.0

0.0

0.2

0.4

0.6

0.8

Figure 2. Scatter plot showing the subjects’ proportions of correct
scores as a function of predicted SII values. The Pearson Corr between the predicted and measured intelligibility scores are displayed
in the upper left corner of figure. SII: speech intelligibility index, Corr: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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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Graphical SII for Korean Hearing In Noise Test recorded
by a male speaker (A) and a female speaker (B). SII: speech intelligibil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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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dicted SII values and speech intelligibility score by count-the-dot audiograms for K-HINT

HTL (dB) at each frequency band (Hz)
Predicted SII values
Predicted speech intelligibility (%)
Configuration
125
250
500 1,000 2,000 4,000 8,000
F
M
F
M
Generally slope
20
20
30
40
50
60
70
0.38
0.38
78.0
74.7
Ski slope
20
30
40
50
60
70
80
0.24
0.23
25.2
23.2
Rising
60
60
50
40
30
20
10
0.45
0.43
89.9
84.2
SII: speech intelligibility index, K-HINT: Korean Hearing In Noise Test, HTL: hearing threshold level, F: female, M: male

+15 dB 지점을 최댓값으로 설정하였다(ANSI 1997/R2012). 예

때문에(Amlani et al., 2002), 단화자일지라도 성별에 따른 음향

를 들어 본 연구 결과에서 여성 화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심

적 특성이 방대한 수(1,872개)의 어음인지도 데이터에 기반하여

주파수 250 Hz에서의 주파수 중요도가 8.9%였으므로 9%로

산출된 BIF 및 ATF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조정하고 해당 범위에 9개의 점을 점선으로 나타낸 역동범위

장기평균어음스펙트럼은 음성적 특징을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

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내었다. 각 주파수별 청력역치를

인 척도이다(Noh & Lee, 2012). 특히 BIF는 주파수별 중요도를

표시하고 이를 실선으로 이어 실선보다 높은 음압에 위치한 점

산출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주파수별 에너지 분포를 나타내는

들을 모두 세면 해당하는 SII를 예측할 수 있다. 한 가지 난청

여성 장기평균어음스펙트럼의 평균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음원

타입(수평형 난청)에 의한 가청 영역 및 어음인지도 예측 결과는

은 여성의 보편적인 음성적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

Figure 3에 제시하였고, 세 가지 난청 타입에 의한 가청 영역 및

만 더욱 정확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화자

어음인지도 예측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Figure 3에 제

로 구성된 음원을 기준으로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BIF 및 ATF

시된 자료를 보면 남성 화자와 여성 화자에 의해 예측된 SII 값

를 도출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은 각각 0.33과 0.34로 여성 화자에 의해 예측된 값이 더 높은

본 연구는 BIF와 ATF를 통한 SII의 예측이 화자의 성별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TF (Figure 1)를 통해 예측된 어음인지

따라 예측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

점수 역시 각각 60.89%와 66.77%로 여성 화자에 의해 예측된

과, 성별에 따른 BIF는 주파수에 따라 적게는 0.2%, 크게는

점수가 약 6% 높은 결과를 보였다. Table 2에 제시된 자료 또

4.0% 정도 차이를 보였다. 또한, ATF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한, 동일한 역치를 화자 성별에 따라 산출된 시각화 SII에 각각

도출된 곡선이 조금 더 가파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적용하였을 때 여성 화자에 의해 산출된 예측 SII 값이 더 높거

결과는 동일한 주파수별 난청일지라도 화자의 성별에 따라 어

나, 동일한 예측 SII 값이라도 ATF를 통한 예측 어음인지도 점

음인지도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본 연구의 결

수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난청을 가지고

과가 일반적인 성별에 따른 어음인지도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있더라도, 화자의 성별에 따라 어음인지도 수행력이 다를 수 있

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타당성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

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화자의 성별이

구의 결과는 SII를 활용한 보청기 적합 예후의 예측에서 화자

SII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의 성별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여성 화자 음원은 다화자로 구성된 음원
이 아니라 다화자에 의해 녹음된 음원 중 장기평균어음스펙트

중심 단어0:0어음명료지수·성별 효과·어음인지·
주파수중요함수·절대전달함수.

럼이 평균에 가까운 대상자의 목소리로 녹음된 음원을 사용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한 명의 여성
화자 음원이 평균 여성 장기평균어음스펙트럼을 대변할 수는
있으나 그 외의 음성적 특성이 평균 한국 여성을 대변한다고 보
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단화자로 구성된 음원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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