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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lthough hearing-impaired (HI) listeners often have difficulty understanding in noise as
their primary complaints, the speech-in-noise intelligibility test is not conducted as a standard audiologic test battery.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 speech audiometry in quiet accurately refl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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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not sufficiently explained by the unaided WRS or unaided SRS. Conclusion: A traditional measure of the unaided speech-in-quiet recognition cannot accurately predict the aided speech-innoise intelligibility. Clinically, a software-based sentence-in-noise intelligibility test is recommended
to directly confirm the actual benefits of hearing aid in noisy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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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Mendel & Danhauer, 1997). 그러나 국
내의 경우 음향학적 분석 및 신뢰도, 타당도 검증 등을 하지 않

어음청각검사(speech audiometry)는 대상자의 일상생활 속

은 단음절 목록을 임상에서 사용하는 문제점이 보고된 바 있다

의사소통능력을 평가 및 예측하는 청각검사로 1940년대 이후

(Byun et al., 2005). 이를 고려하여 조용한 상황에서 이음절, 단

순음청력검사와 더불어 기초 청각검사 중 하나로 시행되어 왔

음절, 문장을 이용하여 인지역치 혹은 인지도를 신뢰도 있게 측

다(Mendel, 2008; Wilson, 2011). 어음청각검사에서는 단음절

정 가능한 한국어 어음청각검사 도구가 개발되었으며(Lee et

혹은 문장을 자극 신호로 제시하며 대상자가 옳게 인지한 단어

al., 2010), 학령 전기 혹은 학령기 아동, 성인을 대상으로 녹음

혹은 문장을 통해 단어인지도(word recognition score, WRS),

된 음원을 통해 어음청각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문장인지도(sentence recognition score, SRS) 등을 측정한다.

난청인은 보장구 착용에도 불구하고 소음 상황에서 의사소

어음청각검사 시 사용하는 어음 목록은 목록 간 음소 균형, 음

통 시 어려움을 보이며, 이러한 소음 상황에서의 어려움은 보청

향학적 특성, 단어의 사용 빈도 및 어휘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기 부적응 혹은 만족도 저하와 연결될 수 있다(McCormack &

구성하며,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여야 도

Fortnum, 2013). 보장구 착용 전 난청인의 의사소통능력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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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지, 보청기 착용 후 얼마나 개선되는지 정량화하기 위해 조
용한 상황보다는 소음 상황에서 어음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Taylor, 2003; Wilson, 2011). 따라서 대상자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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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의사소통능력을 정량화하기 위해 Hearing in noise

54.5 dB HL (SD: 8.8)이었다. 보청기 착용 전 1,000, 2,000,

test (HINT) (Nilsson et al., 1994), Quick speech-in-noise test

4,000 Hz 고주파수 평균순음청력역치(high-frequency pure-

(Killion et al., 2004), Matrix test (Akeroyd et al., 2015; Koll-

tone threshold average, HFPTA)를 구한 결과, 오른쪽 귀의

meier et al., 2015) 등 다양한 소음하 문장인지검사 도구가 개

HFPTA는 평균 61.4 dB HL (SD: 9.5), 왼쪽 귀의 HFPTA는

발되었다. 이 도구들은 모두 소프트웨어에 기반하여 신호대잡

평균 61.1 dB HL (SD: 9.2)이었다. 난청인 대상자 모두 양이에

음비(signal-to-noise ratio, SNR)를 변동하여 50% 인지도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각 귀에 보청기 착용 후 aided

해당하는 SNR을 찾으므로 고정형 소음하 어음청각검사 방법

PTA를 구한 결과 62명 모두 양이 간 aided PTA 차이가 10 dB

보다 더욱 다양한 난청 정도의 대상자에게 검사가 가능하고 변

이하였다. 오른쪽 귀에 보청기 착용 후 구한 PTA는 평균 35.9

동형 검사의 특성상 소요 시간이 더 짧게 걸리는 등 임상적으

dB HL (SD: 6.1), 왼쪽 귀에 보청기 착용 후 구한 PTA는 평균

로 더 유리할 수 있다(Lee & Yi, 2017).

35.2 dB HL (SD: 6.6)이었다. Figure 1은 양쪽 귀의 보청기 착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에 기반하여 사용 가능한 소음하 문장

용 전후 측정한 주파수별 순음청력역치를 보여준다. 난청 대상

인지검사 도구로는 한국어 HINT와 한국어 Matrix sentence

자의 경우 가장 편안하다고 선호하는 보청기 적합 상태에서 연

in noise test가 있다. 한국어 HINT 검사(Moon et al., 2008)의

구에 참여하였으며, 실험을 시작하기 전 성능 분석 장비(Affinity

경우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야 하고 소프트웨어상에서 하나의

2.0, Interacoustics, Middelfart, Denmark)를 이용하여 개개인

제시 레벨만을 사용할 수 있고 제시 문장 수가 비교적 적은 단

의 보청기 적합 상태를 확인하였다.

점이 있으며, 현재는 한국어 HINT 검사 도구의 판매가 중지된

난청인의 소음하 문장인지도와의 비교를 목적으로 건청인

상황이다. 한국어 Matrix sentence in noise test의 경우 최근

25명(남 13명, 여 12명)이 대조군으로 참여하였다. 건청군의 평

한국어 Matrix 문장 음원을 녹음 및 최적화하였고(Yi, 2016),

균 연령은 25.6세(연령 범위: 18~30세, SD: 3.9)였고, 이경을 통

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목록 간 동질성 등을 검증하여(Kim

한 육안 관찰 시 외이 및 고막에 이상이 없었다. 건청인의 순음

et al., 2017; Kim & Lee, 2018) 현재는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변

청력검사 결과 대상자 모두 250 Hz부터 8,000 Hz까지 옥타브

동형 소음하 문장인지검사가 가능하다.

단위 주파수에서 20 dB HL 미만의 청력역치를 보였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소음하 문장인지검사를 기본 청각검사
로 시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여전히 난청인을 대상으로 보청

연구 절차

기 착용 전 쾌적레벨(most comfortable loudness level, MCL)

모든 실험은 국제 표준에서 권고하는 소음허용수준(Inter-

에서 구한 단어인지도만으로 보청기 착용 후 의사소통능력을

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0)을 만족하는

예측하거나 보청기 혜택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McRackan

방음실에서 실시하였다. 어음청각검사와 소음하 어음청각검사

et al.(2016)은 MCL에서 구한 어음인지도 결과로 보청기 착용

를 시행하기 위해 청력검사기(AD629, Interacoustics), 헤드폰

후 의사소통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없음을 보고하여 기존

(DD450, RadioEar, Middelfart, Denmark), 라우드스피커

어음청각검사 프로토콜의 한계점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현재 임상에서 주로 측정하는 보청기 착용 전 MCL에서

연구 대상
본 연구에는 양이 대칭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가진 난청인 62명
(남 32명, 여 30명)이 참여하였다. 난청인의 평균 연령은 70.2세
[연령 범위: 34~90세, standard deviation (SD): 12.8]로 난청
외에 어지러움, 이명, 신경학적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보청
기 착용 전 3분법(500, 1,000, 2,000 Hz) 평균순음청력역치
(pure-tone threshold average, PTA)를 구한 결과 오른쪽 귀의
PTA는 평균 54.7 dB HL (SD: 9.6), 왼쪽 귀의 PTA는 평균

Hearing threshold in dB HL

마나 예측 혹은 설명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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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ean unaided and aided hearing thresholds from 250 to
8,000 Hz of right and left ears. Error bar: standard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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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85A, RadioEar), Fireface UCX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

gGmbH, Oldenburg, Germany)를 이용하여 0 dB SNR에서

(RME, Haimhausen, Germany), 노트북(gram, LG electron-

소음하 문장인지검사를 시작하였고, 소음은 65 dB SPL에 고

ics, Seoul, Korea)을 사용하였다.

정한 채 대상자의 반응에 따라 자동으로 문장의 레벨을 조절

먼저 조용한 상황에서 측정하는 어음청각검사를 시행하기

하였다. 검사 시 대상자가 각 문장을 듣고 문장 내 단어를 따라

위해 헤드폰을 이용하여 각각의 귀로 듣기 편안한 MCL에서

말하면 대상자의 반응에 따라 최대우도측정(maximum likeli-

단어나 문장을 제시하여 인지도를 구하였다. 25개의 단어를 불

hood estimate)을 통하여 50%의 소음하 문장인지에 해당하

러주고 정반응한 단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WRS를 구하

는 SNR을 구하며 로지스틱 함수를 통해 speech recognition

였고(이하 unaided WRS), 문장 목록 내 중심단어를 기준으로

threshold (SRT)를 확인한다(Brand & Kollmeier, 2002).

정반응한 응답을 환산(keyword scoring)하여 SRS를 계산하였
다(이하 unaided SRS).
난청인의 경우 보청기 착용 전 쾌적레벨에서 구한 어음인지도

Matrix 검사의 훈련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Akeroyd et al.
(2015)의 권장 사항대로 2개의 문장 목록(40개의 문장)을 통한
연습 과정을 가진 후 실제 실험을 시작하였다.

와 보청기 착용 후 보통의 대화음레벨(normal conversational
level)에서 측정한 어음인지도 간 차이가 클 수 있다(McRackan

통계 분석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보통대화음레벨인

수집된 결과는 Statistical Product and Service Solution

65 dB SPL (Han & Lee, 2020)에서 소음 없이 어음을 제시하

25.0(SPSS 25.0 version, IBM Corp., Armonk, NY, USA)을

고 양이 보청기 착용 후 WRS와 SRS를 측정하였다(이하 aided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술 통계를 통해 보청기 착용 전 MCL

WRS, aided SRS). 평가 절차상 WRS, SRS 측정을 반복하게

에서 측정한 unaided WRS와 unaided SRS, 보청기 착용 후

되므로 학습 효과를 막기 위해 서로 다른 단음절어표와 문장표

보통대화음레벨(65 dB SPL)에서 측정한 aided WRS와 aided

(Lee et al., 2010)를 사용하였다.

SRS,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변동형 검사를 통해 구한 aided

마지막으로 난청인의 양이 보청기 착용 후 소음하 문장인지

SRT를 확인하였다. 대응표본 t 검증을 통해 unaided WRS와

역치(aided speech recognition threshold, aided SRT)를 측정

aided WRS, unaided SRS와 aided SRS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하기 위해 라우드스피커를 통해 변동형 소음하 문장인지검사

게 다른지 확인하였다. 피어슨 상관분석 혹은 편상관분석을 시

를 시행하였다. 검사에 사용된 Matrix 문장은 문장 내 단어의

행하여 여러 가지 변수와 aided SRT와의 상관성을 알아보았다.

레벨을 수정(level adjustment)하여 최적화를 완료하고(Yi,

마지막으로 단계적 다중선형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lin-

2016) 목록 검증이 이루어진 도구로(Kim & Lee, 2018) 목록당

ear 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여러 독립변수(unaided

20개의 문장을 제시하였다. 검사에는 Matrix 문장의 스펙트럼

WRS and SRS, aided WRS and SRS, 대상자의 보청기 착용

을 가진 비유동성 소음을 사용한다. 모든 Matrix 문장은 10 ×

전후 평균순음청력역치, 나이) 중 종속변수인 aided SRT를 설

5 행렬(Matrix)에 포함된 50개의 단어 중 5개의 단어를 무작위

명하는 데 있어 설명력이 높은 변수를 확인하였다.

선택 및 조합하여 문장을 구성한다(Yi, 2016). 여기서 5개의 단
어는 10개의 주어 중 1개, 10개의 형용사 중 1개, 10개의 명사

RESULTS

중 1개, 10개의 수사 중 1개, 10개의 동사 중 한 개씩 임의 추출
하여 문장을 구성하므로(Appendix) 105개의 서로 다른 문장

본 연구에서는 건청군과 난청군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주 목

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대상자가 문장을 외우거

적이 아니었으므로 건청군과 난청군 결과를 각각 분석하여 아

나 추측하여 문장 내 5개 단어를 모두 맞추기 어렵다. 현재

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Matrix 문장검사 도구는 한국어 외 15개 이상의 다른 언어로
도 개발되었으며(미국 영어, 호주 영어, 영국 영어, 덴마크어, 네

건청군의 평균 어음인지도와 소음하 문장인지역치

덜란드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노르웨이어,

건청인 25명 모두 대상자의 쾌적레벨 혹은 평균 대화음 레벨

폴란드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터키어 등) (Akeyroyd

인 65 dB SPL에서 헤드폰을 통해 WRS, SRS를 측정한 결과

et al., 2015; Lee & Yi, 2017), 문장의 구성, 문장 최적화 및 검

평균 99% 이상의 인지도를 보였다(범위: 95~100%). 헤드폰을

증 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서로 다른 언어임에도 검사 결과

통해 OM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변동형 Matrix 소음하 문

가 비교 가능한 장점이 있다.

장인지검사를 시행한 결과, 50%의 인지도를 보이는 SRT가 평

본 연구에서는 난청인의 aided SRT를 측정하기 위해 Olden-

균 -8.91 dB SNR (SD: 0.62, range: -10.5~-8.1 dB SNR)이었

burg Measurement Applications (OMA) 소프트웨어(HörTech

다. 건청인을 대상으로 변동형 검사가 아닌 SNR을 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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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Unaided and aided speech recognition measures in 62 hearing-impaired listeners

Condition
Presentation
Quiet Presented at MCL

Measures
Mean
Median
Unaided WRS
Rt
58.1%
64.0%
Lt
61.9%
64.0%
Avg
60.0%
63.0%
Unaided SRS
Rt
89.1%
96.3%
Lt
86.7%
92.5%
Avg
88.0%
93.2%
Presented at normal conversational
Aided WRS
67.6%
70.0%
level (65 dB SPL)
Aided SRS
91.7%
97.5%
Noise With adaptive procedure (noise level at 65 dB SPL, Aided SRT
0.1 dB SNR -0.9 dB SNR
speech level varied)

SD

Range

19.5
18.6
17.7

16.0-96.0%
16.0-96.0%
16.0-88.0%

14.9
16.8
14.5
16.9
12.7
3.9

35.0-100%
25.0-100%
36.3-100%
24.0-94.0%
45.0-100%
-6.0-14.6 dB SNR

SD: standard deviation, MCL: most comfortable level, WRS: word recognition score, SRS: sentence recognition score, SRT: speech recognition threshold, Rt: right ear, Lt: left ear, Avg: average of both ears, SNR: signal-to-noise ratio

Matrix SRT를 측정한 결과 평균 -9.56 dB SNR이었으므로(Kim

상관성을 보였다. 즉, 난청인의 보청기 착용 전(r = -0.44~0.38)

& Lee, 2018) 평균 SRT 차이가 1 dB 이내였다.

혹은 보청기 착용 후(r = -0.52~0.35) 청력이 좋을수록 조용한
상황 혹은 소음 상황에서 측정한 어음인지 결과가 유의하게 좋

난청군의 평균 어음인지도와 소음하 문장인지역치
Table 1은 양이 보청기 착용자 62명의 보청기 착용 전후 단
어 및 문장인지도, 보청기 착용 후 소음하 문장인지역치를 보

았다(p ＜ 0.05). 난청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소음하 문장인지
능력이 유의하게 나빴고(r = 0.37, p ＜ 0.05) 나머지 조용한 환
경에서 측정한 인지 결과와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여준다. 먼저 헤드폰을 통해 대상자의 MCL에서 각 귀의 un-

위에서 난청인 대상자의 청력과 연령이 소음하 문장인지에

aided WRS와 unaided SRS를 측정하였고, 양이 보청기 착용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임을 확인하였으므로 보청기 착용 전

후 라우드스피커를 통해 65 dB SPL에서 aided WRS와 aided

후의 평균순음청력역치, 대상자의 연령을 각각 통제한 상태에

SRS를 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양이 보청기 착용 후 소프트웨

서 편상관분석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두 변수를 통

어 기반 변동형 검사 도구를 통해 소음하 문장인지역치(aided

제변수로 사용한 경우 조용한 상황에서 측정한 모든 인지도 결

SRT)를 측정하였다.

과가 소음하 문장인지역치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Table 1에 제시하였듯이, 보청기 착용 전 MCL에서 측정한

(p ＞ 0.05).

unaided WRS의 경우 양 귀 평균 60.0%(SD: 17.7, range: 16~
88%), unaided SRS는 평균 88.0%(SD: 14.5, range: 36.3~100%)

난청인의 소음하 문장인지역치 예측 변인 분석

였다. 대상자 개개인의 쾌적레벨에서 단어나 문장을 제시하였

국내의 경우 임상 현장에서 보청기 착용 전 대상자의 MCL

음에도 불구하고 WRS, SRS 범위 모두 상당히 넓었다. 양이 보

에서 측정한 단어인지도만으로 보청기 착용 후 소음하 의사소

청기 착용 후 65 dB SPL에서 구한 aided WRS는 평균 67.6%

통능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거라 가정하고 보청기 착

(SD: 16.9, range: 24~94%), aided SRS는 평균 91.7%(SD: 12.7,

용 후 소음하 어음청각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

range: 45~100%)였다. 변동형 소음하 문장인지검사를 통해

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설득력이 없으며 반드시 보청기 착용

aided SRT를 확인한 결과 평균 0.1 dB SNR (SD: 3.9, range:

후 추가로 음장 어음청각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

-6.0~14.6 dB SNR)이었다. 대응 표본 t 검증 결과 unaided

다(McRackan et al., 2016). 따라서 단계적 다중선형 회귀분석

WRS와 aided WRS, unaided SRS와 aided SRS 간 모두 유의

을 통해 MCL에서 구한 unaided WRS나 SRS, aided WRS나

한 차이를 확인하였다(p ＜ 0.05).

SRS, 대상자의 평균순음청력역치, 나이 중 소음하 문장인지역
치를 설명하는 데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를 확인하였다.

난청인의 소음하 문장인지역치와 다른 변인들 간 상관성

분석 결과(Table 2) 위에서 열거한 여러 변수 중 설명력이 가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 난청인의 보청기 착용 전후 측정한 평

장 높은 변수는 보청기 착용 후 측정한 aided SRS였다. Unaided

균순음청력역치와 모든 어음청각검사 결과(unaided WRS,

WRS나 unaided SRS는 소음하 문장인지역치를 유의하게 설

unaided SRS, aided WRS, aided SRS, aided SRT)가 유의한

명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었으며, 보통대화음레벨에서 측정한
www.e-as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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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of Sentence-in-Noise Recognition

Table 2. Predictors of aided speech recognition threshold obtained
from Korean Matrix sentence-in-noise test

Standardized β
Predictors
Adjusted R2
coefficient†
Aided SRS (at 65 dB SPL)
-0.589*
0.384
0.459
Age
0.290*
†
*p < 0.05, 95% confidence intervals. SRS: sentence recognition
score

SPL)에서 구한 어음인지도 역시 개인 간 차이가 컸으며(WRS
범위: 24~ 94%, SRS 범위: 약 45~100%), MCL에서 측정한
unaided WRS와 SRS가 65 dB SPL에서 구한 aided WRS 및
SRS와 유의하게 달랐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변
동형 검사 절차로 난청인의 Matrix SRT를 측정한 결과 평균
0.1 dB SNR (범위: -6~14.6 dB SNR)의 결과를 보였다. 건청인
의 평균 SRT가 약 -9 dB SNR이었음을 고려하면 난청인은 건

aided SRS가 소음하 문장인지역치(aided SRT)를 약 38.4%가

청인에 비해 소음 대비 문장의 강도가 약 9~10 dB은 커야 유

량 설명할 수 있었고, 대상자의 나이가 추가로 포함되었을 경우

사한 인지도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약 7%가량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청기 착용

Wardenga et al.(2015)은 다양한 난청 정도를 보이는 난청인

전 MCL에서 구한 어음인지도만으로 보청기 착용 후 소음 상

을 대상으로 독일어 Matrix SRT를 측정한 결과 중도, 중고도

황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을 유의하게 예측 혹은 설명할 수 없음

난청인의 경우 약 -5~2 dB SNR의 Matrix SRT를 보임을 보고

을 의미한다.

하였다. Hey et al.(2014)은 38명의 인공와우 착용인을 대상으
로 독일어 Matrix 소음하 문장인지역치를 측정한 결과 평균 -2

DISCUSSIONS

dB SNR가량의 SRT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소음 없이 65 dB
의 보통대화음레벨의 문장을 75% 이상 인지하는 인공와우 이

난청인에게 적절한 보청기를 선택하기 위해 보청기 착용 전

식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 문장

후 다양한 청각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보청기 착용 전 대상자의

인지능력이 더 좋았을 것이다. Hey et al.(2014)은 인공와우 대

MCL에서 WRS 혹은 SRS를 측정하는 이유는 추후 보청기로

상자에게 소프트웨어 기반 Matrix 검사를 시행한 경우 고정된

소리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잘 적합되었을 때 얼마나 어

SNR을 이용한 검사보다 소요 시간이 더 짧게 걸렸으므로 이 검

음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하기 위함이다. 그러

사 도구를 난청인을 위한 임상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나 보청기를 착용한 이후부터는 실제로 음장 어음청각검사를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에서 난청인의 청력이나 나이를 통

시행하여 조용한 상황 혹은 소음 상황에서 보청기 착용으로

제하고 편상관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조용한 상황에서 측정하

인해 어음인지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소음이

는 기존의 어음청각검사 결과와 소음하 문장인지역치 간 유의

있는 일상생활 속 의사소통능력을 보다 빠르고 신뢰도 있게 정

한 관련성이 없었다. 단계적 다중선형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량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기반 소음하 문장인지도를 평가하

unaided WRS, unaided SRS는 보청기 착용 후 측정한 소음하

는 것이 좋다(Theunissen et al., 2009). 그러나 국내 임상 현장

문장인지역치를 예측하는 변인이 아니었다. 즉, 상관분석과 회

에서는 소요 시간, 적절한 음장검사 환경 부족, 음장검사 도구

귀분석 결과 모두 현재 기초청각검사로 MCL에서 측정하는

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조용한 상황 혹은 소음 상황에서 음

WRS 혹은 SRS로는 보청기 착용 후 소음하 의사소통능력을

장 어음청각검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보다

는 난청인의 경우 소음하 문장인지역치가 어떠한지, 임상 현장

는 국외의 연구에서 다수 검증된 바 있다. 예를 들어 94명의 보

에서 주로 시행하는 기존 어음청각검사 결과(보청기 착용 전)

청기 착용자의 어음청각검사 결과를 비교한 McRackan et al.

가 보청기 착용 후 소음하 문장인지역치를 어느 정도 예측 혹

(2016)은 MCL에서 구한 unaided WRS로 실제 보청기 착용 후

은 설명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어음인지도를 유추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였다. Killion &

분석 결과 건청인은 약 -9 dB SNR의 듣기 조건에서도 문장

Gudmundsen(2005) 또한 보청기 착용 전 측정한 어음청각검사

을 50%가량 인지할 수 있었다. 즉, 건청인은 일상생활에서 목

결과로 보청기 착용 후 주관적 보청기 만족도나 의사소통능력

표 문장의 강도가 소음의 강도보다 9 dB가량 더 작은 조건에

의 개선 정도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하였다. Wilson(2011) 역시

서도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난청인의 경

중도~고도 난청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 중 50%가

우 건청인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첫 번째로, 난청인 대상자

90% 이상의 NU6 단어인지도를, 대상자 중 70%가 80% 이상

가 듣기 편안한 MCL에서 어음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

의 NU6 단어인지도를 보였으나, 대상자 중 10% 이하만이 정상

균 63%의 단어인지도를 보였으며, 대상자 간 단어 및 문장 인

범위의 소음하 word-in-noise (WIN) 어음인지도를 가졌다고

지도 차이가 큰 편이었다(WRS 범위: 16~88%, SRS 범위: 약

하였다.

36~100%). 두 번째, 양이 보청기 착용 후 평균 대화음 레벨(65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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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보청기 착용 전 MCL에서 구하는 단
어인지도 혹은 문장인지도는 난청의 진단 및 보청기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결과 중 하나이다. 그러나 MCL
에서 구한 어음인지도를 통해 보청기 착용 후 소음하 어음인지
도를 예측하거나 보청기 혜택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소음 상황에서 의사소통능력 혹은 보청기 혜택
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드시 보청기 착용 전후 소음하
어음청각검사를 시행하고 비교하여 이를 신뢰도 있게 정량화
해야 한다.
중심 단어0:0매트릭스 문장인지검사·소프트웨어 기반 소음하
문장인지·소음하 어음인지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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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한국어 매트릭스 문장조합에 사용되는 단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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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Adjective

Noun

Numeral

Verb

건우는

새로운

책상

한 개를

본다

철수는

작은

의자

두 개를

받았다

준호는

파란

주사위

세 개를

판다

은서가

커다란

장난감

네 개를

좋아한다

슬기가

가벼운

숟가락

다섯 개를

빌렸다

민준이는

예쁜

반지

여섯 개를

만든다

동준이는

깨끗한

접시

일곱 개를

주웠다

유진이가

멋진

바구니

여덟 개를

산다

서영이가

빨간

연필

아홉 개를

발견했다

지민이가

하얀

풍선

열 개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