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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고려된 양쪽 귀의 가청대역 청력측정에 관한 연구

On the Audible Band Hearing Measurement of Both Ears Considering 
Age

김봉영*, 배명진**

Bong-Young Kim*, Myung-Jin Bae**

요 약 인간은 오감을 풍요롭게 느끼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청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생활환경에서 입게 되는 청력손상은 특정 주파수대역이 먼저 손상되는 부분대역에서 청력손상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청력손상의 초기 통증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 증세를 초기단계에는 알아내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어플 등을 통해

손쉽고 빠르게 청력손상을 자가 측정할 수 있는 고속 측정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voice soub-band별 이득 보상된 pure tone

9개를 번갈아 양쪽 귀에 들려줌으로써 자신의 청력손상을 스스로 고속 판별하게 된다. 1인당 27초 동안 18번의 톤 펄스를 들려주

었을 때, 12명의 피험자들 중에서 1명이 부분청력손상 의심자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피험자들에게 들린 횟수 청력판별법을 알려주

니, 실험참가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청력손상여부를 바로 판별해 내었다. 이러한 측정방법은 스마트 폰으로 27초 내에 양쪽 귀의

청력을 간단히 판단함으로서 병원에서는 10분 이상 소요되었던 청력측정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청력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주요어 :
청력, 양쪽 청각테스트, 고속청력측정, 쉽고 정확한 청력테스트, 소음생활환경, 청력손상, sub-band보상, 주파수이

득 청취판별.

Abstract Since humans live while feeling rich in their five senses, care must be taken not to damage their 
hearing in order to lead a happy life. Hearing damage suffered in a living environment is common in a partial 
band where a specific frequency band is first damaged. However, since the initial pain of hearing damage does 
not appear much,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symptoms in the early stages. In this paper, we proposed a 
high-speed measurement method that can easily and quickly self-measure hearing damage through a simple app. 
In this method, 9 pure tones compensated for gain for each voice soub-band are alternately heard in both ears, 
so that one's own hearing damage can be detected at high speed. When 18 tone pulses were heard for 30 
seconds per person, 1 out of 12 subjects was identified as suspected of partial hearing damage. And when the 
test subjects were informed of the hearing determination method for the number of hearings, the participants 
themselves immediately determined whether their hearing was damaged. This measurement method simply judges 
the hearing of both ears within 30 seconds with a smart phone, so that hearing measurements that took more 
than 10 minutes in hospitals are relatively accurate, and it was found that hearing health can be maintained 
while reducing time and costs.

Key words : 
Hearing, both hearing test, high-speed hearing measurement, easy and accurate hearing test, noise 
living environment, hearing damage, sub-band compensation, frequency gain listening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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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질병이 없어

야 함은 물론이고, 5감을 풍요롭게 하여 즐거움을 만끽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경우에는 인

간의 신체기능이 점점 노화되어 평균 83.5세에 사망할

때까지 평균 18.5년을 아프면서 살아간다고 한다. 인생

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하지 못한 부분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해야 할 것이다.

현대인은 청력이 손상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

다. 주변의 교통소음, 공장소음, 공사장 소음은 물론 미

디어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멀티미디어기기의 소음들

이 청력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이어폰의 과도한 사용

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소음성 난청은 심각한 사회문제

이기도 하다.[1]

그렇지만, 이러한 소음의 위협 속에서 한번 나빠진

청력은 회복되지 않는다. 청력은 신체가 노화되면서 높

은 주파수 영역에서부터 청감도가 나빠지는 것이 일반

적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 소음의 경우 특정 주파수 대

역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의 경

우는 특정 주파수대역에서 부분 청력손상이 선행될 여

지가 크다.

청력이 손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정성적

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청력관리에 대한 무방비상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대화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Voice 주파수대역에 대한 각 주파수별 부분 청력측정방

법이 요구된다. 특히 대부분의 청력측정에는 시간이 많

이 소요되고,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를 자동화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스스로의 청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측정방법이 필요하다.[2][3]

본 연구에서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서도 간단

한 앱(App)에 의해 양쪽 귀의 청력감퇴상황을 바로 측

정해 볼 수 있는 두 귀의 주파수별 이득 보상된 Voice

sub-band의 자가 청력측정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

해 누구나 쉽게 부분 청력감소 여부를 측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청력을 보호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장의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청각기관과 음

선신호의 청각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제3장에서는 기존

의 청력측정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양쪽

귀의 주파수별 이득 보상된 Voice sub-band 고속 청력

측정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5장에서는 실험 및 결과를

다루고, 제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청각기관의 구조

그림 1에는 우리 인체에서 소리를 감지하고 인식하

는 청각기관을 평평도로 나타내었다. 외부에서 귀로 들

어온 소리는 귓바퀴를 통해 소리가 모아지고, 귓구멍이

라고 하는 외이도를 통해 고막을 진동시킨다. 고막의

진동은 청소골에 의해 증폭되어 달팽이관에 전달된다.

달팽이관은 전달받은 소리진동 상태를 분석하여 뇌신

경에 전달한다.[4]

그림 1. 청각구조와 달팽이관 모델[4]
Figure 1. Hearing Organ and Cochlear Model.[4]

달팽이관은 입구로부터 고주파를 인식하고 뒤쪽으로

갈수록 저주파를 인식하게 된다. 청각기관은 고막의 수

마이크로미터의 움직임도 감지하여 소리로 분석해내는

섬세한 감각기관이다. 따라서 매우 큰소리는 청각세포

를 고주파 음부터 손상시킬 수 있다. 그림 2는 달팽이

관의 길이(기저막)에 따르는 공명 반응을 하는 주파수

의 분포를 나타내는데 초입에는 20,000Hz를 감지하고

깊어질수록 저주파 음을 느끼게 되어있다.[5]

사람의 가청주파수는 20~20,000Hz로 알려져 있다. 그

러나 사람의 목소리는 약 8000Hz 이하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말은 200 ~ 8000Hz의 주파수성분들로 표현된다

고 한다. 사람의 성대는 허파로부터 밀어 넣어진 공기

에 의해 움직이고, 성대의 장력에 의해 떨리도록 조절

된다. 성대가 떨리는 주기를 기본피치(fundamental

pitch)라고 한다. 피치의 기본주파수는 남성의 경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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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50~250Hz, 여성은 평균 120 ~ 500Hz 사이에 존재한

다. 특히 발성의 기본주파수는 신체적 구조, 생활습관

등에 따라 다르며, 감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의 영향을

받아 급속히 변하게 된다.

그림 2. 달팽이관의 초입거리에 따른 공명주파수 분포[5]
Figure 2. Distribution of resonant frequencies according to the

distance of the basement membrane.[5]

그림 3. 음성신호 파형의 예
Figure 3. A speech signal waveform.

성대에 의한 떨림은 발성기관의 구조와 움직임에 따

라 성도(vocal tract)에 따라 여러 개의 공명주파수를

갖게 된다. 특히 표현하고자 하는 말에 따라 발성기관

이 움직이게 되고, 여러 가지 유형의 공명주파수 분포

가 발생한다.

이렇게 발성된 소리들의 주파수 성분분포를 청각기

관에서 인지하여 말로써 알아듣게 된다. 그림 3에는 발

성기관에서 생성된 시간영역의 음성파형 한 가지를 나

타내며, 시간에 따라 두드러진 피치주기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에는 발성된 음성신호를 청각센서로 받았

을 때의 주파수별 에너지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기

본주파수의 하모닉스들이 세세한 공명을 전 대역에 걸

쳐 나타내고 있으면서 광대역의 주요공명봉우리들 포

먼트(formant)들을 나타낸다.[6]

그림 4. 음성신호의 스펙트럼 일예
Figure 4. A speech signal spectrum.

III. 기존의 청각테스트 법

청력측정 방법은 순음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어음 청력검사, 유소아 청력검사 등이 있으며, 이중 가

장 보편화 되어있는 것이 순음청력검사이다. 순음청력

검사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250 ~ 8KHz

의 소리에 대해 각 주파수별로 pure tone을 들려주고,

그 소리가 들리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때 pure

tone의 소리크기(amplitude)을 조절하면서 여러 번 들

려줌으로써 각 주파수 성분마다의 청력을 판단하게 된

다. 그래서 측정시간은 별도의 무향실에서 일인당 수십

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피험자와의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하지 않을뿐더

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청력을 측정하더라도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면 정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어

서 청력의 초기 손상여부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다.

또한 순음청력검사는 여러 주파수 성분에 대한 청력을

확인하는 방법이라서 수동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비

용과 시간이 소요된다.[7][8]

IV. 이득 보상된 양쪽 귀 청각측정방법

본 논문에서는 순음 청력측정방법을 양쪽 귀에동시

측정하는 Voice 부분대역(subband)별 자가 청력측정방

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그림 5에는 연령대별 청력역치

그라프를 나타내었는데, 노화에 의한 청력감소는 높은

주파수에서 먼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나이가

들면 가청영역의 고 주파수대역을 잘 못 듣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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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 대역의 소리는 그대로

잘 들리는 편이다.[9]

그림 5. 연령에 따른 평균 청감도 특성
Figure 5. Average hearing threshold by age group.

그림 6에는 가청영역의 부분대역에서 연령대별로 순

음을 인지할 수 있는 예상치(blue-dot line)라인으로 균

일하게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들려주는 소리레벨

(sound level)은 각 연령대별로 청력역치보다 높아서 귀

로 인지할 수 있게 하는 pure tone임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청력이 정상적이어도 3000Hz 이상에서 부터는

연령대별로 loudness curve에 비례하는 부분대역의 소

리 톤을 보상해서 소리레벨(red dot line)로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청력측정용으로 피험자에게 들려

주는 소리 톤은 ~2500Hz까지의 부분대역에서는 레벨을

균일하게 주었고, 2500~8000Hz까지의 부분대역에 대해

서는 pure tone의 레벨을 +15dB/octave 만큼 보상하고

들려주었다.[10]

그림 6. 연령특성을 고려한 부분대역 톤 레벨예측
Figure 6. Expected value of voice sub-band pure tone

perception by age group.

부분 청력손상을 측정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소리를

구분하여 들려주고 들리는 소리의 수를 헤아리는 방법

을 적용한다. 이때 들려준 음원은 500~8000Hz에 이르기

까지 Mel scale로 주파수를 증가시킨 9개의 pure tone

이다.[11]

일예로 가청영역에서 정상청력을 가진 피험자들에게

표1과 같이 pure tone을 들려줄 경우 1초 간격으로 들

은 펄스 음의 개수는 총 9개가 될 것이지만, 이들 중에

서 청력손상이 있는 피험자들은 8개 이하의 펄스 톤을

듣게 될 것이다.

표 1. 한쪽 귀의 부분대역 톤의 주파수배열
Table 1. Proposed voice sub-band pure tone arrangement of
single ear.

Tone

Freq.
500

Hz

700

Hz

1000

Hz

1414

Hz

2000

Hz

2828

Hz

4000

Hz

5657

Hz

8000

Hz

Tone

No.
1 2 3 4 5 6 7 8 9

이제는 양쪽 귀의 청력을 동시에 고속 측정하기위해

표2와 같이 펄스 톤을 좌우로 분리하여 배열하였다. 펄

스 톤의 간격은 1초 단위로 하였고, 왼쪽 귀에 톤을 주

고 1초 후에 오른쪽 귀에 톤을 들려주면서 각 대역에 3

초 간격으로 9구간대역을 반복하였다.[12]

표 2. 양쪽 귀의 청력테스트용 주파수톤 배열
Table 2. Proposed voice sub-band pure tone arrangement of
both ears.

Tone

Freq.

500

Hz

700

Hz

1000

Hz

1414

Hz

2000

Hz

2828

Hz

4000

Hz

5657

Hz

8000

Hz

L-ear 1 2 3 4 5 6 7 8 9
R-ear 9 8 7 6 5 4 3 2 1

V.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가청대역의 부분대역별 보상된

펄스 톤을 들려주는 방법으로 10대 ~ 40대의 남녀 12인

을 대상으로 양쪽 귀의 자가 청력측정실험을 실시하였

다. 피험자들은 평상시에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어 청각

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피험자들에게는 표 2에서와 같이 주파수별 이득이

보상된 18개의 pure tone(500~8000Hz)을 좌, 우로 생성

하여 27초 동안 들려주고, 들리는 펄스 톤의 개수를 헤

아리라고 주문하였다. 처음에는 들리는 펄스 톤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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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사전에 더 펄스 톤을 체험

하게 한 다음에 본격 측정을 시도하였다.[13]-[17]

실험은 일반 사무실, 대학교 강의실과 같이 누구든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공간을 선정하여 실시하

였다. 실험에 참여한 각 참가자의 나이, 성별, 측정결과

는 표 3과 같다.

표 3. 실험측정 결과
Table 3. Measurement results.

person
s

ages sex
no. of pulse
tones

hearing
damage?

1 15 여 9,9

2 14 여 9,9

3 12 여 9,9

4 12 여 9,9

5 28 남 9,9

6 27 남 9,9

7 46 남 9,8 2nd=ok

8 43 남 8,8 2nd=no

9 45 여 9,9

10 45 여 8,9

11 23 남 8,9

12 22 남 8,9

표 3의 측정결과를 보면 12명의 피험자 중 10명은

정상청력으로 판단되었고, 2명은 부분청력 손상자로 판

별되었다. 연령대별 청력역치의 특성상 주파수가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에 더 잘 들리게 된다. 청력일부 장

애자들은 고주파부분을 미약하게 듣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부분청력손상이 의심된 피검자에 대해서는 소리청력

측정을 한번더 시도하였고, 7번째 피험자는 정상적으로

펄스 톤의 횟수를 인지하였다. 이 새로운 청력측정법에

대해 자가 판별하는 방법을 피험자들에게 설명해 준 후

자신의 측정결과에 대한 부분청력손실의 판단을 요청

하자, 모두가 자가 청력손상의 판단결과와 일치한다고

수긍하는 결과가 얻어졌다.

Ⅵ. 결론

청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청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건강할 때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력손상 초기단계에서 부터 빠르고 쉽

게 대처하기 위하여, 청력손상을 펄스 톤의 개수로 자

가 판별하는 양쪽 귀의 부분대역 보상방법을 새로이 제

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500~8000Hz의 가청대역에서

mel scale로 주파수이득 보상된 pure tone 18개를 27초

동안 양쪽 귀에 들려주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피험자 12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1명이 부분청력손

상 의심자로 확인되었고, 피험자 본인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제안된 방법은 온라인 환경에서 APP을 이용하여, 쉽

고 빠르고, 그리고 저렴하게 청력을 측정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제는 제안한 청력측정 방법의 확산을 통

해, 스스로가 청력 손상여부를 쉽게 판별함으로써 개인

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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