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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장의 소음 노출 근로자에 대한 소

음특수건강진단은주로순음청력검사를

통해개인의청력변화 즉역치변화를감,
지한다 순음청력검사는 소음성 난청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선별검사 방법으로 진단 사후관리 보상, ,
및배상의중요한기준이되며 사업장에,
서는근로자의청력보존프로그램의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우리나라의소음특수건강진단은작업

환경 측정 결과 소음이 노출기준 이상이

거나 소음에 의한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

견된 경우 이외에는 년에 회 시행하고2 1
있다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과거병력. ,
조사 자각증상 조사 임상진찰과 임상검, ,
사 등 필수항목의 건강진단을 차적으로1
대부분 산업장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중에서특히순음기도청력검사는소음

특수건강진단에서난청장애의선별과소

음성 난청의 산업의학적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검사라고볼수있다 따라서청력.
검사에서청력역치측정의정확도와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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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bient noise levels in the test rooms affect the

workers's hearing threshold.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assess the ambient noise levels in the industrial

audiometric testing areas to determine if valid hearing tests

could be performed in these environments.

The ambient noise levels were measured in 141 audio-

metric testing areas across 47 industries located in Incheon.

These results compared with the ANSI S3.1-1999 and OSHA

criteria for maximum permissible ambient noise levels.

The ambient noise SPLs were highest in the lower

frequencies, and this decreased as the frequency increased.

For the supraaural earphone, none of the rooms met the

ANSI standard. Comparing the room data with the OSHA

standard, compliance levels were achieved as follows: 0(0%)

at 500 Hz, 4 (2.8%) at 1000 Hz, 27 (19.1%) at 2000 Hz, 134

(95.0%) at 4000 Hz, and 141 (100%) at 8000 Hz.
The results of this study strongly indicate that clinical

audiometry is being conducted in test rooms having

unacceptable or excessive ambient noise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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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확보는건강진단으로서의민감도와

특이도를 결정짓는 사항이다 청력 검사.
기의 음향보정 상태 검사실의 배경소음, ,
검사자가사용하는청력검사방법 그리고,
피검근로자의협조등이순음청력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장에서 실.
시하는청력검사에서검사실환경과피검

자의소음노출회피시간과관련한검사

시각등이역치측정에영향을미치는주

요요인으로지적되어왔다 검사외적요.
인으로서 청력 검사실 환경과 관련한 국

제적인기준이설정되어제 . 개정되었으

나 아직 우리나라는 난청 장애의 선별검

사로기능하는 차청력검사장소와청력1
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정밀 청력검사를

실시하는청력검사실오디오부스의배경( )
소음에대한기준이설정되어있지않다.
미국은청력보존프로그램과관련한청력

측정시청력검사장소의배경소음기준으

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의 소음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노출에대한법적기준 에서(OSHA, 1996)
년의 미국국립표준연구원1960 (American

의최대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허용배경소음기준(Maximum Permissible

에근거하Ambient Noise Levels, MPANLs)
여제시하고있다 그러나현기준보다. 10

낮은 감도를 갖는 값으로서 시대dB HL
에뒤져 측정이가능하지못하여0 dB HL
난청의 선별검사를 위한 청력 검사실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밀검사를,
위한 기준으로 최근의 기준ANSI (ANSI

을 권고하고 있다S3.1-1999)(ANSI, 1999) .
우리나라에서도많은경우미국산업안전

보건청의 이 기준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

았다 그러나 의청력이측정가. 0 dB HL
능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청력의 지속

적인 모니터링과 관련한 청력의 변화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청

력 검사실의 최대허용배경소음기준으로

서 의 기준이 요구된다고ANSI S3.1-1999
볼 수 있다.
실제 산업장에서 청력검사를 행하는

단일 격벽의 조립식 청력검사실 와(Frank
이나방음부스를이용하여Williams, 1994)

검사를실시할수없는장소에서선별목

적의검사를수행하는간호실 와(Lankford
또는 차 선별을 위한 사Hopkins, 2000) 1

업장내 검사실 등 이나 일반(Wong , 2003)
사무실김규상등 등은청력검사실( , 2004)
로서 이측정가능한최대허용배0 dB HL
경소음기준을 충족치 못하고 있었을 뿐

만아니라 이하대역에서는선별1000 Hz
검사로서도 적합하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시설이나 조용한 장소

로서검사환경을갖추지않은산업장안

의사무실 회의실 식당 휴게실 강당등, , , ,
의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그리고 여러 검

사가동시에이루어지는건강진단에서는

더큰배경소음이난청장애의선별검사로

서도청력검사의신뢰도에심각한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장에서 수행되는

청력검사장소의배경소음수준을살펴보

므로써소음특수건강진단의 차검사필1 (
수항목 중 시행하는 순음청력검사의 정)
확도와난청선별검사로서의적합성을평

가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Ⅱ
연구 대상1.
산업장에서 실시하는 차 순음청력검1
사 장소의 배경소음 연구는 소음 특수건

강진단의 차 검사필수항목 중 순음청1 ( )
력검사양쪽 귀의 의 기도( 1000, 4000 Hz
순음청력검사를시행하는산업장의검사)
장소를연구대상으로하였다 차로. 1 2002
년에경북지역 개의산업장의검사장102
소에서 지시소음계 단위의 계기로(5 dB )
총소음량 을 측정하였다 그리고(dB(A)) . 2
차로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인2003 11 2004 9
천지역에서특수건강진단을실시하고있

는 개 산업장의 검사 장소를 대상으로47
정밀소음계로주파수별음압과총소음량

을측정평가하였다 각산업장의검사장.
소별로 회 측정하였다3 .

연구 방법2.
산업장에서실시하는청력검사장소의

배경소음수준의측정은인위적인조작을

가하지 않고 검사실 환경 그대로의 배경

소음을측정하였다 사의정. Bruel & Kjaer
밀소음계 로(sound level meter, type 2260)
피검자의머리위치인 높이의측정1.2 m
점에서 특성치의전체배경소음수dB(A)
준과 옥타브밴드의1/3 125, 250, 500, 800,

및1000, 1600, 2000, 3150, 4000, 6300
의주파수별로 의음압을8000 Hz dB SPL

측정하였다 측정결과에서. 125, 250, 500,
및 의배경소음1000, 2000, 4000 8000 Hz

값을 제시하였다 각 주파수별 배경소음.
수준은 이 측정 가능한0 dB HL ANSI

의 옥타브밴드S3.1-1999(ANSI, 1999) 1/3
의최대허용배경소음기준값(Appendix 1)
및 청력 이상 여부의 선별검사가 가능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산업안전보건기

준(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
에서규정한청력검사실의최대허용ards)

배경소음 기준값(Appendix 2)(OSHA,
과 비교하였다1996) .

연구 결과.Ⅲ

1. 청력검사를 시행하는 산업장에서
지시소음계로간이측정한배경소
음 수준
개산업장에서의순음청력검사배경94

소음은 평균 표준편차59.04 dB(A), 6.15
이었다 측정 수준별로는dB(A) . 60 dB(A)

개 개29 (30.9%), 55 dB(A) 26 (27.7%), 65
개 개dB(A) 21 (22.3%), 50 dB(A) 9 (9.6%),
개 개70 dB(A) 4 (4.3%), 45 dB(A) 3 (3.2%),
개 로최소 에서75 dB(A) 2 (2.1%) 45 dB(A)

최대 이었다표 그림75 dB(A) ( 1, 1).

2. 청력검사를시행하는산업장에서정
밀소음계로측정한배경소음수준
산업장에서 실시하는 차 청력검사 장1



산업장에서 실시하는 차 순음청력검사 장소의 배경소음1 3

소의배경소음수준은고음역보다는저음

역에서 더 높으며 전 음역의 전체 평균,
음압은 특성치로 이었다 최A 62.4 dB(A) .
대 측정치를 보이는 검사 장소의 배경소

음수준은 이었다 에서79.6 dB(A) . 125 Hz
까지옥타브밴드별평균음압수8000 Hz

준은각각 53.8, 56.1, 56.6, 51.0, 46.9, 43.5,

이었다41.0 dB SPL .
청력검사장소의배경소음수준을순음

청력검사시 헤드폰(supra-aural earphone)
을 착용한 상태 에서(ears covered) 0 dB
이측정가능한각주파수별최대허용HL

배경소음기준(ANSI S3.1-1999, Appendix
의검사주파수범위가 에서부터1) 500 Hz

의 산업청각학적 검사에 해당하8000 Hz
는 경우와 비교한 결과 에서, 125 Hz 127
개 에서부터 까지(90.1%), 250 Hz 1000 Hz
개 에서 개141 (100%), 2000 Hz 140 (99.3%),
에서 개 에서4000 Hz 134 (95.0%), 8000 Hz

개 청력검사 장소 가 최대허용124 (87.9%)
배경소음기준을초과하고있어모든주파

수 대역에서 거의 대부분 기준을 초과하

였다 선별검사로서미국산업안전보건청.
의 청력검사 장소의 배경소음 기준과 비

교하면 에서 개, 500 Hz 141 (100%), 1000Hz
에서 개 에서 개137 (97.2%), 2000 Hz 114

에서는 개청력검사장(80.9%), 4000 Hz 7
소 가기준을초과하고 이(5.0%) , 8000 Hz
상에서는모든장소에서배경소음수준이

기준치이하이었다 즉 이하대. , 2000 Hz
역에서는거의대부분기준을초과하였으

나 이상대역에서는기준치이하4000 Hz
이었다표 그림( 2, 2).

3. 산업장의 검사 장소별 배경소음
수준
산업장에서 차 청력검사를 실시하는1
검사 장소별 배경소음의 평균 총소음량

Frequency, Hz Mean SD Range
MPANLs, freq.(%)≥

ANSI S3.1-1999 OSHA App. D-1

125
250
500
1000
2000
4000
8000

53.8
56.1
56.6
51.0
46.9
43.5
41.0

6.8
7.1
8.0
7.1
6.5
6.3
6.7

35.1~64.9
37.1~66.7
36.8~71.2
30.8~68.3
28.0~63.4
27.4~56.5
24.6~52.4

127( 90.1)
141(100.0)
141(100.0)
141(100.0)
140( 99.3)
134( 95.0)
124( 87.9)

141(100.0)
137( 97.2)
114( 80.9)

7( 5.0)
0( 0.0)

Overall Octaves* 62.4 7.0 44.6 79.6˜ 141(100.0) 141(100.0)

MPANL: maximum permissible ambient noise levels
Unit: sound pressure levels (SPLs), measured on one-third otave band
* greater than MPANLs at any frequency

unit : dB(A)

No. Mean S.D. Range
94 59.04 6.15 4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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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사무실과회의실이 강60.0 dB(A),
당과 식당이 휴게실 및 작업66.5 dB(A),
장등이 로통계적으로유의한66.5 dB(A)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옥타브밴드 주파.
수별 음압에서도 세 유형의 검사 장소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체적으로.
의저음역에서는강당및식125 250 Hz˜

당의 배경소음 수준이 높았으며, 500˜
의음역에서는휴게실및작업장4000 Hz

의 청력검사 장소의 배경소음 수준이 높

았다 모든주파수대역에서사무실과회.
의실이 가장 낮은 음압을 보였다표( 3).

각산업장별총소음량음압의차이4.
에 따른 주파수별 배경소음의 차
이
산업장에서 실시하는 차 청력검사 장1
소의 배경소음 수준을 각 산업장별 검사

장소의 총소음량 음압의 차이에 따른 주

파수별배경소음수준의차이를살펴보았

다 총소음량의차이에따른주파수별배.
경소음의음압 차이는 및250 H, 500 Hz

대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1000 Hz
차이를 보였다표( 4).

총소음량의 크기에 따른 주파수별5.
배경소음 수준
총소음량의크기에따른옥타브밴드주

파수별배경소음의수준을살펴보고이를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기준과 ANSI
의 최대허용배경소음기준과 비S3.1-1999

교한 결과 이하의 사업장 검사50 dB(A)
장소만이 이상 대역에서4000 Hz ANSI
기준을충족하였으며 미국산업안전보건,
청기준은 대역에서약간초과할500 Hz
뿐 그 이상의 대역에서는 기준치 이하를

보였다 그리고 약 이하의. 60 65 dB(A)˜

총소음량을보이는장소는 이상2000 Hz
의 최대허용배경소음기준을 충족하였다

표( 5).

고 찰.Ⅳ
청력 검사실 또는 청력검사 장소의 배

경소음 수준은 정확한 청력 역치를 측정

하기위한기본요소이다 배경소음수준.
에따라피검자의청력또한변화를수반

하기때문에제어되어야한다 즉배경소.
음의 검사 신호음에 대한 차폐 영향으로

피검자의 청력 역치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청력검사실의배경소음수준은.
청력검사의목적 선별검사또는정밀검˜

사 에따라그기준이다르며 순음청력,˜

검사 방법 기도골도 헤드폰 귓속형폰/ , ,˜

Type of testing areas*
F p-value

A (69) B (63) C (9)

Frequency, Hz

125
250
500

1000
2000
4000
8000

52.2(7.9)
54.1(7.8)
54.8(8.2)
49.0(7.9)
44.4(7.3)
41.4(7.0)
39.1(7.7)

55.7(5.0)
58.1(5.9)
58.4(7.5)
52.8(5.6)
49.2(4.6)
45.4(5.0)
42.8(5.4)

52.9(5.8)
57.9(6.0)
58.5(6.5)
53.4(6.6)
50.2(3.9)
45.5(4.0)
42.5(3.5)

4.75
5.91
3.78
5.61
11.70
7.78
5.74

.010

.003

.025

.005

.000

.001

.004

Overall dose(dB(A)) 60.0(7.4) 64.5(5.5) 66.5(6.7) 9.44 .000

Unit: sound pressure levels (SPLs), measured on one-third otave band
* A: Office/conference room, B: Common area room(dining room, auditorium), C: 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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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따라서도 각기 다르다 미국국립표.
준연구원은 년최근에일반적인헤드1999
폰 착용하의 순음(supra-aural headphone)
청력검사 와스피커를(ears covered testing)
이용한순음 . 어음청력검사및골도청력

검사 에 대해(ears not covered testing) 125
에서 또는 에서Hz 8000 Hz 250 Hz 8000
의 임상청각학적 검사와 에서Hz 500 Hz

까지 산업청각학적 검사 각각에8000 Hz
대해 에서부터 까지 옥타125 Hz 8000 Hz
브밴드 또는 옥타브밴드별로 최대허1/3
용배경소음기준을 제시하고 있다(ANSI,

청력검사역 즉 청력검사 주파수1999). ,
범위가 에서 또는 에서250 8000 500 8000
라도 청력검사실의 최대허용배경소음Hz

기준은 에서 까지제시적용되125 8000 Hz
는데 특정주파수의신호음에의한청력,

검사가동일대역만이아니라 125-250 Hz
대역의인접주파수의배경소음이근접한

청력검사대역의청력역치에영향을미치

기 때문이다 그리고 옥타브밴드 최대허.
용배경소음 기준값은 옥타브밴드의1/3
값보다 높은 데 이는 또는5 dB , 1/1 1/3
옥타브밴드 소음 측정방법에 따른 각 주

파수별 측정값의 차이에 기인한다(Frank,
2000).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청력검사실의

배경소음기준을제시하고있으나난청의

선별검사를위한기준으로서의미를갖을

뿐청력보존프로그램에서정확한청력기

준값과주기적인청력검사를위해서는위

의 기준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ANSI .
그러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청력검사실

의실내배경소음수준을 기준으로ANSI

평가한결과 청력검사주파수범위가, 500
에서 인 특수건강진단의 경우Hz 8000 Hz

를 적용한다면 에서 개125 Hz 10 (8.1%),
에서 개 에서250 Hz 29 (23.4%), 500 Hz 45

개 에서 개 의청(36.3%), 1000 Hz 15 (12.1%)
력검사실이 최대허용배경소음기준을 초

과하였다 어느 한 주파수에서라도 기준.
을초과하는특수건강진단기관의청력검

사실 수는 개 이었다김규상 등55 (44.4%) ( ,
이렇듯청력검사실내의배경소음2004).

수준은 고음역보다 저음역에서 높았다.
그리고본연구에서이와같은기관내의

청력검사실로서시설을갖추지않은산업

장 내의 사무실 회의실 강당 또는 식당, ,
등의일반장소에서이루어지는 차특수1
건강진단에서는 더 큰 배경소음이 난청

장애의 선별검사로서 문제가 있음을 알

Frequency, Hz
Difference*

F p-value
< 4 dB (15) 4-8 dB (15) 8 dB (17)≧

125
250
500

1000
2000
4000
8000

2.3(3.5)
1.4(2.3)
3.6(4.7)
4.1(4.4)
3.6(4.2)
3.1(5.5)
4.0(6.5)

1.1(4.5)
4.7(2.7)
6.5(2.1)
4.9(2.4)
3.9(2.1)
2.5(3.2)
2.1(4.8)

4.8(6.2)
9.4(6.0)
10.8(5.0)
10.3(5.0)
6.1(5.8)
5.7(6.3)
5.1(7.3)

2.33
15.28
11.83
10.95
1.47
1.75
.93

.109

.000

.000

.000

.241

.185

.402

Unit: sound pressure levels (SPLs), measured on one-third otave band
* difference between maximum and minimum A-weighted overall dose in the same industry

Overall dose, dB(A) No.
Frequency, Hz

125 250 500 1000 2000 4000 8000

50≦
50 55˜
55 60˜
60 65˜
65 70˜
> 70

9
11
24
44
36
17

39.3
44.5
52.0
54.7
57.3
60.3

40.4
46.2
51.1
57.6
60.8
64.2

42.2
45.0
50.3
57.8
61.9
66.4

35.0
42.3
46.8
51.7
55.0
60.6

31.5
39.0
44.8
47.5
49.9
55.3

30.9
35.1
40.1
44.6
47.2
49.2

28.7
33.1
39.1
41.7
44.4
46.2

OSHA Standards 40 40 47 57 62
ANSI S3.1-1999 44 30 16 21 29 32 32

unit sound pressure levels (SPLs), measured on one-third otave band：



6 김규상 김형렬 노재훈⋅ ⋅

수있었다 국내. . 외의연구결과와마찬

가지로고음역보다는저음역에서배경소

음의수준은더높았다 그러나그수준은.
에서부터 까지의산업청각500 Hz 8000 Hz

학적검사의 기준을거의대부분초ANSI
과할 뿐 아니라 선별검사로서 미국 산업

안전보건청의청력검사장소의배경소음

기준과비교하더라도 이하대역2000 Hz
에서는 거의 대부분 기준을 초과하고 있

어현재소음특수건강진단의필수항목으

로서 순음기도청력검사의 의의1000 Hz
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

청력검사에서 청력검사 장소의1000 Hz
배경소음 수준으로 인해 청력 역치의 상

승효과를 유발하여 참 역치보다 과대 평

가할가능성이높아정상자가난청장애로

선별되거나또는검사자가임의적으로역

치결과를보정하여건강진단의민감도와

특이도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소음의 수준은 실제 청

력검사가이루어지는장소라는점에서중

요한데 이는완벽한방음시설을갖춘검,
사실에서검사가이루어지지않는다하더

라도외국에서는산업장에서실시되는청

력검사가조립식의청력검사실이나또는

대체적으로우리보다조용한환경에서수

행되고있다 물론이경우도전체적으로.
주파수별음압은 기준을완전히충ANSI
족하지 못하고 의료기관 검사실 내의 배

경소음수준보다높았다 와. Frank Williams
의 산업장에서 청력검사를 행하는(1994)

산업환경에 위치한 개의 단일 격벽의490
조립식 청력 검사실에 대해 배경소음을

측정한결과에서저음역의배경소음수준

이 고음역보다 음압이 높았으나 검사실,
대다수는미국산업안전보건청의최대허

용배경소음기준보다낮은실질적이고제

한된배경소음음압을보이고있었다 또.
홍콩의 운수업 근로자에 대한 청력 검사

실 방음실의 적합 여부에 대한 연구

등 에서도비슷한결과를보(Wong , 2003)
이고 있었다 차 선별을 위한 사업장내. 1
의검사실의배경소음은 에서평균500 Hz
44.8 dB, 1000 Hz 41.4 dB, 2000 Hz 38.1

로dB, 4000 Hz 32.7 dB, 8000 Hz 28.1 dB

는모든장소에서 기준을초500 Hz ANSI
과하고 는 평균값이, 1000-2000 Hz ANSI
기준을초과 즉 이상의검사실이적, 50%
합하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지만 미국 산

업안전보건청의기준으로평가하면선별

검사의 의의는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산업장에서이루어지는청력검사장소의

배경소음은 차 청력검사로서 필수검사1
시에 에서는청력역치산정에거4000 Hz
의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에 의1000 Hz
청력역치는참역치보다역치증가를보여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차 선. 1
별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차 정밀 진2
단학적검사를방음실에서수행한결과와

의 차이에서 그 실상을 보여준다. ANSI
의 최대허용배경소음기준을 충족하S3.1

는검사실에서측정한결과보다 55 dB(A)
의일반환경에서측정한 의청력1000 Hz
역치가 이상증가하여나타났지만10 dB ,

에서는거의차이를보이지않고4000 Hz
있었다김규상 등 즉 는( , 2000). , 4000 Hz
난청장애의선별검사로서적정하게기능

한 반면 에서의 청력 역치 결과, 1000 Hz
는근로자에대한일반 . 특수건강진단순

음청력검사 차 건강진단 또는 필수검사1
에서난청장애의선별검사로서타당성이

배경음의 수준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알수있다 따라서선별검사의목적에부.
합하는 차 검사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검1
사실의 배경소음 기준 설정이 검사실 장

소의배경소음의영향으로인한청력역치

의부정확성을개선하는방법으로중요하

다고볼수있다 선별검사로서적합한청.
력검사장소의배경소음기준은현재 차2
검사 선별기준인 의1000 Hz 30 dB HL,

의 을 고려할 때4000 Hz 40 dB HL 1000
의 순음청력검사가 주로 문제가 됨을Hz

알수있고 이에따라주변주파수대역,
을포함하여 을측정가능한수20 dB HL
준으로정한다면미국산업안전보건청의

최대허용배경소음기준을 준용하면 적합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이연구에서의배경소음수준을

보면 차 조사의 경우에는 평균1 59.04
차조사에서는 이었으dB(A), 2 62.4 dB(A)

며 주파수별음압수준에서는 이, 2000 Hz

하에서는 이상이 미국 산업안전보80 %
건청의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에4000 Hz
서는 만이 기준을 초과하였다 일반5.0% .
환경에서뿐아니라산업장의환경에서도

저음역보다는고음역의배경소음음압이

낮아 정밀 청력검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면 이상의 기준값은 현실 적합, 4000 Hz
성이 떨어져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검사장소로서의적합성을간

단하게 총소음량으로 측정 평가할 수 있

는방법을적용할수있을것이다 이연.
구 결과에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각 주

파수별기준을적용할때 이하, 50 dB(A)
인 경우에 평균값이 모든 주파수에서 대

부분기준을충족하였다 즉 이. 50 dB(A)
하의장소에서만 와 의난1000 Hz 4000 Hz
청 선별검사가 적정하다고 보여진다 만.
약 만을 선별검사로서 시행한다4000 Hz
면 인접 주파수인 의 음압을 감, 2000 Hz
안하더라도청력검사장소의배경소음수

준이총소음량으로 이하이60 65 dB(A)˜

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측정 결과는. 1/3
옥타브밴드로측정되어옥타브밴드로제

시된 결과이기 때문에 옥타브밴드의1/1
정밀소음계로측정되었다면각각의주파

수별 음압은 총소음량에 비추어 더 높게

측정되었을것이다 따라서총소음량으로.
기준값을정한다면이보다더낮아야할

것으로 추정된다.
청력검사 장소의 유형에 따라서 각 주

파수별음압수준의유의한차이는있으나

고음보다는저음에서높은배경소음수준

을보이는것은크게다르지않았다 사무.
실이나 회의실보다 강당 또는 식당과 휴

게실등의장소가각주파수별음압과총

소음량에서배경소음이높게나타난것은

장소의크기나특성 특정소음원등이영,
향을미쳤을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각.
산업장별 회측정간총소음량음압의차3
이에따른크기가클수록각주파수별배

경소음 수준의 차이가 유의하게 컸으나,
그 차이는 특히 및250 Hz, 500 Hz 1000
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배경소음으로Hz

서 건강진단에 임하는 수검자의 말소리

등의 잡음이 동일 장소의 배경소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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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변이와 주파수별 음압 크기에 영

향을미쳤을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산.
업장에서의청력검사시다른검사와는독

립적이며격리된상태에서검사가수행되

어야한다 그리고집단적인집합상태에.
서 수행되는 것을 피하고 또 검사 시간,
동안 서로간에 잡담을 하지 않는 것만으

로 이상의배경소음을줄일수5 10 dB˜

있을 것이다.
물론정확한청력검사를위해서는건강

진단기관원내의청력검사실에서검사를

실시하거나 산업장에서검사를실시하여,
야 한다면 사업장내 청력검사실 또는 이

동용 청력부스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히 청력에 대한 정상과 비정상만을

구분하기 보다 특히 청력검사 결과 역치

전이의 상대적 변화에 관리기준을 두는

표준역치이동의 적용 장애보상의 결정,
및 역치 자료의 역학적 연구의 활용에서

청력 검사실의 적정성은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검사장소의배경소음이적합지

않은경우에는헤드폰이아닌귓속형폰을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실시하거나 일반,
청력 검사용 헤드폰(supra-aural earphone)
보다 배경음에 대한 높은 감쇠치를 보이

는 또는 등의 상업Audiocup Audio-Mate
용 소음 감쇠형 보조도구(noise reduction

를 이용하여 청력검사earphone enclosure)
를 하는 방법이 있다 등 귓(Frank , 1997).
속형폰은 주파수역청력검500 8000 Hz˜

사시 옥타브밴드별최대배경소음허용기,
준이 에서 까지 주파수별125 Hz 8000 Hz
로 로높78, 64, 50, 47, 49, 50, 56 dB SPL
아 검사실의 배경소음에 영향을 덜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연구의조사결과현재소음특수건

강진단에서 일반적으로 산업장에서 차1
필수항목검사중난청장애의선별을위

해실시하는 와 기도순1000 Hz 4000 Hz
음청력검사에서 전반적으로 이2000 Hz
하 대역의 높은 배경소음 수준으로 인해

청력 역치의 상승효과를 유발하여 참 역

치보다 과대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난청자의 선별.
의 의(1000 Hz 30 dBHL, 4000 Hz 40

를위해서는 차필수 순음청력검dBHL) 1 ( )
사의수행시 첫째 가장바람직한방법으, ,
로 차필수항목검사도 특수건강진단기1 ( )
관 원내에서 이루어지게끔 유도하고 둘,
째 산업장에서 청력검사를 수행해야 되,
는 경우에 이동용 청력부스를 사용하거

나 또는 대상 사업장이 청력보존프로그

램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장내 검사실을

사용하고 셋째 산업장의 청력검사 장소, ,
의 배경소음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

하게 하며 넷째 만의 청력검사, , 4000 Hz
로써 이상자를 선별하여 정밀검사를 수

행하거나 다섯째 역치의 현행, , 1000 Hz
선별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여섯째 여, ,
러 다양한 배경소음 감쇠 방안을 강구하

여야 할 것이다.

결 론.Ⅴ
산업장에서수행되는청력검사장소의

배경소음수준을살펴봄으로써소음특수

건강진단의 차 검사필수항목 중 시행1 ( )
하는순음청력검사의정확도와난청선별

검사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차로 개의산업장검사장소에서지1 94

시소음계 단위의 계기로 총소음량(5 dB )
을 측정하고 차로 개 산업장(dB(A)) , 2 47

검사장소에서정밀소음계로주파수역별

음압과 총소음량을 측정 평가하였다 산.
업장의 청력검사 장소별로 회 측정하여3
배경소음수준을 이측정가능한0 dB HL

의 최대허용배경소음 기준값ANSI S3.1
및 청력 이상 여부의 선별검사가 가능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산업안전보건기

준에서규정한청력검사실의최대허용배

경소음 기준값과 비교하였다.
산업장에서 실시하는 차 청력검사 장1
소의배경소음수준은고음역보다는저음

역에서 더 높으며 전 음역의 전체 평균,
음압은 특성치로 이었다 순A 62.4 dB(A) .
음청력검사시헤드폰을착용한상태에서

이측정가능한각주파수별최대0 dB HL
허용배경소음기준과비교한결과모든주

파수 대역에서 거의 대부분 기준을 초과

하였다 선별검사로서미국산업안전보건.

청의 청력검사 장소의 배경소음 기준과

비교하면 이하대역에서는거의, 2000 Hz
대부분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4000 Hz
이상 대역에서는 기준치 이하이었다.
산업장에서 차 청력검사를 실시하는1
검사장소별배경소음의평균총소음량과

주파수별음압에서사무실과회의실이다

른 장소에 비해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한차이를보였다 그리고각산업장별.
총소음량의차이에따른주파수별음압의

변동은 및 대역에250 H, 500 Hz 1000 Hz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현재의산업장에서실시하는청력검사장

소의 배경소음 수준은 차 검사필수항1 (
목 중 의순음기도청력검사에적) 1000 Hz
합하지않음을보여주고있다 따라서적.
정한 난청자의 선별을 위해서는 여러 다

양한 배경소음 감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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