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345371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6

A61B 5/12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2년07월26일
10-0345371
2002년07월09일

(21) 출원번호 10-1999-0026584 (65) 공개번호 특2001-0008660
(22) 출원일자 1999년07월02일 (43) 공개일자 2001년02월05일

(73) 특허권자 심계원
서울 성동구 성수1가동 676-3 현대아파트 101동 1403호
심상돈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1동 235-11 미주아파트 4동1517호
노윤성
경기 구리시 인창동 주공6단지아파트 603동 1207호

(72) 발명자 노윤성
경기 구리시 인창동 주공6단지아파트 603동 1207호

(74) 대리인 남호현

심사관 : 신운철

(54) 인터넷을 이용한 청력검사방법 및 그 프로그램을 수록한 기록매체

요약

본 발명은 청력(聽力)을 원거리에서 진단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검사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
한 것이다.

종래에는 청력을 테스트하거나 진찰하기 위하여 이비인후과(耳鼻咽喉科)가 있는 병원 또는 전문의원을 환자가 직접 방
문하여 검사하여야 되는 불편이 있었다.

본 발명은 환자가 직접 이동하지 않고도 청력검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순음 청력검사를 통해 자신의 청력정도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통상의 통신 모뎀으로 진단 받을 수 있는 프로
그램을 제공한다.

    
이러한 본 발명은 환자가 특정 인터넷 청력테스트 웹사이트에 컴퓨터를 통하여 모뎀으로 접속하여 청력테스트 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순차적 안내에 따라 청력테스트의 기준이 되는 가청범위의 주파수(250∼8000Hz)와 음량(0∼85dB)을 
각 단계로 들려주고 이에 환자가 대답(response)에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 하여 자신의 청력범위를 알려주면 프로그램
은 가청 소리의 범위를 인지하여 환자의 청력정도를 알려주고 이에 해당하는 조치 및 설명을 알려주어 난청의 조기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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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조기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써 질병의 예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스크리닝(screening) 순음
청력검사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1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a, b는 본 발명의 메인 프로그램,

도2a, b, c는 본 발명 회화영역의 연속적인 검사 프로그램,

도3a, b, c는 본 발명의 직접화면을 보면서 검사하는 프로그램의 고음역검사 프로그램,

도4a, b, c는 본 발명의 직접화면을 보면서 검사하는 프로그램의 저음역검사 프로그램,

도5a, b, c는 본 발명의 직접화면을 보면서 검사하는 프로그램의 회화영역검사 프로그램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검사자확인부 2 ; 검사자자료입력부 3 ; 검사자자료저장부

4 ; 브라우저선택부 11 ; 검사방법선택부 23L ; 왼쪽 귀 처리부

23R ; 오른쪽 귀 처리부 24 ; 소리파일선택부 25 ; 500Hz소리선택부

26 ; 2000Hz소리선택부 27 ; 1000Hz소리선택부 28 ; 평균역치출력부

29 ; 소리들림확인부 30 ; 소리값확인부 31, 32, 33 ; 소리값저장부

34 ; 소리값증가부 35 ; 난청등급판정부 36 ; 난청등급설명부

37 ; 검사 귀 전환 확인부 38 ; 검사내용저장부

39 ; 리턴부 40 ; 고음영역검사부 41 ; 직접검사안내부

42 ; 음역선택부 43 ; 안내문출력부 44 ; 소리파일선택부

45 ; 4000Hz소리선택부 46 ; 8000Hz소리선택부 47 ; 소리들림확인부

48 ; 평균역치출력부 50 ; 소리값확인부 51, 52 ; 소리값저장부

53 ; 검사소리증가부 54 ; 난청등급설명부 55 ; 리턴부

56 ; 난청등급판정부 60 ; 저음영역검사부 63 ; 안내문출력부

64 ; 소리파일선택부 65 ; 250Hz소리선택부 66 ; 500Hz소리선택부

 - 2 -



등록특허 10-0345371

 
67 ; 소리들림확인부 68 ; 평균역치출력부 70 ; 소리값확인부

71, 72 ; 소리값저장부 73 ; 검사소리증가부 74 ; 난청등급설명부

75 ; 리턴부 76 ; 난청등급판정부 80 ; 회화영역검사부

82 ; 안내문출력부 83 ; 소리파일선택부 84 ; 500Hz소리선택부

85 ; 2000Hz소리선택부 86 ; 1000Hz소리선택부 87 ; 소리들림확인부

88 ; 평균역치출력부 90 ; 소리값확인부 91, 92, 93 ; 소리값저장부

94 ; 검사소리증가부 95 ; 난청등급설명부 96 ; 리턴부

97 ; 난청등급판정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컴퓨터에 의하여 운용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청력 테스트 방법(screening 순음 청력검사)에 관한 것
이다.

    
먼저, 본 발명에서 다루어지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 함은 인터넷 통신망 내에서 운용되는 WWW(World Wide Web)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이용한 글, 그림, 소리, 동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일련의 컴퓨터프로그램을 HTML(Hyper Tex
t Markup Language) 형태의 프로그램과 CGI(Common Gateway Interface) 프로그램에 의하여 HTML의 Form 태
그 하에서 인터넷과 접속한 사용자의 브라우저와 인터넷 서버 측의 소스를 연결하여 주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뜻하는 것
으로서, 본 발명의 프로그램은 HTML형식의 메인 프로그램과 CGI형태의 실행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사용하게 된다. 
또한 고도의 압출률을 이용하는 flush와 최근개발된 JABA도 사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체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의 한 가지인 청력은 시각적인 인지와 더불어 청각에 의한 
정보수집은 매우 중요한 감각기관으로서 그 인지력을 자신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한다.

이러한 청력은 다른 감각과는 달리 노화함에 따라서 서서히 그 인지력이 약해지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서 급격한 청
력감소를 제외하고는 서서히 진행되어 자신의 청력 인지력의 변화에 대하여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청력변화
를 인지하더라도 바쁜 일상생활속에서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질환의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근래의 산업발달과 급속한 산업환경 변화에 의하여 작업장 소음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성난청이 증
가추세에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소음을 차단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가 개발되고 보다 낳은 작업환경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작업환
경의 개선이 요구 되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음이 심한 작업환경 내에서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에 익숙해지는 인체의 환경적응력에 의하여 소음수준에 대하여 인체가 느끼는 감도가 낮아지고 이로 인한 지속적
인 소음 노출로 청신경손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청력의 인지력 변화(난청)은 급격히 청력이 감소하는 급성난청(돌발성난청)과 어떤 이유에서든지 서서히 청력
이 감쇠되는 난청형태로 나누어진다.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청력 감쇠에 대하여는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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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청력이 떨어지는 돌발성 난청의 경우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치료가 질병의 예후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항상 바쁜 현대인에게는 병원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런 사람들에게 스스로 간단히 Web 환경
에서 순음청력검사를 할 수 있게 도와 줌으로써 난청을 조기발견하고 또한 적절한 경고를 줌으로써 조기치료를 가능케
한다.

또한 서서히 청력이 감소하는 경우 이것을 조기진단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병,의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순음청
력테스트를 통하여 본인의 청각능력을 진단 받거나 자가 진단을 위해서는 고유의 매우 깨끗한 순음(純音)을 발생하는 
소리굽쇠 등을 준비하여 항시 테스트를 시행하여야 자신의 청력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력진단 방법은 매우 불편한 단점이 있는 것으로서, 병, 의원을 방문하여야 하는 경우 시간적 손실과 진
료시간의 예약 등과 같은 불편이 있으며, 정확한 자가진단을 위해서는 고가의 특수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
는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진단방법을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병, 의원을 직접 방문
하는 시간적 낭비와 예약과 같은 불편이 없음은 물론 자가진단을 위한 특수 장치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 
때와 장소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언제든지 자신의 청력을 테스트 할 수 있는 발명이다.

이러한 본 발명의 방법은 본 출원인이 선출원한 발명특허 제98-58698호와 같은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로드(Load)하
여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ARS를 운용함과 동시에 청력테스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순차적인 청력등급에 따라 
청력을 테스트하여 의뢰인의 청력을 자동으로 알려주고 이에 따른 조치 및 주의할 사항을 설명하여 줌으로서 매우 편리
하고 신속하게 자신의 청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청력테스트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선 출원된 ARS를 이용한 청력 검사프로그램과 더불어 근래에 와서 대단히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 많은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점과 보다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본 발명의 청력검사 프
로그램을 인터넷 사이트의 홈페이지 하에서 운용되도록 한 청력검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위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인터넷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제공자의 인터넷 사이트의 
전용 또는 부수의 선택 기능으로 홈페이지 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은 홈페이지 상에서 선택되어 표시되는 메인 프로그램의 HTML파일 프로그램과 실시간으로 실행되는 
CGI 실행파일 형태의 연결프로그램으로 인터넷 서버의 하드디스크에 기록되어 구성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고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첨부도면 도1은 본 발명의 메인 프로그램을 표현한 것으로 본 발명의 청력검사를 시작하는 HTML프로그램이고, 도2 
내지 도5는 청력검사를 실시하는 CGI프로그램으로서,

이러한 본 발명의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청력검사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의 청력검사 시작프로
그램과 청력검사 실시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의뢰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수록된 인터넷 접속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제공회사를 통하여 모뎀으로 인터넷에 
접속한 후 청력검사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열면 청력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사용자는 청력검사를 실행하기 위한 버튼을 클릭 하면 홈페이지의 소개와 사용환경을 간단하게 디스플레이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것인지 ARS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와 선택창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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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다 정확한 청력검사를 위한 사용자의 컴퓨터 조정방법과 조정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선택창을 표시하여 사
용자로 하여금 조정토록 한다.

상기 안내에 의하여 컴퓨터의 환경을 청력검사에 알맞게 조정을 마친 후 시작버튼을 클릭 하면 청력검사가 실시되는 것
으로서, 검사자확인부(1) 및 개인자료표시부(1a)와 개인자료확인부(1b)를 거처 검사자자료입력부(2)와 검사자자료
저장부(3)에 의하여 검사자를 인식하도록 하며,

    
검사자가 인터넷과 접속한 브라우저의 종류를 선택하는 브라우저선택부(4)를 거쳐 검사방법선택부(11)에서 일련의 연
속적인 방법 또는 화면을 보면서 직접검사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검사방법선택부(11)가 실행되어 오른쪽 귀 처리부
(23R), 왼쪽 귀 처리부(23L)를 거쳐 소리파일선택부(24)를 실행하여 단계적으로 500Hz소리선택부(25), 2000Hz소
리선택부(26), 1000Hz소리선택부(27)를 실행하며 이때, 각 단계마다 소리들림확인부(29)의 클릭상태를 확인하고 클
릭 되면 소리값확인부(30)가 현재의 소리값을 산출하고 각 역치를 각각의 주파수별 소리값저장부(31, 32, 33)에 저장
하고 소리값증가부(34)가 다음 검사에 해당하는 소리값을 상기 소리파일선택부(24)에 보내어 마지막 검사가 될 때까
지 루프로 이어진다.
    

이때, 검사자가 소리들림확인부(29)를 클릭하지 않으면 마지막 소리선택에 해당하는 소리값의 평균 역치를 계산하여 
난청등급판정부(35)가 평균역치출력부(28)로 보내어 검사자의 일 측귀의 청력검사를 마치고 검사결과에 해당하는 난
청등급을 알려준다.

이때, 검사자는 자신의 난청등급에 해당하는 내용을 클릭 하면 난청등급설명부(36)가 난청등급에 해당하는 진단 및 처
방내용을 보여줌으로서 일측 귀의 검사를 완료한다.

다음으로 검사 귀 전환 확인부(37)에서 계속해서 다른 쪽 귀를 검사하는지를 판단하여 계속되면 리턴부(39)에서 청력
검사를 다시 시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사내용저장부(38)로 검사결과를 저장하여 검사자의 개인자료를 보관하는 검사
자료저장부(3)에 저장한다.

한편, 상기 검사방법선택부(11)에서 화면을 보면서 직접검사를 선택하면 첨부도면 도3과 같이 직접검사표시부(40a)
의 직접검사안내부(41)가 직접검사방법을 표시하고 음역선택부(42)는 저음영역검사부(60), 회화영역검사부(80) 및 
고음영역검사부(40)를 선택하도록 한다.

이때, 고음영역검사가 선택되면 안내문출력부(43)에서 고음영역검사에 사용되는 주파수리스트를 표시하고 소리파일선
택부(44)는 4000Hz소리선택부(45)와 8000Hz소리선택부(46)의 소리크기를 각 단계별로 소리를 들려주고 화면에 현
재 들려주고 있는 소리의 크기와 주파수를 표시하여 주고 소리들림확인부(47)의 클릭을 기다린다.

이때, 소리들림확인부(47)가 클릭 되면 현재 들려준 소리에 해당하는 소리값을 소리값확인부(50)가 판단하여 소리값
저장부(51, 52)에 저장하고 검사소리증가부(53)에서 다음단계의 소리값을 선택하여 상기 소리파일선택부(44)로 보
내어 소리선택부(45, 46)의 다음단계 소리를 들려준다.

그런 다음, 소리들림확인부(47)가 클릭 되지 않으면 난청등급판정부(56)에서 마지막으로 들려준 소리에 해당하는 소
리값을 평균역치출력부(48)로 보내어 검사자에게 알려주고 검사자는 출력된 난청등급에 해당하는 출력문을 클릭 하면 
난청등급설명부(54)가 난청등급을 설명하는 설명문을 출력하고 리턴부(55)는 직접검사안내부(41)로 되돌린다.

한편, 음역선택부(42)에서 저음영역검사가 선택되어지면 도4와 같이 안내문출력부(63)에서 저음영역검사에 사용되는 
주파수리스트를 표시하고 소리파일선택부(64)는 250Hz소리선택부(65)와 500Hz소리선택부(66)의 소리크기를 각 단
계별로 소리를 들려주고 화면에 현재 들려주고 있는 소리의 크기와 주파수를 표시하여 주고 소리들림확인부(67)의 클
릭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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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소리들림확인부(67)가 클릭 되면 현재 들려준 소리에 해당하는 소리값을 소리값확인부(70)가 판단하여 소리값
저장부(71, 72)에 저장하고 검사소리증가부(73)에서 다음단계의 소리값을 선택하여 상기 소리파일선택부(64)로 보
내어 소리선택부(65, 66)의 다음단계 소리를 들려준다.

그런 다음, 소리들림확인부(67)가 클릭 되지 않으면 난청등급판정부(76)에서 마지막으로 들려준 소리에 해당하는 소
리값을 평균역치출력부(68)로 보내어 검사자에게 알려주고 검사자는 출력된 난청등급에 해당하는 출력문을 클릭 하면 
난청등급설명부(74)가 난청등급을 설명하는 설명문을 출력하고 리턴부(75)는 직접검사안내부(41)로 되돌린다.

또한, 음역선택부(42)에서 회화음역검사가 선택되어지면 도5와 같이 안내문출력부(82)에서 회화음역검사에 사용되는 
주파수리스트를 표시하고 소리파일선택부(83)는 500Hz소리선택부(84)와 2000Hz소리선택부(85) 및 1000Hz소리선
택부(86)의 소리크기를 각 단계별로 소리를 들려주고 화면에 현재 들려주고 있는 소리의 크기와 주파수를 표시하여 주
고 소리들림확인부(87)의 클릭을 기다린다.

이때, 소리들림확인부(87)가 클릭 되면 현재 들려준 소리에 해당하는 소리값을 소리값확인부(90)가 판단하여 소리값
저장부(91, 92, 93)에 저장하고 검사소리증가부(94)에서 다음단계의 소리값을 선택하여 상기 소리파일선택부(83)로 
보내어 소리선택부(84, 85, 86)의 다음단계 소리를 들려준다.

그런 다음, 소리들림확인부(87)가 클릭 되지 않으면 난청등급판정부(97)에서 마지막으로 들려준 소리에 해당하는 소
리값을 평균역치출력부(88)로 보내어 검사자에게 알려주고 검사자는 출력된 난청등급에 해당하는 출력문을 클릭 하면 
난청등급설명부(95)가 난청등급을 설명하는 설명문을 출력하고 리턴부(96)는 직접검사안내부(41)로 되돌리도록 구
성되어 있다.

위와 같이 일련의 청력검사를 행하는 본 발명의 작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인터넷 사이트를 운용하는 운용체제에 맞도록 컴파일 되거나 규칙에 따라 프로그램 되어 인터넷의 서브 하드
디스크에 링크 소스로 기록되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검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로드 되어 실행되도록 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실시 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Windows"버전 하에서 실행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은 "Vis
ual C++ "를 사용하였고 소리의 편집은"Cool edit pro"을 사용하였다.

상기 소리는 "1000Hz - 30dB"를 청력검사장치로부터 음성인식장치로 저장하고 이를 압축 및 증폭하여 250Hz∼800
OHz의 주파수와 0dB∼80dB을 5dB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각각의 특정 음성데이터 형태로 엔코드(Encode)된 고유의 
파일로 구분된 상태이고 운영체제하의 본 프로그램이 수록된 저장장치에 존재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본 발명에서 기술되는 용어가운데 "순음"이라 함은 파형이 하나이고 잡음으로 작용하는 다른 파형의 첨가가 없
는 순수한 고유의 파장을 갖는 음을 뜻하는 것이며, "역치"는 소리가 고막과 이소골을 자극하여 전달된 소리에 의하여 
인지될 수 있는 최소의 음의양을 뜻하는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작용을 설명한다.

먼저, 의뢰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수록된 인터넷 접속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제공회사를 통하여 모뎀으로 인터넷에 
접속한 후 청력검사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열면 청력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검사자의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은,

"OOOOOOO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본 홈페이지는 이비인후과적인 의학 정보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스크리닝(SCREENIG) 청력 검사를 할 수 있게 제작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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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청력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능한 객관적으로 본인의 청력정도를 파악하게 하여 치
료나 사회적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본 홈페이지는 internet explorer 4.0 이상 nescape 4.0 이상, 해상도 800x600 모드에서 가장 ...............이하, 생략."
이라 표시되어 본 홈페이지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된다.

그리고, 좌측에 각종의 선태 태그가 나타나며 이곳에 청력검사 선태 태그가 있다.

사용자는 청력검사를 실행하기 위한 버튼을 클릭 하면 "인터넷을 이용한 청력검사", "ARS전화청력검사안내"의 클릭창
이 나타난다.

이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청력검사"를 클릭 하면,

"이 검사는 가능한 주위 소음이 적은 조용한 곳에서 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를 위해서는 약간의 세팅(setting)이 필요합니다.

1. ........

중략...

5. 검사할 귀를 선택 후 "시작"을 누르시면 검사가 안내됩니다."라고 표시된다.

위와 같이 보다 정확한 청력검사를 위한 사용자의 컴퓨터 조정방법과 조정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선택창을 표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조정토록 한다.

상기 안내에 의하여 컴퓨터의 환경을 청력검사에 알맞게 조정을 마친 후 "시작" 버튼을 클릭 하면 검사자확인부(1)에서 
청력검사를 실시하는 접속자의 접속 ID를 검색하여 사용자의 자료가 있으면 도면 도1b의 개인자료표시부(1a)가 검사
자의 자료를 표시하고 개인자료확인부(1b)가 검색된 자료의 사용여부를 사용자에게 물어본다.

한편, 검사자의 자료가 검색되지 않으면 검사자자료입력부(2)가 검사자의 다음 청력검사를 위한 신상내용을 입력받은 
후 검사자자료저장부(3)에 저장한다.

다음, 검사자의 자료저장이 완료되면 인터넷과 접속한 브라우저의 종류를 선택하는 브라우저선택부(4)가 검사자의 브
라우저를 설정하도록 함과 아울러 검사방법선택부(11)가 청력검사를 연속적인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검사자가 화면을 보
면서 직접검사를 할 것인지 연동되어 표시한다.

이때, 검사자가 연속적인 검사를 선택하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회화영역의 음역에 해당하는 청력검사를 실
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화면에는,

"가능한 주변 소음이 적은 조용한 곳에서 검사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헤드폰에서 조그만 소리라도 "삐--" 소리가 들리면 5초 이내로 엔터를 Click 하세요.

만약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5초 이내에 엔터를 Click 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라는 문구와 볼륨조정 기능 테
그가 있다.

그리고, 화면에는 "좌측 귀 검사"-"우측 귀 검사"가 표시되어 원하는 쪽의 귀를 검사할 수 있고 나중에 반대쪽 귀를 검
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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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검사할 귀 선택부(22)가 실행되면 소리파일선택부(24)가 1000Hz소리선택부(25)부터 주파수가 1000Hz이
고 음량은 80dB인 "삐--"소리를 1초 동안 들려주고 연이어 "엔터"가 클릭 되었는지를 소리들림확인부(29)가 확인하
여 클릭 되면 검사자의 청력이 보다 좋은 것으로 인지하고 소리값확인부(30)가 현재 들려준 소리의 값을 판단하게 한
다.

이렇게 클릭이 확인되면 현재 소리값을 소리값저장부(31)에 저장하고 소리값증가부(34)는 한 단계 더 진행되는 신호
를 상기 소리파일선택부(24)로 보내어 다음의 작은 소리를 다시 1초동안 들려준다.

한편, 상기 단계에서 "엔터"가 클릭 되지 않으면 검사자의 청력이 1000Hz 80dB 이하라는 것으로 인지되고 소리파일선
택부(24)는 2000Hz의 80dB의 소리를 1초간 들려준다.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 1000Hz대역의 소리선택부(27)의 소리크기가 "0dB" 레벨이 될 때까지 진행하며 검사자가 엔터
를 클릭하지않은 시점의 소리 값(바로 전단계의 소리값)즉 청력역치를 각각의 소리값저장부(31, 32, 33)에 저장하고 
소리 들려주기 단계가 끝나면 그저장값을 평균역치계산부(검사순서 1000Hz→2000Hz→1000Hz→500Hz)[※처음에 
검사한 1000Hz의 청력역치값은 버린다.] (28)에 보내어 계산을 완료하여 난청등급판정부(35)에 전송하면 난청등급
을 다시 평균역치계산부(28)에 리턴 하여 검사자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알려진 난청등급을 클릭 하면 난청등급설명부(36)가 검사자의 화면에 그 설명문을 표시하여 설명하여 주게 된
다.

위와 같이 일 측귀의 검사가 끝나면 다른 쪽 귀의 검사를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귀 전환확인부(37)가 
확인하여 계속검사가 선택되면 리턴부(39)가 검사의 처음 위치로 리턴 하여 반대쪽 귀를 검사하게 된다.

반대쪽 귀의 검사는 상기에서 설명한 방법을 반복하여 같은 검사효과를 갖는다.

한편, 상기한 검사방법선택부(11)에서 "직접화면을 보면서 검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주파수가 4000Hz와 8000Hz대
역의 고음영역을 검사하는 고음영역검사부(40)와 주파수 250Hz와 500Hz 대역의 저음영역 및 일상의 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회화영역 주파수 500Hz, 1000Hz, 2000Hz 대역의 청력을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각각의 주파수 대역마다 0dB ~ 80dB 크기마다 5dB간격으로 큰 소리부터 작은 소리까지를 순차적으로 들려주고 최소 
가청 소리크기의 값을 산출하여 청력역치를 얻고 이로부터 결과에 따라 난청유무를 알려준다. (①연속적인 검사[회화
영역]/직접화면 보면서 검사[회화영역]에서는 표준화되어있는 난청등급을 알려주고 ②직접화면 보면서 검사[고음역, 
저음역]에서는 30dB이상의 청력역치가 나오면 난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 상기 직접화면을 보면서 검사하는 
검사방법은 회화영역, 고음영역, 저음영역을 검사 할 수 있고(연속적인 검사는 회화영역만 검사가능) 연속적인 검사와 
비교하여 고음역검사와 저음역검사가 추가 된 것이다.
    

다음에 표시한 표1, 표2, 및 표3은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주파수와 소리크기 및 난청등급의 설명을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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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속적인 검사{회화영역}/직접화면을 보면서 검사{회화영역}-여기서 회화영역이라함은 {500Hz, 1000Hz, 2000Hz

}를 말함.
회 화 영 역 검 사
판독 값의 구분 음성 플레이 내용
0dB ~ 25dB 검사 한쪽 귀의 청력은 정상범위에 속합니다
26dB ~ 40dB 검사 한쪽 귀의 청력은 경도난청에 해당됩니다. 일상 대화에는 지장

이 없으나 작은 소리나 속삭이는 소리를 듣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
니다.[br/]청력이 저하된 시기가 한 달 이내이고 이명이나 어지럼증
이 동반되었다면 가능한 빨리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
니다.[br/]만약 귀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귀가 꽉막힌 느낌이 지속되
면 중이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
랍니다.

41dB ~ 55dB 검사 한쪽 귀의 청력은 중등도 난청에 해당됩니다.[br/]일상적인 대
화에 장애가 있으며 조기 치료를 요하고 보청기 착용이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br/]청력이 저하된 시기가 1달 이내이거나 이명
이나 어지럼증이 동반되었다면 가능한 빨리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
담하시기 바랍니다.[br/]귀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귀가 꽉찬 느낌이 
지속되면 중이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하
시는 것이 좋습니다.

56dB ~ 70dB 검사 한쪽 귀의 청력은 중고도 난청에 해당됩니다.[br/]큰소리로 말
할 때 겨우 대화 할 수 있고 말은 명료하게 못 알아들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br/]일상적인 대화에 장애가 심하여 보청기가 필수적입니다.
[br/]청력이 저하된 시기가 1달 이내 이거나 이명이나 어지럼증이 
동반되어 있으면 가능한 빨리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
니다.[br/]귀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귀가 꽉찬 느낌이 지속되면 중이
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
니다.

71dB ~ 80dB 검사 한쪽 귀의 청력은 고도난청에 해당됩니다.[br/]큰소리로 귓가
에서 말하면 겨우 듣거나 들을 수 없고 일상적인 대화가 안됨으로 보
청기가 도움이 됩니다.

[표 2]
직접화면을 보면서 검사{고음역}-고음역검사는 {4000Hz, 8000Hz}를 말함

고 음 역 검 사
판독 값의 구분 음성 플레이 내용
30dB이상 검사 한쪽 귀는 고음역에서 청력손실(high frequency hearing los

s)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br/]일반적으로 4000Hz에서 30dB
이상, or 8000Hz에서 30dB이상 이면 [br/]고음역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br/]4000Hz에서 청력손실이 있는 경우, 8000
Hz에서도 청력손실이 동반된[br/]경우가 많고 작업장과 소음노출이 
심한 곳에 오랜동안 노출된 경우 4000Hz에서만 청력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상적 대화에는 지장이 없으나 작은 시계초침 소
리나 속삭이는 소리를 못 들을 가능성[br/]이 있습니다. earphone
으로 오랜 시간동안 음악을 들은 경력이 있거나, 큰소리에 노출된 경
험이 많으면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br/]또한 결핵약과 
같은 이독성이 있는 약물을 장기간 복용한 경우에도 이러한 고음역 
난청이 올 수 있습니다.

 - 9 -



등록특허 10-0345371

 
[표 3]

직접화면을 보면서 검사{저음역}
저 음 역 검 사
판독 값의 구분 음성 플레이 내용
30dB이상 검사 한쪽 귀는 저음역에서 청력손실(low frequency hearing los

s)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br/]일반적으로 250Hz에서 30dB이
상, or 500Hz에서 30dB이상이면 저음력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br/]메니어 병(menier'ds)혹은 돌발성난청(sudden 
deafness)의 드문 type으로 이러한 저음역 청력손실이 나타나는 경
우가 있습니다.

-저음역검사는 {250Hz, 500Hz}를 말함

    발명의 효과

위와 같이 작용하는 본 발명의 청력 테스트 방법은 피청력 검사자가 이비인후과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가지 않고도 용이
하게 자신의 청력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는 편리함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의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청력검사에 대한 안내 및 인사말을 갖는 인터넷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HTML프로그램과 CGI실행프로그램에 있
어서,

검사자의 개인 신상자료를 관리하는 검사자확인부(1) 및 검사자자료입력부(2), 검사자자료저장부(3)와;

상기 검사자가 인터넷과 접속한 브라우저의 종류를 선택하는 브라우저선택부(4)와 검사방법확인부(11)를 갖는 검사방
법선택부(10)와;

상기 검사방법선택부(10)의 결정에 의하여 선택되어진 연속적인 검사 프로그램은 검사할 귀 선택부(22)와 오른쪽 귀 
처리부(23R), 왼쪽 귀 처리부(23L)와;

소리파일선택부(24)에 의하여 제어되는 500Hz소리선택부(25), 2000Hz소리선택부(26), 1000Hz소리선택부(27)와
;

소리들림확인부(29) 및 소리값확인부(30), 소리값저장부(31, 32, 33), 소리값증가부(34)가 실행되어 얻어진 소리값
을 평균역치계산부(28)로 부내여 산출된 난청등급을 출력하는 난청등급판정부(35)와;

상기 난청등급판정부(35)에서 얻어진 난청등급을 출력하는 난청등급설명부(36), 반대쪽 귀의 검사를 유도하는 검사 
귀 전환 확인부(37), 리턴부(39)와 검사내용저장부(38)로 이루어진 연속적인 검사단계와;

상기 검사방법선택부(11)에서 선택되어 화면에 검사단계를 보면서 청력 검사하도록 직접검사표시부(40a)의 직접검사
안내부(41)가 직접검사방법을 표시하고 음역선택부(42)는 저음영역검사부(60), 회화영역검사부(80) 및 고음영역검
사부(40)를 선택하는 직접화면을 보면서 검사하기 단계와;

상기 고음영역검사부(40)는 안내문출력부(43), 소리파일선택부(44)에 제어되는 4000Hz소리선택부(45)와 8000Hz
소리선택부(46) 및 소리들림확인부(47)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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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소리들림확인부(47)의 클릭으로 실행되는 소리값확인부(50), 소리값저장부(51, 52), 검사소리증가부(53)가 상
기 소리선택부(45, 46)의 다음단계 소리를 플레이하고;

상기 소리들림확인부(47)가 클릭 되지 않으면 난청등급판정부(56)에서 얻어진 난청등급에 해당하는 소리값을 평균역
치출력부(48)에서 출력하여 난청등급설명부(54)가 난청등급을 출력하고 리턴부(55)는 직접검사안내부(41)로 되돌리
는 고음영역검사 단계와;

상기 저음영역검사부(60)는 안내문출력부(63), 소리파일선택부(64)에 의하여 제어되는 250Hz소리선택부(65)와 5
00Hz소리선택부(66), 소리들림확인부(67)가 있고;

상기 소리들림확인부(67)가 클릭 되면 소리값확인부(70), 소리값저장부(71, 72), 검사소리증가부(73)가 실행되며;

상기 소리들림확인부(67)가 클릭 되지 않으면 평균역치출력부(68)가 계산값을 난청등급판정부(76)로 보내어 난청등
급을 출력하여 난청등급설명부(74)로 출력하고 리턴부(75)는 직접검사안내부(41)로 되돌리는 저음영역검사 단계와
;

상기 회화음역검사부(80)는 안내문출력부(82)와 소리파일선택부(83), 500Hz소리선택부(84)와 2000Hz소리선택부
(85) 및 1000Hz소리선택부(86), 소리들림확인부(87)가 있고;

상기 소리들림확인부(87)가 클릭 되면 소리값확인부(90), 소리값저장부(91, 92, 93), 검사소리증가부(94)가 실행되
며;

상기 소리들림확인부(87)가 클릭 되지 않으면 평균역치출력부(88)가 소리값을 난청등급판정부(97)로 보내어 난청등
급을 출력하여 난청등급설명부(95)가 난청등급을 설명한 후 리턴부(96)는 직접검사안내부(41)로 되돌리는 회화영역
검사 단계로 이루어진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청력검사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청력검사에 대한 안내 및 인사말을 갖는 인터넷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HTML프로그램과 CGI실행프로그램에 있
어서,

검사자의 개인 신상자료를 관리하는 검사자확인부(1) 및 검사자자료입력부(2), 검사자자료저장부(3)와;

상기 검사자가 인터넷과 접속한 브라우저의 종류를 선택하는 브라우저선택부(4)와 검사방법확인부(11)를 갖는 검사방
법선택부(10)와;

상기 검사방법선택부(10)의 결정에 의하여 선택되어진 연속적인 검사 프로그램은 검사할 귀 선택부(22)와 오른쪽 귀 
처리부(23R), 왼쪽 귀 처리부(23L)와;

소리파일선택부(24)에 의하여 제어되는 500Hz소리선택부(25), 2000Hz소리선택부(26), 1000Hz소리선택부(27)와
;

소리들림확인부(29) 및 소리값확인부(30), 소리값저장부(31, 32, 33), 소리값증가부(34)가 실행되어 얻어진 소리값
을 평균역치계산부(28)로 부내여 산출된 난청등급을 출력하는 난청등급판정부(35)와;

상기 난청등급판정부(35)에서 얻어진 난청등급을 출력하는 난청등급설명부(36), 반대쪽 귀의 검사를 유도하는 검사 
귀 전환 확인부(37), 리턴부(39)와 검사내용저장부(38)로 이루어진 연속적인 검사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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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검사방법선택부(11)에서 선택되어 화면에 검사단계를 보면서 청력 검사하도록 직접검사표시부(40a)의 직접검사
안내부(41)가 직접검사방법을 표시하고 음역선택부(42)는 저음영역검사부(60), 회화영역검사부(80) 및 고음영역검
사부(40)를 선택하는 직접화면을 보면서 검사하기 단계와;

상기 고음영역검사부(40)는 안내문출력부(43), 소리파일선택부(44)에 제어되는 4000Hz소리선택부(45)와 8000Hz
소리선택부(46) 및 소리들림확인부(47)와;

상기 소리들림확인부(47)의 클릭으로 실행되는 소리값확인부(50), 소리값저장부(51, 52), 검사소리증가부(53)가 상
기 소리선택부(45, 46)의 다음단계 소리를 플레이하고;

상기 소리들림확인부(47)가 클릭 되지 않으면 난청등급판정부(56)에서 얻어진 난청등급에 해당하는 소리값을 평균역
치출력부(48)에서 출력하여 난청등급설명부(54)가 난청등급을 출력하고 리턴부(55)는 직접검사안내부(41)로 되돌리
는 고음영역검사 단계와;

상기 저음영역검사부(60)는 안내문출력부(63), 소리파일선택부(64)에 의하여 제어되는 250Hz소리선택부(65)와 5
00Hz소리선택부(66), 소리들림확인부(67)가 있고;

상기 소리들림확인부(67)가 클릭 되면 소리값확인부(70), 소리값저장부(71, 72), 검사소리증가부(73)가 실행되며;

상기 소리들림확인부(67)가 클릭 되지 않으면 평균역치출력부(68)가 계산값을 난청등급판정부(76)로 보내어 난청등
급을 출력하여 난청등급설명부(74)로 출력하고 리턴부(75)는 직접검사안내부(41)로 되돌리는 저음영역검사 단계와
;

상기 회화음역검사부(80)는 안내문출력부(82)와 소리파일선택부(83), 500Hz소리선택부(84)와 2000Hz소리선택부
(85) 및 1000Hz소리선택부(86), 소리들림확인부(87)가 있고;

상기 소리들림확인부(87)가 클릭 되면 소리값확인부(90), 소리값저장부(91, 92, 93), 검사소리증가부(94)가 실행되
며;

상기 소리들림확인부(87)가 클릭 되지 않으면 평균역치출력부(88)가 소리값을 난청등급판정부(97)로 보내어 난청등
급을 출력하여 난청등급설명부(95)가 난청등급을 설명한 후 리턴부(96)는 직접검사안내부(41)로 되돌리는 회화영역
검사 단계로 이루어진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청력검사프로그램이 수록된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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