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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노출 근로자의 청력역치와 

청력손실 정도

김규상
(한국산업안 공단 산업안 보건연구원)

김규상. 소음 노출 근로자의 청력역치와 청력손실 정도. 언어청각장애연구, 2006, 제11권, 제2호, 
106-121. 이 연구는 ‘2003년 소음 노출 근로자에 한 소음 특수건강진단’ 자료원을 이용하여 

소음 노출 근로자의 청력역치와 청력손실 정도를 악하고자 하 다. 소음 노출 근로자의 청력은 

소음 특수건강진단 자료로서 특수건강진단기 의 2003년 소음 특수건강진단 정도 리 자료평가

용 제출 자료(70개 특수건강진단기 의 403개 사업장 10,823명(남 9,464명, 여 1,359명)의 청력검

사 결과)를 이용하 다. 소음 특수건강진단 상자의 1차(필수)검사에 의한 2차(선택)검사 선별 

상자율은 좌우측 귀 각각 1000Hz에서 남성 근로자가 6.1%, 6.0%, 여성 근로자가 5.7%, 5.6%

으며, 4000Hz에서는 남성 근로자가 22.9%, 22.7%, 여성 근로자가 9.1%, 8.8%이었다. 1차 검사상 

선택검사 상자 비율이 소음 노출 근로자로서 소음 특수건강진단 상자  남성 근로자가 

31.0%, 여성 근로자가 14.1%이었다. 2차 수검자의 청력은 주 수별, 연령별 역치 증가가 있었고, 

2차 수검자의 과반 이상이 고음역의 청력손실(4000Hz에서 50dBHL 이상)이 특징 이나 남성 근

로자의 8.7%에서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로 추정되었다. 청력장애 정도는 2차 수검자의 다수가 정

상이나, 우측 귀의 경우 2차 수검 남성 근로자의 15%, 여성 근로자의 37.7%에서 경도 이상의 난청 

소견을 보 다.

핵심어: 소음, 소음 특수건강진단, 소음성 난청, 청력역치

Ⅰ. 서 론

소음은 우리나라 제조업체 사업장 근로자의 주요한 노출 유해요인이며 그로 인한 건강장애로서 

많은 소음성 난청을 발생시키고 있다. 1999년 제조업체를 상으로 한 작업환경 실제조사에서 체 조

사 상 사업장 52,070개소  53.3%에서 소음발생 작업공정을 보유하고 근로자수로는 12.1%가 해당 

공정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산업안 공단, 1999). 업종별 노출 평균 소음수 이 연구자

별로 차이를 보이며 우리나라 산업장의 업종별 소음공정의  주 수역 음압수 은 과거에 비해 소음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나 부분의 제조업종에서 비교  90dB(A)를 과하거나 허용기 에 

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 연 외, 1986). 작업환경  소음은 1995～2000년 최근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서도 소음의 노출기  과율이 1995년의 39.7%에서 2001년의 25.4%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유해인자  가장 높은 과율을 보이고 있다. 2001년 작업환경측정에서 상 사업장(26,347개소)  

소음측정 사업장이 98.7%(22,412개소)로 부분 사업장 근로자가 소음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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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  과율이 25.4% (5,702개소)로 작업환경 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분진 과율 

4.0%, 유기용제 과율 1.9% 등). 

소음성 난청은 1991년 이후 특수건강진단에 의해 발견되는 직업성 질환 유소견자  가장 많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다. 1991년 3,990건을 최고로 1998년에는 849건으로 감소하 으나 그후 다시 증가하여 

2001년에는 1,330건으로 체 직업병 유소견자 에서 소음성 난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55%～65%로 

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직업성 사고에 의한 상해나 업무상질병

에 해 요양과 보상을 하고 있는데 소음성 난청에 의한 직업병자는 매년 200～300건으로 10～20%에 

이르다, 산업재해통계 개선 일환으로 2000년부터 작업 련성 질병으로 개인질병 등 업무외  요인과 복

합 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신체부담작업, 뇌․심질환, 요통 등)을 업무상질병으로 포함하고 있어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질병으로서 요양 비율이 5% 내외로 감소하 다<표 - 1>. 

<표 - 1>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D1)  소음성 난청 직업병자 수 추세

연도
체 직업병

유소견자수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수
비율(%)

체 직업병 

요양승인자

소음성 난청 

직업병자수
비율(%)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7,187

5,942

4,346

3,197

3,320

2,978

2,497

1,953

1,794

2,218

1,935

2,419

2,750

3,990

3,345

2,421

1,746

1943

1,736

1,389

 849

1,056

1,368

1,330

2,000

2,228

55.5

56.3

55.7

56.9

58.5

58.3

55.6

43.5

58.9

61.7

68.7

82.1

81.0

1,537

1,328

1,413

 918

1,120

1,529

1,424

1,288

1,897

2,937

4,396

4,190

7,740

7,895

178

311

257

212

159

163

284

232

204

251

287

219

314

266

11.6

23.4

18.2

23.1

14.2

10.7

19.9

18.0

10.8

10.2

 6.5

 5.2

 4.1

 3.4

자료 : 노동부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연보자료, 
노동부  한국산업안 공단의 산재(직업병) 통계자료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가 이처럼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소음성 난청 방을 한 추가 인 규제

가 필요한 실정으로 청력보존 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한 앞으로 공장 자동화, 형화 

 고속화로 인해 작업장의 소음이 더 높아질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이 소음성 난청에 한 효과 이

고도 지속 인 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소음성 난청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직업병 문

제로 지속될 것이다. 한 소음성 난청은 규모만이 아니라 방할 수 있다는 리 측면 때문에 산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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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분야에서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다.

그러나 산업장 근로자에게서는 이와 같은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에서의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질병으로서의 소음성 난청만의 형 인 사례만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 인 통계 수치만으로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의 험의 규모를 알 수 없다. 즉 다양한 직업성 

난청과 비 형 인 소음성 난청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직업성 난청은 근로자가 노출되는 환경으로 인

해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그 정도는 경도에서부터 심지어 농(deaf)까지 발생할 수 있고, 난청의 유형

은 음성, 감각신경성 그리고 혼합성 난청의 모든 형태가 가능하다. 직업성 음성 난청으로는 외이도

의 이물질, 두부의 외상, 폭발 는 불꽃(metal spark)으로 인한 고막천공을 들 수 있으며, 감각신경성

난청으로는 지속 인 소음 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 외상 는 압력손상 등으로 인한 내이, 정원창막

의 열  외임 공, 음향외상, 이독성 물질로 인한 난청을 들 수 있다. 직업성 난청의 경우에는 양

측성으로 오는 것이 일반 이지만 일측성으로 올 수도 있다. 원인에 따라서는 소음성 난청이 가장 

표 이나 그 외 주로 추신경독성의 특성을 갖는 여러 산업화학물질에 의한 이독성 난청, 음향외상성 

난청, 이상기압으로 인한 난청, 외상성 난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노출 소음수 , 발생시 과 

련하여 소음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돌발성 난청을 들 수 있다. 

한 소음 특수건강진단에서 1차(필수) 건강진단에서의 청력역치의 과 평가와 2차(선택) 건강

진단에서의 과소평가, 즉 소음 노출 근로자에 한 순음청력검사 자료를 통해서 본 난청의 유형과 정도

에 따른 자료평가와 공식 인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D1)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자수의 

부 합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난청의 유형과 역치에 따른 청력장애의 평가를 소음 특수건강진단결과 

정의 정성(소음성 난청 유소견자 진단기 의 용에 따른 비교)을 통해 살펴 본 김규상 외(2001)의 

연구를 보면, 청각도(audiogram)만으로는 제한 이지만 특수건강진단기 이 최종 정한 결과와 비교

하 을 때 특히 질환자(D1, D2)의 정이 과소평가되어 있었다. 따라서 공식 인 자료원을 통한 소음성 

난청의 실태만이 아닌 실제 특수건강진단기 의 자료원을 통한 정확한 청력 평가와 소음성 난청의 유

병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높은 소음성 난청 요주의, 유소견율과 업무상질병으로서 증가하는 

소음성 난청, 1차 건강진단에서 청력역치의 과 평가와 2차 건강진단에서 정의 과소평가, 소음 노출 

근로자에 한 청력손실 정도에 따른 평가와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자 수의 부정합성을 규명하고자 공식 인 통계 자료 보다 소음 노출 근로자에 한 기본 인 1차 

자료인 순음청력검사 자료 분석을 통해 청력의 정확한 실태와 청력역치, 청력손실 정도  소음성 난청

의 규모와 분포를 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1) 재의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 정기 의 이론  재

검토 필요성과 채용시/배치  건강진단의 부작용에 한 이론  문제를 제기하고, 2) 소음성 난청의 조

기 방과 난청의 진행 단을 한 제반 책의 근거를 마련하며, 3) (소음성)난청의 업무상질병 인정

기 과 소음 노출기 에 한 검토 필요성의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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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내용

이 연구는 소음 노출 근로자의 청력역치와 소음성 난청 실태를 악하고자 ‘2003년 소음 노출 근로

자에 한 소음 특수건강진단’ 자료원을 이용하 다. 소음 노출 근로자에 한 소음 특수건강진단 자료원

은 특수건강진단기 의 ‘2003년 소음특수건강진단 정도 리’ 자료평가용 제출 자료로서 자료평가 상기

인 70개 특수건강진단기 이 2003년 반기 5～6월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근로자수 100～500인 

규모의 특수건강진단기 당 사업장 2곳 이상의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소음 특수건강진단 개인표, 2차

(정 ) 소음 특수건강진단 상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청각도)를 이용하 다. 

이 연구의 분석 상은 소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403개 사업장의 10,823명(남 9,464명, 여 

1,359명)의 1차(필수)검사 상자와 이  선별기  이상의 역치를 보여 2차(선택)검사를 실시한 2,336명

의 근로자이다. 연령은 20 가 20.9%, 30 가 38.3%, 40 가 28.0%, 50  이상이 12.8%로 평균 연령은 

약 38세 다. 근무기간은 5년 미만이 약 40%를 하 으며, 5～9년은 26.6%, 10～19년은 28.9%, 20년 

이상의 근무기간의 근로자는 3.9%로 평균 근속기간은 7.7년이었다<표 - 2>.

<표 - 2> 연구 상 소음 노출 근로자의 일반  특성

구분 빈도(%) 평균(표 편차)

성 남 9,464(87.4)

여 1,359(12.6)

연령(세) <30 2,134(20.9)

37.7(9.6)
30～39 3,918(38.3)

40～49 2,860(28.0)

≥50 1,313(12.8)

근무기간(년) <5 4,183(40.6)

7.7(6.1)
5～9 2,743(26.6)

10～19 2,971(28.9)

≥20 400( 3.9)

2. 연구 방법

소음 특수건강진단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 으로서 청력정도 리 교육 과정을 수료한 청력검사

자와 정의사에 의해 실시되며, 2차(선택)검사는 음향보정된 청력검사기와 최 허용배경소음 기  이

하의 정한 청력검사실에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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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노출 근로자에 한 2차 건강진단 상자 선별기 은 1차 소음 특수건강진단의 1,000Hz에서 

30dBHL 이상 는 4,000Hz에서 40dBHL 이상의 행 기 을 용하 다. 선별 상자  2차(선택)검사

를 수행한 수검자의 청력은 500, 1000, 2000, 3000, 4000, 6000Hz의 각 주 수별 역치와 평균역치로 평가하

다. 2차 수검자의 청력손실 정도와 난청은 ISO 기 과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 진단기 을 용하 다.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과 난청장애는 1차(필수)검사상 선별기 인 1000Hz에서 30dBHL 이상, 4000Hz에서 

40dBHL 이상으로 나 어 2차(선택)검사 상자 비율을 산출하 으며, 2차(선택)검사에 의한 청력역치는 

4000Hz에서 50dBHL 이상, 3분법에 의한 평균청력손실 30dBHL 이상의 기 을 용하 다. ISO 기 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는 3분법에 의한 평균 청력역치로 정상역 26dBHL 미만, 경도 27～40dBHL, 등도 

41～55dBHL, 등고도 56～70dBHL, 고도난청 71～90dBHL, 농 91dBHL 이상으로 분류하 다. 

3. 분석 방법

소음 노출 근로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1차(필수)검사에서 청력 이상자의 분포와 이 상자  

2차 수검자의 청력손실 정도를 성, 연령, 근무기간 등 일반  특성에 따라 비교하 다. 성, 연령, 근무기

간 등 일반  특성에 따른 1차 청력검사의 선별 상자율, 2차 선택검사 상자, 2차 수검자의 청력역

치  청력손실의 특성과 장애 정도를 SPSS 10.0을 이용하여 t 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교차분석(χ2검정)을 실시하 다.

Ⅲ. 연구 결과

1. 소음 노출 근로자의 청력역치

이 연구 상의 소음 노출 근로자 우측 귀의 1차(필수)검사에서 선별기 을 용하 을 때의 2차(선

택)검사 상자는 1000Hz에서 남자 571명(6.1%), 여자 76명(5.6%)이었으며, 4000Hz에서는 남자 2,151명

(22.7%), 여자 119명(8.8%)이었다.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1000Hz에서의 2차 상 비율보다 4000Hz에

서의 2차 상 비율이 유의하게 었다. 연령별로는 1000Hz에서 20  38명(1.8%), 30  155명(4.0%), 40  

209명(7.3%), 50  이상이 186명(14.2%)이었으며, 4000Hz에서는 20  100명(4.7%), 30  676명(17.3%), 

40  770명(27.0%), 50  이상이 529명(40.3%)이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2차(선택)검사 상자 비율

이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1000Hz에서의 선별 상자와 비교하여 4000Hz에서의 2차검사 상자 비율이 

3～4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근무기간별로는 1000Hz에서 5년 미만 248명(5.9%), 5～9년 167명(6.1%), 

10～19년 171명(5.8%), 20년 이상이 27명(6.8%)이었으며, 4000Hz에서는 5년 미만 700명(16.7%), 5～9년 

593명(21.6%), 10～19년 739명(24.9%), 20년 이상이 127명(31.8%)이었다. 1000Hz에서의 선별 상자 비

율은 근무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4000Hz에서는 근무기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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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를 보 다. 즉 근무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4000Hz에서 40dBHL 이상자로서 선별 상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 다<표 - 3>.

<표 - 3> 연구 상 소음 노출 근로자의 우측 귀의 1차 청력검사에 의한 선별 상자율
(단 : 명(%))

구분
1kHz 4kHz

<30 dBHL ≥30 dBHL p <40 dBHL ≥40 dBHL p

성 남 8,893(94.0) 571( 6.0) .582 7,308(77.3) 2,151(22.7) .000

여 1,283(94.4) 76( 5.6) 1,240(91.2) 119( 8.8)

연령(세) <30 2,096(98.2) 38( 1.8) .000 2,033(95.3) 100( 4.7) .000

30～39 3,763(96.0) 155( 4.0) 3,241(82.7) 676(17.3)

40～49 2,651(92.7) 209( 7.3) 2,087(73.0) 770(27.0)

≥50 1,127(85.8) 186(14.2) 784(59.7) 529(40.3)

근무기간(년) <5 3,935(94.1) 248( 5.9) .860 3,480(83.3) 700(16.7) .000

5～9 2,576(93.9) 167( 6.1) 2,149(78.4) 593(21.6)

10～19 2,800(94.2) 171( 5.8) 2,231(75.1) 739(24.9)

≥20 373(93.2) 27( 6.8) 273(68.3) 127(31.8)

 

좌측 귀의 1차(필수)검사에서 선별기 을 용한 경우의 결과는 우측 귀의 결과와 비슷하 다. 

다만 우측 귀에 비해 약간 선별 상 비율이 높았다<표 - 4>.

<표 - 4> 연구 상 소음 노출 근로자의 좌측 귀의 1차 청력검사에 의한 선별 상자율
(단 : 명(%))

구분
1kHz 4kHz

<30 dBHL ≥30 dBHL p <40 dBHL ≥40 dBHL p

성 남 8,890(93.9) 574( 6.1) .625 7,293(77.1) 2,169(22.9) .000

여 1,282(94.3) 77( 5.7) 1,235(90.9) 124( 9.1)

연령(세) <30 2,095(98.2) 39( 1.8) .000 2,016(94.5) 118( 5.5) .000

30～39 3,757(95.9) 161( 4.1) 3,269(83.4) 649(16.6)

40～49 2,656(92.9) 204( 7.1) 2,069(72.3) 791(27.7)

≥50 1,129(86.0) 184(14.0) 765(58.4) 546(41.6)

근무기간(년) <5 3,941(94.2) 242( 5.8) .945 3,458(82.7) 725(17.3) .000

5～9 2,579(94.0) 164( 6.0) 2,153(78.5) 590(21.5)

10～19 2,790(93.9) 181( 6.1) 2,239(75.4) 731(24.6)

≥20 375(93.8) 25( 6.3) 264(66.2) 13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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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택)검사 상자는 선별기  이상의 청력을 보이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1000Hz와 4000Hz 

주 수역의 어느 하나라도 청력검사상 이상을 보이는 경우의 좌우측 귀 각각의 선별기  이상의 청력 

이상을 보이는 근로자 비율과 체 으로 귀 어느 한쪽이라도 해당되는 선택검사 상자 비율을 살펴 

보았다. 

우측 귀의 경우 선택검사 상자 비율은 남자 2,308명(24.4%), 여자 150명(11.0%)이었다. 연령별

로는 20  123명(5.8%), 30  735명(18.8%), 40  836명(29.3%), 50  이상이 562명(42.8%)이었다. 근무

기간별로는 5년 미만이 771명(18.4%), 5～9년 633명(23.1%), 10～19년 799명(26.9%), 20년 이상이 131명

(32.8%)이었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유의하게 선별기  이상의 청력역치를 보여 선택검사 상자 비율

이 더 높았으며, 연령과 근무기간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좌측 귀의 경우도 

우측 귀와 비슷한 결과를 보 다. 

어느 한쪽 귀라도 선별기  이상의 역치에 해당되는 선택검사 상자 비율은 남자가 2,936명

(31.0%), 여자가 191명(14.1%)이었다. 연령별로는 20  189명(8.9%), 30  982명(25.1%), 40  1,067명

(37.3%), 50  이상이 664명(50.6%)이었다. 근무기간별로는 5년 미만이 970명(23.2%), 5～9년 800명

(29.2%), 10～19년 1,034명(34.8%), 20년 이상이 172명(43.0%)이었다. 

일측 귀만을 상으로 한 결과처럼 선택검사 상자 비율은 성별에 따른 차이와 연령과 근무기

간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상자 비율은 증가하 다. 즉 좌․우측 양

측 귀의 청력역치가 완 히 칭 이지 않음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우측 귀를 기 으로 한 선택검

사 상자보다 양측 귀를 상으로 한 상자 비율이 50  이상의 연령군의 1.18배에서 20 의 1.53배

까지 나타났다. 

선별기  이상의 역치를 보인 선택검사 실시 상자에 해 2차(선택)검사를 실제 수행한 수검자

는 성별로 남성 근로자가 2,205명으로 선택검사 상의 75.1%이었으며, 여성 근로자는 131명으로 68.6%

이었다. 연령별로는 20  113명(59.8%), 30  686명(69.9%), 40  819명(76.8%), 50  이상이 505명

(76.1%)이며, 근무기간별로는 5년 미만이 738명(76.1%), 5～9년 605명(75.7%), 10～19년 729명(70.5%), 

20년 이상이 138명(80.2%)이었다<표 - 5>.

2차(선택)검사 상자  2차검사를 실시한 2,336명의 근로자의 주 수별 청력역치와 3분법에 

의한 청력역치1)를 성, 연령, 근무기간별로 살펴보았다. 

2차검사를 실시한 2,205명의 남성 근로자의 주 수별 역치의 평균은 500Hz에서의 역치가 

17.8dBHL, 1000Hz 역치는 17.8dBHL, 2000Hz는 21.3dBHL, 3000Hz는 35.8dBHL, 4000Hz는 49.8dBHL 

6000Hz는 50.0dBHL이었으며, 3분법에 의한 평균역치는 19.0dBHL이었다. 음역에서의 청력역치보다 

고음역의 청력역치의 손실이 크게 나타났다. 131명의 여성 근로자에서는 500, 1000, 2000, 3000, 4000, 

6000Hz  평균청력역치가 각각 26.2, 27.2, 30.4, 36.8, 43.8, 43.1  27.9dBHL로 남자에 비해 상 으로 

음역의 청력과 평균청력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고음역의 청력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1) 500(a), 1000(b), 2000(c)에 의한 청력역치로서 (a+b+c)/3에 의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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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5> 연구 상 소음 노출 근로자의 선택검사 상자와 2차 수검자 비교
(단 : 명(%))

구분

선별 상†
선택검사

상자

2차검진

실시자‡
우측 좌측

- + - +

성 남

여

7,153(75.6)

1,209(89.0)

2,308(24.4)*

 150(11.0)

7,135(75.4)

1,203(88.5)

2,328(24.6)*

 156(11.5)

2,936(31.0)*

 191(14.1)

2,205(75.1)

131(68.6)

연령(세)
<30

30～39

40～49

≥50

2,011(94.2)

3,182(81.2)

2,022(70.7)

 751(57.2)

 123( 5.8)*

 735(18.8)

 836(29.3)

 562(42.8)

2,000(93.7)

3,199(81.6)

2,016(70.0)

 737(56.2)

 134( 6.3)*

 719(18.4)

 859(30.0)

 575(43.8)

 189( 8.9)*

 982(25.1)

1,067(37.3)

 664(50.6)

113(59.8)

686(69.9)

819(76.8)

505(76.1)

근무기간

(년)

<5

5～9

10～19

≥20

3,411(81.6)

2,109(76.9)

2,171(73.1)

 269(67.3)

 771(18.4)*

 633(23.1)

 799(26.9)

 131(32.8)

3,398(81.2)

2,109(76.9)

2,171(73.1)

 258(64.7)

 785(18.8)*

 634(23.1)

 800(26.9)

 141(35.3)

 970(23.2)*

 800(29.2)

1,034(34.8)

 172(43.0)

738(76.1)

605(75.7)

729(70.5)

138(80.2)

†: 선택검사 상으로서 선별기 (1kHz에서 청력역치가 30dBHL 이상이거나, 4kHz 청력역치가 40dBHL 이상) 
이상의 청력을 보이는 자 

‡: 선별기 에 의한 선택검사 상자  실제 2차(선택)검사를 시행한 근로자 수(비율)
* p< .05

연령별로는 20 의 청력이 각각의 주 수별로 500Hz는 17.1dBHL, 1000Hz는 16.3dBHL, 2000Hz는 

16.7dBHL, 3000Hz는 25.6dBHL, 4000Hz는 40.0dBHL, 6000Hz는 42.3dBHL  평균청력역치 16.7dBHL로 

음역에서 보다는 3000Hz 이상의 고음역에서 청력역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4000Hz 이상 역에

서는 역치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별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 수별 

역치의 차이가 모든 주 수역과 평균청력역치에서 나타내고 있으나, 음역보다는 고음역에서 더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근무기간에 따른 주 수별 청력역치와 평균청력역치에선 5년 미만이 각각 주 수별로 

500Hz가 20.0dBHL, 1000Hz가 20.4dBHL, 2000Hz가 24.3dBHL, 3000Hz가 37.2dBHL, 4000Hz가 49.1dBHL, 

6000Hz가 48.9dBHL  평균청력역치는 21.5dBHL로 음역에서 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역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근무기간의 증가에 따른 주 수별 청력역치는 1000Hz에서 5년 미만이 20.4dBHL, 5～9년이 

17.8dBHL, 10～19년이 16.6dBHL, 20년 이상이 18.5dBHL이었으며, 4000Hz에서는 5년 미만이 49.1dBHL, 

5～9년이 50.2dBHL, 10～19년이 48.9dBHL, 20년 이상 49.9dBHL로 근무기간 증가에 따른 주 수별 청력

역치의 유의한 차이, 즉 청력역치의 증가를 보여주지 못하 다<표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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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6> 연구 상 소음 노출 근로자  2차 수검자의 주 수별 청력 역치(우측)
(단 : dBHL, 평균(표 편차))

구분 500 Hz 1 kHz 2 kHz 3 kHz 4 kHz 6 kHz PTA†

성 남 17.8(13.4)* 17.8(13.8)* 21.3(16.1)* 35.8(20.3) 49.8(19.3)* 50.0(22.2)* 19.0(13.0)*

여 26.2(21.6) 27.2(21.6) 30.4(21.7) 36.8(22.1) 43.8(22.5) 43.1(22.7) 27.9(20.5)

연령(세) <30 17.1(12.7)* 16.3(13.5)* 16.7(15.8)* 25.6(20.0)* 40.0(23.5)* 42.3(23.5)* 16.7(12.8)*

30～39 16.5(13.2) 16.0(13.5) 17.0(14.6) 30.6(20.8) 48.9(21.1) 48.7(23.7) 16.5(12.6)

40～49 18.1(13.8) 18.1(14.0) 21.8(16.0) 36.6(19.3) 49.1(18.7) 48.5(22.1) 19.3(13.3)

≥50 20.0(15.4) 21.4(15.7) 28.0(17.7) 42.8(19.8) 52.4(17.6) 52.2(20.1) 23.1(14.5)

근무기간

(년)

<5 20.0(15.4)* 20.4(16.0)* 24.3(18.0)* 37.2(21.3)* 49.1(19.7) 48.9(22.4)* 21.5(15.1)*

5～9 17.7(14.0) 17.8(14.3) 21.4(16.3) 35.7(19.8) 50.2(21.8) 51.8(21.8) 19.0(13.5)

10～19 17.0(12.1) 16.6(12.1) 19.2(14.5) 33.7(20.3) 48.9(19.9) 48.5(22.7) 17.6(11.4)

≥20 17.2(14.0) 18.5(15.0) 22.9(18.2) 38.3(18.4) 49.9(18.1) 50.5(19.6) 19.5(14.2)

†: Pure-tone average: 평균순음역치 (500Hz(a), 1000Hz(b), 2000Hz(c)의 삼분법 청력역치로서 (a+b+c)/3)
* p< .05

좌측 귀에서도 주 수별 청력역치와 평균청력역치에서 성, 연령  근무기간별 청력역치의 분포 

 증가가 유의하게 우측 귀와 비슷한 양태로 나타났다<표 - 7>.

2차(선택)검사 상자  2차검사를 실시한 2,336명 근로자의 청력손실의 특성을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재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 D1 정기 (기도 순음청력검사상 4000Hz의 고음 역에서 50dBHL 

이상의 청력손실과 삼분법에 의한 평균청력손실이 30dBHL 이상)을 이용하 다. 

먼  우측 귀에서 4000Hz의 청력손실이 50dBHL 이상인 자는 남자가 1,260명(57.6%), 여자가 53

명(40.8%)로 남자에서 고음역의 청력손실자가 유의하게 많았다. 연령별로는 20  49명(43.8%), 30  

396명(58.4%), 40  431명(53.0%), 50  이상이 317명(63.0%)이었으며, 근무기간별로는 5년 미만이 406

명(55.8%), 5～9년이 342명(56.7%), 10～19년이 412명(56.7%), 20년 이상이 80명(58.4%)의 분포를 보

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4000Hz 고음역 청력손실이 50dBHL 이상의 비율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 으나, 근무기간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분법에 의한 평균청력손실이 30dBHL 이상은 남자에서 280명(12.8%), 여자가 42명(32.3%)으로 

고음역의 청력손실과는 다르게 평균역치에서 여성 근로자에서 더 높은 청력손실 비율을 나타내었다. 

연령별로는 20  8명(7.1%), 30  63명(9.3%), 40  112명(13.8%), 50  이상이 97명(19.3%)이었으며, 

근무기간별로는 5년 미만이 133명(18.3%), 5～9년이 76명(12.6%), 10～19년이 75명(10.3%), 20년 이상

이 18명(13.1%)의 분포를 보 다. 4000Hz 고음역의 청력손실처럼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청력손실 

30dBHL 이상의 비율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그러나 근무기간에 따른 청력역치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으나 근무기간의 증가에 따라 청력역치의 상승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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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7> 연구 상 소음 노출 근로자  2차 수검자의 주 수별 청력 역치(좌측)
(단 : dBHL, 평균(표 편차))

구분 500 Hz 1 kHz 2 kHz 3 kHz 4 kHz 6 kHz PTA†

성 남 19.0(14.9)* 18.9(14.9)* 22.7(16.9)* 37.8(20.7) 51.0(18.9)* 50.6(21.6)* 20.2(14.0)*

여 26.6(19.9) 28.3(20.7) 30.9(20.7) 37.2(22.0) 45.0(20.4) 45.3(21.4) 28.6(19.2)

연령(세) <30 20.5(18.2)* 20.9(19.0)* 20.7(19.9)* 29.8(21.8)* 46.5(21.6)* 46.7(23.8)* 20.7(18.2)*

30～39 17.9(14.0) 17.2(14.1) 18.5(15.6) 32.2(21.2) 48.4(20.3) 47.5(22.9) 17.9(13.3)

40～49 19.0(14.7) 18.9(14.9) 23.2(16.8) 38.9(20.1) 50.6(18.5) 49.2(21.4) 20.4(14.0)

≥50 21.3(15.9) 22.6(16.9) 29.2(17.6) 44.3(19.3) 54.5(17.5) 54.7(19.8) 24.3(15.2)

근무기간

(년)

<5 20.8(15.8)* 21.7(16.8)* 25.8(18.7)* 39.0(21.2)* 51.4(19.4)* 51.0(21.9) 22.8(15.6)*

5～9 19.1(15.4) 18.8(15.6) 22.7(17.1) 37.6(20.6) 50.7(18.6) 50.9(21.0) 20.2(14.8)

10～19 18.6(12.8) 17.6(12.8) 20.5(14.8) 36.0(20.5) 49.6(19.0) 48.9(21.9) 18.9(11.9)

≥20 18.1(16.6) 19.2(17.0) 23.9(19.1) 41.3(20.8) 54.4(18.6) 53.1(22.9) 20.4(16.3)

†: Pure-tone average: 평균순음역치 (500Hz(a), 1000Hz(b), 2000Hz(c)의 삼분법 청력역치로서 (a+b+c)/3)

* p< .05

소음성 난청 D1 정기 을 용한 결과, 남자는 2차검사 실시자 2,205명  190명(8.7%), 여자

는 131명  30명(23.1%)이 그에 해당하 다. 연령별로는 20  7명(6.3%), 30  38명(5.6%), 40  72명

(8.9%), 50  이상이 73명(14.5%)이었으며, 근무기간별로는 5년 미만이 96명(13.2%), 5～9년이 49명

(8.2%), 10～19년이 47명(6.5%), 20년 이상이 15명(10.9%)의 분포를 보 다. 4000Hz 고음역의 청력손실

과 평균청력손실처럼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음성 난청의 비율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으나, 근

무기간의 증가에 따라 소음성 난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2차(선택)검사 상자  2차검

사 실시자의 왼쪽 귀의 청력역치에서 고음역의 청력손실과 평균역치 손실 특성 한 오른쪽 귀와 비슷

하 다<표 - 8>. 

2차(선택)검사 상자  2차검사 실시자의 3분법에 의한 ISO 기 으로 청력손실정도를 평가하

을 때, 2,205명의 남자 근로자  1,860명(85.0%)이 정상(26dBHL 이하)이었다. 그 외 청력손실을 보

인 자의 분포는 경도난청(27～40dBHL)이 198명(9.0%), 도난청(41～55dBHL)이 70명(3.2%), 고도

난청(56～70dBHL)이 34명(1.6%), 고도난청(71～90dBHL)이 18명(0.8%), 심도난청(농)(91dBHL 이상)

이 8명(0.4%)이었다. 여성 근로자는 정상 81명(62.3%), 경도난청 26명(20.0%), 도난청 9명(6.9%), 

고도난청 6명(4.6%), 고도난청 6명(4.6%), 심도난청(농) 6명(4.6%)이었다. 

연령별로는 정상자가 20  102명(91.1%), 30  609명(89.8%), 40  684명(84.1%), 50  이상이 380명

(75.7%)이었으며, 경도난청 이상의 청력장애 근로자수에서 20 가 10명(8.9%), 30  69명(10.2%), 40  

129명(15.9%), 50  이상이 122명(24.3%)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난청장애의 정도에서 정상보다 비정상의 

청력역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 난청정도의 심각도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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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8> 연구 상 소음 노출 근로자  2차 수검자의 청력손실 특성
(단 : 명(%))

구분
우이 좌이

I II III I II III

성 남

여

1,260(57.6)*

  53(40.8)

280(12.8)*

 42(32.3)

190( 8.7)*

 30(23.1)

1,311(59.8)*

  55(42.0)

319(14.6)*

 47(35.9)

244(11.1)*

 23(17.6)

연령(세) <30

30～39

40～49

≥50

  49(43.8)*

 396(58.4)

 431(53.0)

 317(63.0)

  8( 7.1)*

 63( 9.3)

112(13.8)

 97(19.3)

  7( 6.3)*

 38( 5.6)

 72( 8.9)

 73(14.5)

  53(48.2)*

 382(56.0)

 471(57.9)

 335(66.5)

 20(18.0)*

 77(11.3)

119(14.6)

108(21.4)

 12(10.8)*

 47( 6.9)

 87(10.7)

 89(17.7)

근무기간(년) <5

5～9

10～19

≥20

 406(55.8)

 342(56.7)

 412(56.7)

  80(58.4)

133(18.3)*

 76(12.6)

 75(10.3)

 18(13.1)

 96(13.2)*

 49( 8.2)

 47( 6.5)

 15(10.9)

 429(58.7)

 366(60.8)

 407(56.1)

  93(67.4)

145(19.8)*

 90(14.9)

 91(12.6)

 18(13.0)

111(15.2)*

 68(11.3)

 61( 8.4)

 15(10.9)

Ⅰ : 4kHz의 청력손실이 50dBHL이상인 자
Ⅱ : 3분법 평균청력손실이 30dBHL이상인 자
Ⅲ : 4kHz의 청력손실이 50dBHL이상이며, 3분법에 의한 평균청력손실이 30dBHL이상인 자
* p< .05

근무기간별로는 청력역치의 이상 분포와 난청장애의 심각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근무기간의 증가에 따라 난청장애의 심각도가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표 - 9>. 좌측 귀 한 

우측 귀와 비교하여 비슷한 결과를 보 다<표 - 10>.

Ⅳ. 논의  결론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의한 우리나라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는 다른 직업성 질환과 비교하여 55～80% 

이상의 높은 유소견율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소음성 난청 직업병자 한 뇌심

계 질환과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 련성 질환을 제외하고는 진폐증과 더불어 통 인 직업병의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의 규모는 체 소음 노출 근로자의 규모와 소음 특수건강진단 

상자에 한 체 근로자수와 비교하지 않고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소음성 난청 유소견

자의 정기 은 그 동안 수차례 개정되어 왔으며 그 기 의 용과 련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러한 공식 인 소음성 난청의 규모와 소음성 난청 유병률의 체 인 규모와 련하여 정확히 

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러 역학 인 연구 결과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학 인 연구 

결과에서는 여러 소음 노출 근로자의 연구 상자의 성별, 업종, 청력장애 평가 용기 (주 수, 역치평

가방법-가 치  난청 최 기 역치)에 따라 다르지만 소음성 난청의 규모는 공식 인 자료보다 더 크

고 심각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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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9> 연구 상 소음 노출 근로자  2차 수검자의 청력손실 정도(우측 귀)
(단 : 명(%))

구분
청력손실의 정도†

p
정상 경도 도 고도 고도 심도(농)

성 남 1,860(85.0) 198( 9.0) 70(3.2) 34(1.6) 18(0.8) 8(0.4) .000

여 81(62.3) 26(20.0) 9(6.9) 6(4.6) 6(4.6) 2(1.5)

연령(세) <30 102(91.1) 6( 5.4) 1(0.9) 2(1.8) 1(0.9) .000

30～39 609(89.8) 37( 5.5) 13(1.9) 14(2.1) 3(0.4) 2(0.3)

40～49 684(84.1) 79( 9.7) 28(3.4) 12(1.5) 7(0.9) 3(0.4)

≥50 380(75.7) 70(13.9) 30(6.0) 9(1.8) 11(2.2) 2(0.4)

근무기간(년) <5 576(79.1) 84(11.5) 38(5.2) 14(1.9) 12(1.6) 4(0.5) .003

5～9 507(84.4) 60(10.0) 14(2.3) 12(2.0) 6(1.0) 2(0.3)

10～19 640(88.2) 54( 7.4) 19(2.6) 8(1.1) 4(0.6) 1(0.1)

≥20 115(83.9) 13( 9.5) 4(2.9) 3(2.2) 2(1.5)

†: 정상; ≤26, 경도; 27～40, 도; 41～55, 고도; 56～70, 고도; 71～90, 심도(농); ≥91dBHL

<표 - 10> 연구 상 소음 노출 근로자  2차 수검자의 청력손실 정도(좌측 귀)
(단 : 명(%))

구분
청력손실의 정도†

p
정상 경도 도 고도 고도 심도(농)

성 남 1,808(82.5) 225(10.3) 82( 3.7) 43(2.0) 25(1.1) 9(0.4) .000

여 82(62.6) 19(14.5) 19(14.5) 6(4.6) 2(1.5) 3(2.3)

연령(세) <30 91(82.0) 9( 8.1) 6( 5.4) 2(1.8) 1(0.9) 2(1.8) .000

30～39 592(86.8) 47( 6.9) 23( 3.4) 11(1.6) 8(1.2) 1(0.1)

40～49 671(82.5) 80(9.8) 29( 3.6) 22(2.7) 8(1.0) 3(0.4)

≥50 371(73.6) 74(14.7) 37( 7.3) 10(2.0) 7(1.4) 5(1.0)

근무기간(년) <5 559(76.5) 93(12.7) 44( 6.0) 19(2.6) 11(1.5) 5(0.7) .006

5～9 498(82.6) 60(10.0) 18( 3.0) 15(2.5) 8(1.3) 4(0.7)

10～19 614(84.7) 67( 9.2) 30( 4.1) 10(1.4) 4(0.7)

≥20 118(85.5) 12( 8.7) 2( 1.4) 2(1.4) 2(1.4) 2(1.4)

†: 정상; ≤26, 경도; 27～40, 도; 41～55, 고도; 56～70, 고도; 71～90, 심도(농); ≥91dBHL

소음성 난청의 기 향으로서 4kHz 역의 역치와 련해서는 윤종섭․이태 ․윤명조(1966)

의 연구의 산근로자에서 4kHz, 40dBHL이상인 자가 6.85%에서부터 길병도․이승한(1970)의 등포 

지구 제조업 소음 노출 근로자의 34.6%까지 연구자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청력손실치에 

있어서도 문 한(1977)의 경인지역 90dB(A)이상 소음 노출 근로자에서 6분법상 30dBHL이상이 우이 

8%, 좌이는 10% 고, 김 연 외(1982)의 부산지역내 고무, 섬유, 제강업종의 90dB(A)이상 작업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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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이 31dBHL이상이 2.53%, 이종태(1988)의 부산지역 제조업종 근로자에서는 6분법상 41dBHL이상

의 청력손실이 2.9%이었으며, 그  선박건조  수산업, 자동차제조업이 5.2%로 높았다. 이용환(1989)

의 4kHz에서 50dBHL이상 청력손실을 나타낸 울산지역 공장 근로자에 한 3년간 추 조사에서는 6분

법상 41dBHL이상의 청력손실이 1986년 체 근로자의 0.4%, 1987년에 0.8%, 1989년에 1.5%로 증가하

다. 임 술․김헌․정해 (1992)의 철강공장 근로자에 해 1985년의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 기 인 

4분법의 평균역치가 40dBHL이상의 청력손실을 보이는 자로 2.2%의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

이 소음에 의한 난청 장애의 유병률은 청력역치의 용 주 수, 평균역치 산정방법, 청력장애의 기  

청력손실치  소음성 난청에 한 보정방법(연령보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음성 난청 건강 리 기 의 용기 에 따라서도 유소견자의 변화와 보상기 과의 일치율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며(김지용 외, 1993; 문 한 외, 1991), 실제 소음성 난청 요 찰자(C) 에서도 

1994년 기 의 구기 /신기 의 D1이 48.2%/5.5%에 이르고 있었다. 한 1994년 행기 은 보상기

과 등도의 일치율을 보이고(성주헌 외, 1996), 산재보상 상자가 직업병 유소견자의 47%를 차지하

거나(남궁원자․정치경, 1994), 유소견자로 정된 자  약 84.6%는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인정되고 기타 직력, 폭로 소음의 크기 등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안

연순 외, 1999) 반면에 실제 직업병자는 유소견자의 10% 미만인 실정이다. 이처럼 소음성 난청의 진단 

평가와 련되어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의 리방향과 목표, 용기 , 보상기 과의 차이 등에서 논란

이 지속되고 있어, 소음성 난청의 정기 에 한 합리  기 의 제시와 더불어 C1과 D1 상의 명확

한 건강 리 목표 설정과 정기 의 차별화를 통해 방 인 조기진단과 사후조치의 효율성을 기하는 

방향으로의 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조기발견을 한 4kHz 청력 이상자에 한 조기발견과 리방

법 제고, 연령을 고려한 기  설정과 기 청력치를 반 한 역치이동 모니터링, 유소견자 정을 한 

검사와 보상을 한 검사의 일원화 등에 해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소음특수건강진단에서 1차(필수)검사는 순음기도 청력검사를 양쪽 귀에서 1000Hz과 4000Hz에

서 시행한다. 1000Hz의 기도 청력검사는 평균청력역치의 손실을 반 하는 검사로서, 4000Hz 검사는 소

음에 의한 기의 청력손실을 악하는 주 수역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의 소음 노출 근로자에 

한 1차 검사의 결과 남자 근로자만을 상으로 한다면, 우측 귀의 경우 1000Hz, 30dBHL이상의 선별 

상자율이 6.1%, 4000Hz, 40dBHL이상의 선별 상자율은 22.7%이었으며, 좌우측 구분하지 않고 선

별기 (1000Hz에서 30dBHL이상 는 4000Hz에서 40dBHL이상)만으로 구분한다면 31.0%이었다. 2차 

수검자의 청력역치 특성과 청력손실 정도를 소음 노출 근로자 체로 역산하여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고 할 수 있다. 남성 근로자의 우측 귀를 기 으로 2차검사 결과 4000Hz의 청력손실이 50dBHL이상인 

자는 2차 수검자의 57.6%인 1,260명이었다. 이는 체 소음 노출 근로자에서 추정하면 0.310 x 1/0.751 

x 0.576 = 0.238로 23.8%이었다. 동일하게 3분법상 평균청력손실이 30dBHL이상인 자는 0.310 x 1/0.751 

x 0.128 = 0.053으로 5.3%이었으며, 4000Hz의 청력손실이 50dBHL이상이며, 3분법에 의한 평균청력손실

이 30dBHL이상인 자는 0.310 x 1/0.751 x 0.087 = 0.036으로 3.6%이었다. 즉, 남성 우측 귀만을 상으로 

한 경우에도 3.6% 정도인 약 340명(8,893명 x 0.036)이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로 단된다. 이는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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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김성천, 1991; 이채언 외, 1988; 임 술․김헌․정해 , 1992)와 비교하여 용기 은 다르나 비슷

하거나 높은 소음성 난청 유병률을 보인다는 에서 재의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의 공식 인 보고의 

평가 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차 청력검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면, 1차 검사 결과 비정상자(1000Hz에서 30dBHL

이상 는 4000Hz에서 40dBHL이상)에 해 실시한 2차 검사 결과 남성 근로자의 경우 85%에서 

26dBHL이하의 정상 청력을 보이거나 57.6%만이 4000Hz에서 50dBHL이상을 보 다는 에서 1차 검

사의 과  측정과 평가가 지 될 수 있다. 그리고 남성 근로자  우측 귀에서 2차 수검자의 8.7%에서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여 약 6%에서 41dBHL 이상 도 난청을 보인 에서 2차 

검사 결과를 가지고 추정한 소음성 난청의 규모  유병률로 보건데 재의 소음성 난청 요주의자와 

유소견자의 수  업무상질병으로서 소음성 난청은 아주 낮게 보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실제 일부 소음 특수건강진단 자료를 통해서 소음 노출 근로자의 청력역치와 청력손실 

정도를 평가할 때, 소음성 난청 직업병자에 한 산재 통계나 소음성 난청 요주의자 는 유소견자 등

의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평가 등 공식 인 결과보다 청력 이상과 높은 청력역치  난청 유병률

을 보이고 있어 이에 한 한 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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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tribution of Hearing Thresholds and Hearing Loss 

among Noise-exposed Workers 

Kyoo Sang Kim 
(Occupational Safety & Health Research Institute, KOSHA)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hearing threshold levels and hearing impairment of 

noise-exposed workers. We obtained health examination data of noise-exposed workers from 70 special 

periodic health examination agencies. The data consisted of special periodic health examination results 

and audiograms that had been performed in examinations during the first half of 2003. We analyzed 

the hearing-threshold levels and relating factors of 10,823 (male : female = 9,464 : 1,359) noise-exposed 

workers at 403 workplaces. Sex, age, and duration of noise exposure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prevalence of screening above the hearing threshold levels in the first audiometric examination. The 

prevalence of secondary audiometric examinees among the male workers who had more than 30dBHL 

of pure tone average (PTA) or 50dBHL at 4000Hz was 31.0%. Among the secondary audiometric 

examinees, 57.6% was above 50dBHL of 4000Hz, 12.8% was above 30dBHL of PTA, and 8.7% was 

classified as having noise-induced hearing loss in the right ear of the male workers. Fifteen percent 

of the secondary audiometric examinees in the male workers suffered from a hearing loss above the 

mild level as judged by the ISO standard. 

Key Words: noise, noise-induced hearing loss, hearing thresho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