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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uditory-letter cue integration stimulus with and without 
noise environments in older adults. 25 young and 25 elderly adults with normal hearing participated. All participants 
completed four working memory tasks - forward digit span, backward digit span, word span and listening span were 
assessed at Auditory Only (AO) and Auditory Letter (AL) conditions with noise (0 dB SNR) and without noise 
environments. The results revealed that older adults had lower working memory capacity than young adults in all 
working memory tasks except digit forward span at AO condition and digit forward span, word span at AL 
condition without noise environment and letter-cue enhancement of older adults was higher than that of young 
adults. These results were interpreted that older adults had difficulty to recall speech more than young adults did, 
especially, under in adverse listening conditions. Also, additional sensory cue, that is letter cue, would be effective 
method for improvement of working memory capacity for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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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노화에 따른 청력의 변화로 청년 그룹과 노인 그

룹은 언어인지능력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Dubno et al., 2002). 노인은 노화로 인하여 말초

청각능력 뿐만 아니라 중추청각처리능력도 저하되기 

때문에 언어인지 및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

러한 어려움은 개인간의 차이가 크다(Pichora-Fuller 

& Singh, 2006). Humes et al.(2006)에 따르면 노

인의 경우 청년에 비해 불필요한 정보를 무시하거나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능력(selective attenti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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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된다고 보고하였고, Pichora-Fuller & Singh 

(2006)의 연구에서는 노화에 따른 변화로 고주파수 

대역의 청력, 집중력, 작업기억력 등이 저하되는 특

징이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작업기억력의 저하는 어

음인지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일상적인 의사소통

과도 연관성을 가진다. 

작업기억력(working memory)은 주어진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인지적능력

으로(Baddeley, 1986; Daneman & Carpenter, 1980), 

크게 시공간 스케치판(visuospatial sketchpad)과 음운

회로(phonological loop)의 두 체계가 있다. 시공간 스

케치판은 시각적 또는 공간적 정보를 유지 및 처리하

는 역할을 하는 시감각 저장소(visual sensory store)

이고, 음운회로는 청각적 정보를 유지 및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청감각 저장소(auditory sensory store)

이며, 이러한 감각 저장소들은 작업기억을 활성화시

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중 음운회로는 작업기

억의 하위체계로 기억체계가 말에 기초해 있다고 보

며, 청각적 연구와 관련이 깊다. 외부에서 오는 정보 

중 감각저장소에 입력된 정보는 중간단계의 단기기억

으로 들어가서 장기기억으로 저장되며, 단기기억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다. 그 용

량을 기억폭(memory span)이라 하며, 즉각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정보의 수를 말한다. 청각-언어적 

처리과정과 관련 작업기억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길이의 숫자 목록을 듣고 몇 개의 숫자를 순

서대로 암기해서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순방향숫

자 폭(forward digit span) 작업기억 과제(조응경 

외, 2012; Cleary et al., 2002), 둘째, 다양한 길이

의 숫자 목록을 듣고 몇 개의 숫자를 거꾸로 암기해서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역방향 숫자 폭(backward 

digit span) 작업기억 과제(Wechsler, 1945), 셋째, 

이음절로 된 몇 개의 단어 듣고 암기해서 말하는 단

어 폭(word span) 작업기억 과제(Baddely, 1986), 

넷째, 문장 세트를 듣고 문장의 마지막 단어들을 기

억하여 말하는 문장 폭(listening span) 작업기억 과

제(Salthouse & Babcock, 1991)가 있다. 이러한 작

업기억력은 인지적 노화로 인한 저하와는 달리 감각

저장소의 정보입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하도 있다. 

Pichora-Fuller et al.(1995)는 정상 청력의 청년과 

노인그룹으로 나누어 작업기억력, 언어이해력이 청각

적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함께 저하되는지를 연구하

였다. 여러 문장을 듣고 각 문장의 마지막 단어를 따

라 말하는 것으로 작업기억력을 측정하였으며 소음과 

함께 문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 그룹이 청

년보다 적은 개수의 단어를 회상하였고, 소음수준이 

높아질수록 회상 가능한 단어 수가 감소한 것을 통해 

청각적 입력과 작업기억력 간 관련성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작업기억력의 저하에 대한 보완을 위한 방법으로는 

Cleary et al.(2002)의 연구에서 음운회로에서 언어적 

정보의 입력에 무리가 있는 인공와우 착용 아동에게 

청각적 단서뿐만 아니라 시감각의 단서를 제시해서 작

업기억에 있어서 청각적인 입력의 손실로 인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동시에 작업기억력 

증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청각적 단서만을 제시하였

을 때보다 청-시각적 단서가 작업기억의 폭을 증가시

켜 주는 잉여성 이득(redundancy gain)을 보인 것이

다. 또한 황수미 & 방정화(2014)의 연구에서도 청-시

각 통합자극이 인공와우 착용 아동의 작업기억력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청각제시, 문자제시, 청각

과 문자를 통합하여 제시하여 두 개의 감각자극이 듣

기 상황에 상대적으로 작업기억력을 더 높일 수 있다

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각적인 

입력이 충분하지 않아 작업기억력이 저하된 경우, 작

업기억력 저하의 보완을 위하여 시각적 감각단서가 효

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선행연구를 살펴 본 바 노인 그룹의 경우 작

업기억력이 청년 그룹보다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각적 정보인 한 종

류인 문자 자극을 통하여 작업기억력 증가의 가능성

을 보고자 한다. 또한 듣기 불리한 상황, 즉 소음 

하 상황에서 청감각이 아닌 다른 자극의 수단을 효

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듣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각정보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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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보(auditory-letter cue, AL)를 함께 제시하였을 

때 청년 그룹과 노인 그룹의 작업기억력의 변화를 알

아보고자 함에 있다. 청각-문자자극의 효과를 알기 

위해 청각 자극(auditory-only cue, AO), 청-문자 

통합자극(auditory-letter integration cue, AL)을 

비교하여 작업기억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작업기억 과제를 수

행하였다. 작업기억과제는 숫자를 이용한 작업기억 

과제와 이음절 이상의 어음을 이용한 작업기억 과제로 

나뉘며, 이들은 다시 단순작업기억 과제인 순방향 숫

자 폭(forward digit span), 단어 폭 작업기억 과제 

(word span)와 복합작업기억 과제인 역방향 숫자 폭

(backward digit span), 문장 폭 작업기억 (listening 

span) 과제로 구분 지었다. 작업기억력은 각각 소음이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에서 측정하였으며, 노인 그룹

과 청각-문자 자극이 추가됨으로써 작업기억량의 증

가분을 계산하여 두 그룹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평균 나이 27±2.91세인 건청 청년 25

명(남 13명, 여 12명), 평균 나이 68±5.46세인 건청 

노인 25명(남 11명, 여 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

든 대상자의 이과적 병력은 없었다. 건청 청년은 

500, 1,000, 2,000 Hz를 기준으로 한 삼분법 평균

순음역치에서 오른쪽 귀의  평균은 약 7.3±4.40 dB 

HL, 왼쪽 귀의 평균은 6.7 dB±4.59 HL 이었다.

건청 노인은 500, 1,000, 2,000 Hz를 기준으로 한 

삼분법 평균순음역치(puretone threshold average, 

PTA)에서 오른쪽 귀 평균 약 21.6±14.42 dB HL, 

왼쪽 귀 평균 약 19.8±8.67 dB HL이었고, 청력 이

외에도 치매선별검사도구인 MMSE-K (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에서 인지능력의 문제가 

없는 25점 이상의 점수를 갖는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단어인지도(word recognition score, 

WRS)검사에서 90%이상의 결과를 보인 경우에만 연

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성별과 나이에 따라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청인 청

년 그룹과 노인 그룹 간 성별을 비슷하게 분포하도록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2. 연구 절차

1) 검사 자극음의 선택 및 제작

숫자 폭 작업기억 과제에는 한국어 숫자 1 ~ 9까

지 단음절(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을 사

용하였다. 숫자를 청각 자극으로 제시하기 위해 숫자

음성은 CSL (Computerized Speech Lab, Kay 

PENTAX Corp., NJ,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

준어를 구사하는 남성화자와 여성화자의 목소리로 녹

음하였다. 녹음된 각 숫자음성은 *.wav 방식의 파일

로 저장하였다. 표준어를 사용하는 남성화자와 여성

화자의 음성으로 각각 2세트씩 제작하였고, 검사 상

황과 자극제시방법이 바뀔 때마다 남성화자의 음성으

로 된 2 세트와 여성화자의 음성으로 된 2세트를 변

경하여 작업기억력을 측정하였다. 남녀 화자 변수에 

따른 청각기억 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임덕환 & 문지연, 

2011; Cambron et al., 1991) 남녀 차이에 따른 작

업기억력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단어 폭 작업기

억 과제에는 조수진 외(2008) KS-BWL-A의 2음절 

36개 이음절 목록을, 문장 폭 작업기억 과제에는 읽

기 폭(reading span) 측정을 위해 개발한 이병택

(2002)의 110개의 문장을 사용하였다. 제작방법은 숫

자 폭 작업기억 과제와 동일하게 하였다. 또한 소음 상

황 하에서의 과제를 위해 음성과 다화자 잡음의 음압을 

Adobe Audition (Adobe Systems, USA)의 평균제곱근

(average root mean square)이 동일하게 조정 후 0 

dB SNR 음원을 제작하였다.

2) 검사 및 자극 제시방법

검사는 방음부스의 음장에서 실시하였다. 자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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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법은 청각적으로만 제시(AO)할 경우, 청자의 

쾌적 역치(most comfortable level, MCL)수준으로 

낮은 폭부터 자극음 만을 제시하고 세 번 중 두 번 

이상 기억할 시, 다음 폭으로 넘어가고 세 번 중 두 

번 이상 기억에 실패하면 그 이전 폭으로 폭의 역치

를 결정하였다. 반응은 제시가 끝나면 구두로 하게 

하였다. 폭의 계산은 예를 들어 순방향 숫자 검사 시 

2, 4를 제시하여 2, 4를 정반응 하였을 때는 2폭, 3, 

5, 7을 제시하였을 때 3, 5, 7로 정반응 하였을 때는 

3폭으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같은 폭을 두 번 연속 

맞출 경우 다음 단계의 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문

장 폭 작업기억 과제는 앞의 작업기억 과제와는 달리 

낮은 폭과 비교적 어려운 작업기억 과제란 점을 고려

하여 피검자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세 번 중 한 

번이라도 성공 시, 5를 피검자의 폭에 가산하였다. 

청-시각적 방법인 청각-문자 자극(AL)을 제시할 

땐,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AO 자극

과 AL 자극을 한 슬라이드에 삽입하여 전환될 때마

다 음성과 문자가 동시에 제시되도록 하였고, 피검자

가 반응하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하였다. 

Table 1에 검사조건과 작업기억과제를 제시하였다.

 

작업기억과제 

검사조건 
단순기억과제 복합기억과제

청각자극
(Auditory Only)

순방향 숫자 역방향숫자

단어기억 문장기억

청-문자 자극
(Auditory-Letter Only)

순방향 숫자 역방향숫자

단어기억 문장기억

Table 1. 검사조건과 작업기억과제

3) 검사절차

조용한 상황에서 AO 자극 제시방법으로 순방향 

숫자 폭, 역방향 숫자 폭, 단어 폭, 문장 폭 작업기

억 과제를 실시하고, AL 자극 제시방법으로 다시 순

방향숫자 폭, 역방향숫자 폭, 단어 폭, 문장 폭 작업

기억 과제를 실시한다. 이후, 피검자는 15분 정도 휴

식을 취하고 소음상황에서 다시 AO 자극 제시방법으

로 순방향숫자 폭, 역방향숫자 폭, 단어 폭, 문장 폭 

작업기억 과제를 실시하고, AL 자극 제시방법으로 

다시 순방향 숫자 폭, 역방향 숫자 폭, 단어 폭, 문

장 폭 작업기억 과제를 실시하였다. 피검자가 원할 

경우 쉬는 시간은 더 주도록 하였다. 해당 작업기억 

과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사 상황과 자극제시

방법이 바뀔 때 마다 검사 세트를 변경하였다.

3. 통계 분석

통계 프로그램은 SPSS 프로그램(Version 20.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각 

상황 별, 자극제시방법 별 시행한 작업기억 과제들은 

삼원분산반복측정(3-way repeated measurement of 

analysis of variance)를 이용하여 비교하였고, 그룹 

간 독립변인은 청년그룹과 노인그룹, 그룹 내 독립 

변인은 검사 상황(조용한 상황, 소음상황), 자극제시

방법(AO, AL)이었고, 종속 변인은 작업기억 과제의 

폭(span)이다. 유의확률은 p < .05인 경우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또한 

청각-문자 자극을 제시하였을 때, 청각자극에서 문

자자극으로 인한 폭의 증가 값을 LE=(AL-AO)/AO 

(Sommers et al., 2005)로 계산하여 이를 독립표본 t 

검증으로 그룹 간 비교를 하였으며,  p 값이 .05 미만

인 경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RESULTS

본 연구에서는 청년 그룹과 노인 그룹을 대상으로 

두 가지 상황(조용한 상황, 0 dB SNR)에서 두 가지 

자극제시방법(AO, AL)으로 네 가지 작업기억 과제

(forward digit span, backward digit span, word 

span, listening span)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1) 청년 그룹과 노인 그룹의 순방향숫자 폭 

작업기억 과제 2) 청년 그룹과 노인 그룹의 역방

향숫자 폭 작업기억 과제 3) 청년 그룹과 노인 그룹의 

단어 폭 작업기억 과제 4) 청년 그룹과 노인 그룹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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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폭 작업기억 과제를 각 상황 별, 자극제시방법 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5) 문자자극으로 인한 폭의 증가

량(letter-cue enhancement, LE)을 각 상황 별로 그룹 

간 비교분석을 하였다.

1. 청년 그룹과 노인 그룹의 순방향 숫자 폭 
작업기억 과제

본 연구 결과에서는 두 그룹간의 각 상황 별, 자

극제시방법 별, 순방향 숫자 폭 작업기억 과제 점수 

평균을 Figure 1에 제시하였다. 그룹(청년, 노인), 자

극제시방법(AO, AL), 듣기 상황(조용한 상황, 소음 

상황)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삼원분산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Figure 1. 각 그룹의 평균 순방향 숫자 폭

          (오차막대: 표준편차 *p < .05)

구분 자유도 F값
유의

확률

부분 에타 

제곱

상황 1 22.495 .000 .319

상황 * 그룹 1 27.138 .000 .361

자극제시 방법 1 76.653 .000 .615

자극제시 방법 * 그룹 1 17.684 .000 .269

상황 *자극제시 방법 1 57.230 .000 .544

상황 *자극제시 방법 *그룹 1 19.084 .000 .284

Table 2. 청년 그룹과 노인 그룹의 순방향 숫자 폭의 검사 

상황 별, 자극제시 방법 별 삼원분산반복측정 결과

삼원분산반복측정 후,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해석하

기 위하여 사후분석으로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그룹 간 차이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소음 상황 하의 AO 조건과 [F(1, 49) = 

43.36, p = .00], AL 조건 [F(1, 49) = 7, p = .01] 

모두 두 그룹의 순방향 숫자 폭이 유의하게 달랐다.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두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 조

용한 상황에서는 순방향 숫자 폭이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으나, 소음 상황 하에서는 AO, AL 조건에서 모

두 노인 그룹이 청년 그룹보다 순방향 숫자 폭이 유

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청년 그룹과 노인 그룹의 역방향 숫자 폭 
작업기억 과제

본 연구 결과에서는 두 그룹간의 각 상황 별, 자

극제시방법 별, 역방향 숫자 폭 작업기억 과제 점수 

평균을 Figure 2에 제시하였다. 그룹(청년, 노인), 

자극제시방법(AO, AL) 듣기 상황(조용한 상황, 소음 

상황)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삼원분산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Figure 2. 각 그룹의 평균 역방향 숫자 폭

         (오차막대 : 표준편차 *p < .05)

구분 자유도 F값
유의

확률

부분 에타 

제곱

상황 1 6.638 .013 .121

상황 *그룹 1 19.011 .000 .284

자극제시 방법 1 120.178 .000 .715

자극제시 방법 *그룹 1 37.378 .000 .438

상황 *자극제시 방법 1 36.000 .000 .429

상황 *자극제시 방법 * 그룹 1 16.000 .000 .250 

Table 3. 청년 그룹과 노인 그룹의 역방향 숫자 폭의 검사 

상황 별, 자극제시 방법 별 삼원분산반복측정 결과

삼원분산반복측정 후,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해석하

기 위하여 사후분석으로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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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유도 F값
유의

확률

부분 에타 

제곱

상황 1 27.512 .000 .364

상황 * 그룹 1 24.278 .000 .336

자극제시 방법 1 41.592 .000 .464

자극제시 방법 * 그룹 1 13.089 .001 .214

상황 *자극제시 방법 1 45.224 .000 .485

상황*자극제시 방법*그룹 1 7.953 .007 .142

Table 4. 청년 그룹과 노인 그룹의 단어 폭의 검사상황 별, 

자극제시방법 별 삼원분산반복측정 결과

ANOVA)을 실시하여 그룹 간 차이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조용한 상황 안에서 AO 조건 [F(1, 49) =  

29.26, p = .00], AL 조건 [F(1, 49) = 5.61, p = 

.02]은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소음 상황 안

에서 AO 조건과 [F(1, 49) = 80.07, p = .00], AL 

조건 [F(1, 49) = 11.11, p = .00] 모두 두 그룹의 

역방향 숫자 폭이 유의하게 달랐다. 일원분산분석 결

과, 청년 그룹과 노인 그룹이 모두 각 상황과 자극제

시방법에서의 역방향 숫자 폭의 작업기억력이 유의하

게 달랐으며, 노인 그룹의 작업기억력이 청년 그룹보

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청년 그룹과 노인 그룹의 단어 폭 작업기억 

과제 

본 연구 결과에서는 두 그룹간의 각 상황 별, 자

극제시방법 별, 단어 폭 작업기억 과제 점수 평균을 

Figure 3에 제시하였다. 

Figure 3. 각 그룹의 평균 단어 폭

(오차막대 : 표준편차 *p < .05)

그룹(청년, 노인), 자극제시방법(AO, AL) 듣기 상

황(조용한 상황, 소음 상황)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삼원분산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삼원분산반복측정 후,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해석하

기 위하여 사후분석으로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그룹 간 차이를 계산하였다. 조용한 상황 

안에서 AO 조건 만으로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

고[F(1, 49)=8.82, p = .00], 소음 상황 안에서 AO 

조건 [F(1, 49) = 37.79, p = .00]과 AL 조건 [F(1, 

49) = 13.44, p = .00] 모두 두 그룹의 단어 폭이 

유의하게 달랐다. 결과적으로, 두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 조용한 상황에서는 AL 조건 시 단어 폭이 유의하

게 다르지 않았으나, 조용한 상황의 AO 조건과 소음 

상황 하에서는 AO, AL 조건에서 모두 노인 그룹이 

청년 그룹보다 순방향 숫자 폭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4. 청년 그룹과 노인 그룹의 문장 폭 작업기억 

과제

본 연구 결과에서는 두 그룹간의 각 상황 별, 자

극제시방법 별, 문장 폭 작업기억 과제 점수 평균을 

Figure 4에 제시하였다. 

Figure 4. 각 그룹의 평균 문장 폭

(오차막대 :  표준편차 *p < .05)

그룹(청년, 노인), 자극제시방법(AO, AL) 듣기 상

황(조용한 상황, 소음 상황)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삼원분산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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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유도 F값
유의

확률

부분 에타 

제곱

상황 1 64.614 .000 .574

상황 * 그룹 1 18.282 .000 .276

자극제시 방법 1 179.467 .000 .789

자극제시 방법 * 그룹 1 9.672 .003 .168

상황 *자극제시 방법 1 101.747 .000 .679

상황*자극제시 방법*그룹 1 9.800 .003 .170

Table 5. 청년 그룹과 노인 그룹의 문장 폭의 검사 상황 

별, 자극제시방법 별 삼원분산반복측정 결과

삼원분산반복측정 후,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해석

하기 위하여 사후분석으로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여 그룹 간 차이를 계산하였

다. 조용한 상황 안에서 AO 조건 [F(1, 49) = 

36.38, p = .00]나 AL 조건 [F(1, 49) = 21.55, p 

= .00] 모두 두 그룹의 문장 폭이 유의하게 달랐고, 

소음 상황 안에서 AO 조건 [F(1, 49) = 103.11, p = 

.00], AL 조건 [F(1 ,49) = 31.96, p = .00] 모두 

두 그룹의 문장 폭이 유의하게 달랐다. 결과적으로, 

청년 그룹과 노인 그룹이 모두 각 상황과 자극제시 

방법에서의 문장 폭의 작업기억력이 유의하게 달랐으

며, 노인그룹의 작업기억력이 청년그룹보다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5. 문자자극으로 인한 폭의 증가량 

(Letter-cue Enhancement) 비교

각 상황 별(조용한 상황, 소음 상황)로 자극제시방

법(AO, AL)의 변화로 인한 작업기억 과제 폭의 변화

를 그룹 간 비교를 위하여 선행 연구의 문자 자극으

로 인한 증가를 계산하였다. 각 그룹 별 폭의 증가 

정도를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 -test)

으로 시행한 결과, 모든 상황 별 작업기억 과제에서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p > .05로 등분산을 가

정하였고, 조용한 상황에서의 역방향 숫자 폭 증가 

정도는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4). 

그러나 조용한 상황에서의 순방향 숫자 폭, 단어 폭, 

문장 폭 증가 정도는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다.

소음 상황에서의 순방향 숫자 폭 증가 정도(p = 

.00), 역방향 숫자 폭 증가 정도(p = .00), 단어 폭 

증가 정도 (p = .00), 그리고 문장 폭 증가 정도 모

두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0). 이 결

과 노인그룹은 듣기 어려운 상황일 때 문자자극에 의

한 의존도가 청년그룹 보다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두 그룹의 소음 하 작업기억 과제 폭의 증가 

정도를 Figure 5에 제시하였다.

 Figure 5. 소음 상황에서 청년 & 노인 그룹의 평균  

LE (오차막대 : 표준편차 *p < .05)

DISCUSSIONS

1. 청년 그룹과 노인 그룹의 작업기억 과제 
결과 비교

본 연구에서 시행한 네 가지 작업기억 과제는 숫

자를 이용한 작업기억 과제와 이음절 이상의 어음

을 이용한 작업기억 과제로 나뉘며, 이들은 다시 

단순작업기억 과제인 순방향 숫자 폭, 단어 폭 작

업기억 과제와 복합작업기억 과제인 역방향 숫자 

폭, 문장 폭 작업기억 과제로 구분 지을 수 있다. 

통계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로 복합작업기억 과제는 

단순작업기억 과제에 비해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

가 있었고, 이는 모든 상황과 자극제시방법에서 노

인 그룹이 청년 그룹보다 유의하게 낮은 작업기억

력을 보여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술 통계 결

과 모든 그룹이 단순작업기억 과제보다 복합작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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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과제에서 낮은 작업기억수행력을 나타냈고, 이

는 Kumar & Priyadarshi(2013)의 연령에 따른 작

업기억력의 차이와 단순작업기억력과 복합작업기억

력의 차이에 관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선행연

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노인 그룹의 경우 

복합작업기억 과제의 결과가 청년 그룹에 비해 유

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로, 단순작업기억 과제에서 단순작업기억 과

제는 모든 자극제시 방법에서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듣기 어려운 소음 상황에서 노인 그룹

이 청년 그룹보다 낮은 작업기억력을 보여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통계 결과 노인 그룹이 청년 그룹에 비

해 소음상황에서 낮은 작업기억력을 보였고, 이는 

Pichora-Fuller(1995)의 노인 그룹의 소음 상황 하

에서의 작업기억력 저하에 대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

였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노인 그룹에서 소음 상황의 작업기억력이 청년 그룹

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단순작업기억 과제 중 순방향 숫자 

폭은 조용한 상황에서 자극제시방법이 AO, AL 조

건 모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단어 폭

은 자극제시 방법이 AO 조건일 때, 그룹 간 유의

한 차이가 있었고, AL 조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이는 같은 단순작업기억 과제가 조용한 상황

에서 그룹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용한 상황

에서 자극제시방법이 AO인 조건에서 단음절인 숫

자 폭보다 이음절의 단어 폭에서 노인 그룹이 청년 

그룹보다 낮은 작업기억력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계 결과 노인 그룹이 청년 그룹에 비해 조

용한 상황의 AO 조건에서 낮은 단어 폭을 보였고, 

이는 단음절인 숫자 폭에 비해 단어 폭의 난이도가 

더 높아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되었다.

2. 청각-문자자극(AL)으로 인한 작업기억력 
손실의 보상

두 그룹 모두 각 상황 별, 네 가지 작업기억 과제

와 상관없이 AO 조건 보다는 AL 조건에서의 작업기

억 과제 점수가 높았다. 황수미 & 방정화(2014)의 

연구에서 건청 아동과 인공와우 착용 아동의 작업기

억 측정에서 단일 감각(청감각)보다 이중 감각(청-시

각 통합)이 작업기억력을 높였다고 하였으며, 본 연

구에서도 자극제시 방법을 AO에서 AL로 변경했을 

때 더 높은 작업기억력을 보여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

치하였다. 

기술통계 결과 노인 그룹은 조용한 상황보다 소음 

상황에서 문자 자극으로 인한 폭의 증가 정도가 더 

컸다. 그리고 단순작업기억 과제에서의 상승 폭보다 

복합작업기억 과제에서의 상승 폭이 더 컸으며, 특히 

조용한 상황보다 소음 상황에서는 더 큰 차이를 보였

다. 반면 청년 그룹은 노인 그룹에 비해 문자 자극으

로 인한 작업기억력 상승 정도가 적었고, 노인 그룹

에 비해 소음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에 적은 상

승 정도를 보였다.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건청인 청년 그룹 25명과 치매선별

검사에서 정상범주에 있는 건청 노인 그룹 25명을 대

상으로 조용한 상황과 소음 상황에서 두 가지 자극제

시 방법(AO, AL)로 네 가지 작업기억 과제(순방향 숫

자 폭, 역방향 숫자 폭, 단어 폭, 문장 폭)를 실시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그룹과 노인 그룹 모두 각 상황 별, 

자극제시방법 별, 작업기억 과제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노인 그룹은 청년 그룹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은 작업기억력을 보여주었고, 이는 노화에 의한 작

업기억력의 저하와 소음상황에서 신호음을 인식하는 

능력이 젊은 층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단순작업기억 과제와 복합작업기억 과제는 

그룹 내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순방향숫

자 폭, 단어 폭에 비해 역방향숫자 폭, 문장 폭은 두 

그룹 모두 각 상황 별, 자극제시방법 별로 모두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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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억 과제가 더 높은 폭을 보이는 결과를 보여주

어, 이는 쉬운 단순작업기억 과제는 어려운 복합작업

기억 과제보다 더 잘 기억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

된다.

셋째, AO 조건에서 AL 조건으로 바뀌었을 때, 두 

그룹 모두 각 상황 별, 네 가지 작업기억 과제 모두 

AL 조건에서 더 높은 폭의 향상을 보였고, 특히 노

인 그룹이 조용한 상황보다 소음상황에서, 청년 그룹

보다 AL 조건으로 인한 폭의 향상이 가장 높았다. 

이는 듣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각-문자 자극이 노인 

그룹의 정보 입력에 훌륭한 보상 수단이 될 수 있음

을 보여주고, 나아가 기억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각 그룹의 표준편차가 청년 그룹에 비해 노

인 그룹이 더 큰 편이었다. 청년 그룹은 소음에 영향

을 적게 받고, 시간이 갈수록 작업기억 과제에 빠른 

적응을 하였지만, 노인 그룹은 청년 그룹과 같은 수

준의 작업기억력을 가진 피검자도 있었지만, 소음 상

황에서는 건청 임에도 불구하고 작업기억력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노인 그룹이 노

화에 따른 작업기억력 저하와 소음 상황에서 신호음

을 구별하는 능력이 청년 그룹에 비해 떨어지고, 개

인차가 있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판단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자의 수가 각 그룹별로 25

명이고 두 그룹 모두 건청인 피검자들로 구성되었기

에 노인의 작업기억에 청각-문자 자극이 작업기억력

을 얼마만큼 높여줄 것이라고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

이 있다. 또한 난청인을 고려하여 소음 상황의 수준

을 조정하여 보다 정밀한 작업기억 과제를 실시할 필

요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난청 정도에 따른 난

청 노인의 작업기억 능력을 측정하여 청각-문자 자

극이 건청 노인에 비해 얼마만큼 더 작업기억의 보상

수단이 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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