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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Gaps-in-noise)과 시간압축 문장인지도 측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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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determine any age-related declines in auditory temporal processing, this study examined the ability to process 
temporal information using measure of gaps-in-noise (GIN) and of 40% time-compressed sentence recognition. 
Participants were fifteen young listeners, eleven middle-aged listeners, and twelve elderly listeners, and all had 
normal hearing. For the GIN test, both approximate gap detection threshold (msec) and detection performance in 
percent correct (%) were measured. For the test of sentence recognition, all the listeners were needed to repeat 
target sentences when the time-compressed sentences were presented without or with competing speech (0 dB SNR). 
Our results showed that GIN performance of young group was greater than that of middle-aged group, and the 
middle-aged group outperformed the elderly group. When the time-compressed sentences were presented with 
competing speech, young group exhibited superior performance relative to middle-aged group, and also the 
middle-aged group scored better than the elderly group. Overall, the GIN performance was related to the recognition 
ability of time-compressed sentences. This supports the previous findings that the ability of auditory temporal 
processing begins to decline at middl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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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일상적인 대화환경에서 말소리의 강도 및 주파수, 

말의 속도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변화하므

로 말소리 인지 시 다양한 청각정보를 시간적으로 처

리하는 능력(auditory temporal process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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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중요하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소음이 있

거나 빠른 속도의 말을 인지해야 하는 듣기상황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러한 어음인지도 저하는 

와우성 난청(cochlear hearing loss)의 영향 뿐 아니

라 노화로 인한 청각적 정보의 시간적 처리능력 결함

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Gordon-Salant et 

al., 2011; Schneider et al., 2005; Snell & Frisina, 

2000; Strouse et al., 1998). Gordon-Salant & 

Fitzgibbons(1993)은 30 ~ 60%의 시간압축을 적용한 

빠른 속도의 문장을 제시하였을 때 청력에 상관없이 청

년군보다 노년군이 빠른 말 속도의 말인지에 어려움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 외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시간압축

한 단어(Sticht & Gray, 1969) 문장(Fitzgibbons & 

Gordon-Salant, 2004; Wingfield et al., 1985), 구

문(Letowski & Poch, 1995, 1996) 등을 인지해야 할 

때 노년군이 청년군보다 더 저하된 인지도를 보였다. 

Gordon-Salant & Fitzgibbons(2011)와 Schneider 

et al.(2005)는 노인이 시간압축으로 인해 빠른 속도

의 어음을 인지할 때 겪는 어려움이 말초적 문제라기 

보다는 중추신경계의 처리 능력의 변화나 전반적인 인

지 능력의 약화, 혹은 이 둘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위의 다양한 연구에서 밝힌 노화의 영향은 대부분 

20 ~ 30대의 청년군과 60세 이상의 노년군의 수행

력 비교를 통한 것이었다. Humes et al.(2010)은 

건청청년군 대 건청노년군, 혹은 난청청년 대 건청

노년 그룹 간 비교가 아닌 중년층을 포함하여 생애

주기를 기준으로 한 노화의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Grose et al.(2006)과 Grose & 

Mamo(2010)는 중년에서부터 신경동시성(neural 

synchrony)이 감소되므로 이로 인해 노년보다 일찍

(pre-senescent), 즉 중년에서부터 저하된 시간적 

청각정보 처리능력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Helfer & Vargo(2009)는 순음청력역치 상 정상 청

력을 가질지라도 노화로 인해 청각적 정보의 시간적 

처리능력이 저하되는 경우 복잡한 듣기환경에서 어려

움을 보일 수 있으므로, 이것이 과연 60세 이상의 노

년에서 시작하는지 40 ~ 50대의 중년에서부터 시작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Helfer 

& Vargo(2009)는 19 ~ 22세의 건청청년 12명과 45 

~ 54세의 건청중년 12명을 대상으로 Gaps-in-noise 

(GIN)(Musiek et al., 2005) 검사를 시행하였고, 분석 

결과 청년군 보다 중년군이 더 저하된 gap 탐지 능력

을 보여 중년부터 청각적 정보의 시간적 처리능력 결

함이 시작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성

별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여성 청자만을 검사하였으

므로 향후 남녀 청자를 모두 대상으로 노년청자까지 

포함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 건청을 보일지라도 역치상

(suprathreshold) 청각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이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Ruggles et al., 2011). 건청중년이 소음하

에서 의사소통 시 청년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경

험하며(Leigh-Paffenroth & Elangovan, 2012) 건

청중년이 건청청년과는 다른 종류의 청각정보에 의존

함(Ruggles et al., 2012)을 고려하면 노년이 아닌 

중년에서 시간적 분석력(temporal resolution)과 전

반적인 시간정보처리능력이 저하되는지 알아보는 것

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청청년, 중년, 노

년군을 대상으로 1) GIN 검사를 실시하여 시간적 분

석능력을 확인하고, 2) 시간압축(time compression, 

TC)이 적용된 문장인지도 검사를 시행하여 청각정보

를 시간적으로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능력을 비교 분

석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38명으로 청년 15명(평균

연령 25세, 연령범위 23 ~ 29세, 남 2, 여 13), 중년 

11명(평균연령 54세, 연령 범위 42 ~ 58세, 남 5, 여 

6), 노년 12명 (평균연령 69세, 연령범위 65 ~ 75세, 

남 4, 여 8)이었다. 대상자 모두 양측 귀의 중이검사 

결과(GSI Tymsta, Grason-stadler, USA) A 형의 

고막운동도를 보였고 어지러움 혹은 이명의 증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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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았다. 실험 전 각 대상자의 250 ~ 8,000 

Hz 이내 옥타브 단위의 주파수별 순음청력역치를 측

정하였다(GSI 61, Grason-stadler, USA). 본 연구의 

청년, 중년 대상자 모두 이정학 외(2003)의 연령별 

청력역치 표준을 기준으로 건청임을 확인하였다. 노

년군 대상자의 경우에도 연령에 맞는 정상 청력을 가

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ISO 8253-1을 근거한  

Bahng & Lee(2015)의 자료를 참고하였고, 본 연구에 

참여한 노년군 대상자 모두 건청을 가지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노년 대상자에게는 MMSE-K (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n version, 권용철 & 박종

환, 1989)를 시행한 결과 치매진단 절단점인 24점 이

상의 점수(no cognitive impairment, Folstein et 

al., 1975)를 보여 노년 대상자 모두 정상 인지기능을 

가진 노인임을 확인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건청청년, 중년, 노년군을 대상으

로 GIN 평가와 시간압축된 문장의 인지능력을 측정

하였다. 대상자 모두 연구의 목적 및 절차에 대한 설

명을 듣고 실험에 참여할 것에 동의하였다. 세 가지 

평가를 위해 노트북(SENS P55, Samsung, Korea), 

청력검사기(GSI 61, Grason-stadler, USA), 헤드폰 

(TDH-39, Telephonics Co, USA)를 통해 음원을 제

시하였으며, GiN과 문장인지능력 검사를 위한 연구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Gaps-in-noise (GIN) 평가

gap 탐지 능력은 청자가 언어 내 청각정보를 시간적

으로 처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다양한 심리음

향학 분야에서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심리음향학 연구

방법을 통한 gap 탐지 역치(gap detection threshold, 

GDT) 측정은 임상에서 진단목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소요시간이 길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고려

하여 Musiek et al.(2005)은 임상에서 신뢰도 있게 

gap탐지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Gaps-in-noise 

(GIN)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현재까지 다양한 연

구자들이 GIN의 신뢰성, 타당성을 보고하였고 GIN

은 성인뿐 아닌 유소아를 대상으로도 검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Samelli & Schochat, 2008; Shinn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상용화된 GIN 검사도구를 구매하여 

사용하였다(Auditec Inc., St. Louis, Mo, USA). GIN

은 총 4개의 검사목록과 1개의 연습용 목록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한 목록당 29 ~ 36개의 검사음을 포함한

다. 6초의 백색잡음(white noise) 내에 0 ~ 3개의 

gap이 존재하며, gap 길이는 2, 3, 4, 5, 6, 8, 10, 

12, 15, 20 msec 중 하나로 다양한 길이를 가진다. 음

원제시 및 보정은 Musiek et al.(2005)의 방법대로 진

행하였고 음원은 각 개인의 평균순음역치를 기준으로 

50 dB SL에서 제시하였다. 피검자는 제시된 음원을 듣

고 백색잡음 내 gap을 탐지하자마자 버튼을 눌러 반응

하게 하였다. gap 제시 후 1초 안에 반응이 없으면 

gap을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피검자가 검

사 방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5 ~ 20 msec의 gap이 

포함된 10개의 연습용 GIN 음원을 통해 충분히 연습 

후 GIN 결과를 측정하였다. 청자가 얼마나 짧은 간격

의 gap을 탐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GIN 역치와 

GIN 인지도, 두 가지 방법으로 결과를 평가하였다. 각 

길이마다 6번 제시된 gap 중 최소 4번을 옳게 탐지할 

수 있는 가장 짧은 gap의 길이를 측정하여 GIN 역치로 

평가하고, 총 제시된 gap 개수 중 몇 개를 옳게 탐지

했는지 백분율화하여 GIN 인지도로 계산하였다.

2) 문장인지도 평가

빠른 속도로 발화된 말을 재현하기 위해 시간압축

(time compression, TC)이 적용된 문장을 제시하고 

인지도를 측정하였다. 장현숙 외(2008)의 한국표준 

문장표를 음원으로 사용하여 다음의 세 가지 듣기조

건에서 문장인지도를 비교하였다. 첫 번째, 정상 속

도의 문장을 조용한 상황에서 듣는 조건(no TC in 

quiet), 두 번째, 40% 시간압축된 문장을 조용한 상

황에서 듣는 조건(40% TC in quiet), 세 번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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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압축된 문장(남성화자)을 동일한 강도의 배경어

음(여성화자 1명) 속에서 제시한 조건(40% TC with 

1-talker competing speech at 0 dB SNR)이었다. 

Gordon-Salant et al.(2014)는 자연스러운 빠른 말 

속도와 비교한 결과 40%의 시간압축 비율이 적절한 

비율이라고 밝혔고, Vaughan & Letowski(1997) 또한 

40%의 시간압축비율이 청취 시 인위적이지 않은 최대 

시간압축률임을 밝혀 본 연구에서도 40%의 시간압축

비율을 사용하였다. 목표문장을 시간압축 할 때 기본

주파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왜곡이 발생하면 안

되므로 각 화자의 기본 주파수나 포먼트를 감지하여 

이를 변화시키지 않고 시간압축만 구현할 수 있는 

STRAIGHT 프로그램(Kawahara, 2001)을 사용하였다.

3. 통계분석

연구결과는 SPSS version 20.0 (IBM Corp., 

Armonk, NY, U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그룹 간 GIN 역치와 GIN 

인지도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

령(청년, 중년, 노년)을 그룹 간 독립변수로, GIN 역

치와 GIN 인지도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 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세 그룹 간 문장

인지도가 세 가지 듣기조건에 따라 유의하게 달랐는

지 알기 위해(그룹 간 독립변수: 연령, 그룹 내 변수: 

3가지 듣기조건) 문장인지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반

복측정된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시 모

든 통계분석은 유의수준 .01을 기준으로 하였고, 등분

산 가정과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비모수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원배치 분산분석 시 Mauchly 

구형성 가정에 위배될 경우 Greenhouse-Geisser 수정된 

자유도와 F값을 보고하였다.

RESULTS

1. GIN 평가결과

청년, 중년, 노년군의 평균 GIN 역치는 Figure 1에, 

평균 GIN 인지도는 Figure 2에 나타냈다 Figure 1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청년군의 GIN 역치는 평균 5 

msec (표준편차: 0.7, 범위: 4 ~ 6 msec), 중년군은 

7.5 msec (표준편차: 1.6, 범위: 6 ~ 10 msec), 노

년군은 10.3 msec (표준편차: 2.4, 범위: 6 ~ 12 

msec)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역치가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F(2, 37) = 35.5, p < .01]. 등분산 가정의 

위배로 Tamhane사후분석을 시행한 결과 청년보다 

중년군의 역치가 유의하게 컸고, 중년보다 노년군이 

유의하게 큰 GIN 역치를 보였다.

Figure 1. 청년, 중년, 노년군의 평균 GIN 역치

Figure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청년군의 평균 GIN 

인지도는 70.8%(표준편차: 5.7, 범위: 59.2 ~ 77.5%), 

중년군의 경우 58.9%(표준편차: 7.6, 범위: 44.2 ~ 

68.3%), 노년군의 경우 41.93%(표준편차: 10.2, 범위: 

30 ~ 60%)이었다. 

Figure 2. 청년, 중년, 노년군의 평균 GIN 인지도

통계분석 결과 세 대상군의 GIN 인지도가 유의하

게 달랐다[F(2, 37) = 44.8, p < .01]. 등분산 가정의 

충족으로 Bonferroni 사후분석을 시행한 결과 건청청

년에 비해 중년군의 인지도가 더 낮았고, 중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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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군이 유의하게 저하된 GIN 인지도를 보였다. 

GIN 역치 혹은 GIN 인지도 결과 모두에서 노년이 아

닌 중년에서부터 시간적 분석력의 저하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2. 문장인지도 평가결과

Figure 3은 세 가지 듣기조건에서 측정한 세 그룹

의 평균 문장인지도를 보여준다. 예상대로, 압축되지 

않은 문장을 소음없이 들을 경우(no TC in quiet) 

전체 대상자 중 노년군 대상자 1명(92.5%)를 제외하

고는 모두 100%의 문장인지도를 보였다. 40%의 시

간압축이 적용된 문장을 소음없는 조용한 상황에서 

들을 때(40% TC in quiet) 청년군은 모두 100%의 

문장인지도를 보였고, 중년군의 평균 문장인지도는 

98.8%(표준편차: 2.2, 범위: 92.5 ~ 100%), 노년군

의 평균 문장인지도는 95.6%(표준편차: 4.7, 범위: 

83.8 ~ 100%)이었다. 즉 40%의 압축만으로는 중년

뿐 아니라 노년군의 문장인지도가 크게 저하되지 않

았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40% 시간압축된 문

장을 배경어음 속에서 들을 경우(40% TC in noise), 

청년군의 평균 문장인지도는 76.7%(표준편차: 4.7, 

범위: 67.5 ~ 82.5%), 중년군은 64.8%(표준편차: 

12.6, 범위: 42.5 ~ 80%), 노년군은 47.7%(표준편

차: 13.8, 범위: 32.5 ~ 67.5%)이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평균 인지도가 저

하되었고 개인차가 더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반복측정된 이원배치 분산분석결과 세 가지 듣기

조건[F(1.1, 38.5) = 459.4, p < .01]에 따라 문장인

지도가 유의하게 달랐다. 세 가지 듣기조건 간 인지

도를 대응비교한 결과 조용한 상황에서 압축되지 않

은 문장을 들을 때보다(No TC in quiet) 40% 압축

된 문장을 들을 경우(40% TC in quiet) 문장인지도

가 유의하게 저하되었다. 또한, 40% 압축된 문장을 

소음없이 들을 때보다(40% TC in quiet) 소음 하에

서 들은 경우(40% TC in noise)의 문장인지도가 유

의하게 나빴다. 분석결과 연령[F(2, 35) = 23.8, p < 

.01]에 따라 문장인지도가 유의하게 달랐고, Bonferroni 

사후분석 대응비교 결과 청년군과 중년군의 인지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청년군이나 중년군에 비해 노년

군이 유의하게 저하된 인지도를 보였다. 두 변수 간 

이원상호작용 분석 결과, 그룹 간 문장인지도 차이가 

듣기조건에 따라 달랐다[F(2.2, 38.5) = 23.1, p < 

.01].

Figure 3. 청년, 중년, 노년군의 세 가지 듣기조건에서의 

평균 문장인지도(%)(TC: time compression)

40% 압축된 문장을 제시한 세 가지 듣기조건 각

각에서 세 그룹의 문장인지도가 유의하게 달랐는지 

확인한 결과(Tamhane 사후분석), 소음상황에서 40% 

시간압축 문장을 제시한 조건에서만(40% TC in 

noise) 청년보다는 중년이, 중년보다는 노년군이 유

의하게 저하된 문장인지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GIN 결과와 문장인지도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정상 속도의 문장을 

조용한 상황에서 들은 경우(No TC in quiet) 모든 대

상자가 100%에 가까운 인지도를 보였으므로 나머지 

두 조건(40% TC in quiet/in noise)의 측정결과와 

GIN 역치 및 인지도 결과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Table 1. GIN 결과와 40% 시간압축(TC) 문장인지도 간 

상관성(p < .01**). 

40% TC

in quiet

40% TC

in noise

GIN 역치(msec) -.72** -.81**

GIN 인지도(%) .68**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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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의 Spearman 비모수 상관계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상 청력을 가진 대상자 중 GIN 역치가 

클수록 혹은 GIN 인지도가 낮을수록 소음유무에 상

관없이 40% 시간압축된 문장인지 시 유의하게 저하

된 결과를 보였다. 

대상자 연령 및 수
GIN 역치

(msec)

GIN 인지도

(%)

본 연구
23 ~ 29세 (평균 25세, N = 15)
42 ~ 58세 (평균 54세, N = 11)
65 ~ 75세 (평균 69세, N = 12)

5 
7.45
10.33

70.82
58.93
41.93

Musiek et al.(2005) 13 ~ 46세 (평균 25세, N = 50) 4.8 ~ 4.9 70

Helfer & Vargo(2009)
19 ~ 22세 (평균 20.5세, N = 12)
45 ~ 54세 (평균 49.3세, N = 12)

4.42
4.92

78.30
70.83

Prem et al.(2012)
17 ~ 40세 
41 ~ 55세 

합하여 총 100명

5.6
약 6.3

약 64.4
약 60

최정희 외(2013) 20 ~ 29세 (평균 23.5세, N = 40) 약 5 약 72

Wong & Pherson(2015) 21 ~ 32세 (평균 24.8세, N = 30) 약 5.4 약 69.6

Table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군의 평균 GIN 결과 비교

DISCUSSIONS

본 연구에서는 건청청년, 중년, 노년군의 시간적 

청각정보처리능력를 비교하였다. 첫 번째로 대상군 

간 시간분석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GIN 역치 및 

GIN 인지도를 측정하였다. GIN평가의 경우 대상자

가 검사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했는지가 결과에 큰 영

향을 미치므로 GIN 기준 혹은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

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Table 2는 다양한 선

행연구를 통해 보고된 건청대상자의 GIN 결과를 보

여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건청청년군의 평균 GIN 

역치는 5 msec, 평균 GIN 인지도는 70.82%이었다. 

Table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의 건청청년군의 

GIN 결과는 최정희 외(2013), Musiek et al.(2005), 

Wong & Pherson(2015)의 20 ~ 30대 건청청년 결

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년군의 평균 GIN 역치는 

7.45 msec이었고, GIN 인지도는 58.93%으로 건청

청년보다 더 저하된 GDT를 보였다. GIN을 개발한 

Musiek et al.(2005)은 건청청년의 데이터를 기준으

로 하였을 때 대략 6 msec 이하의 GIN 역치를 보이

거나 54% 이상의 GIN 인지도를 보일 경우 정상적인 

시간적 청각정보처리능력을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고 하였다(민감도: 67%, 특이도: 94%). 이는 건청청

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연령별 표준화

된 기준치가 없어 중년 혹은 노년 데이터 분석에 사

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GIN을 사용하였지만 그 외 다양한 

실험방법을 사용한 연구자들이 중장년부터 gap 탐지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한다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보고를 발표하였다. 예를 들면 건청청년, 중년, 노년

군을 대상으로 432 Hz 순음 속에서 제시한 gap을 

탐지하는 능력을 비교한 Grose et al.(2006)은 건청

청년군의 평균 GDT가 14 msec, 중년군은 16 msec, 

노인군은 19 msec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GDT가 유

의하게 컸다고 보고하였다. Fogerty et al.(2012)은 

모음 쌍을 이용하여 자극음의 개시 시차(stimulus onset 

asynchrony)를 변화하여 모음의 다중도(multip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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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gap 탐지 능력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군

에 비해 중년과 노년군이 두 모음 간 짧은 gap을 탐

지하는데 더 어려움을 보였다. 339명의 건청인을 대

상으로 순음청력역치, GDT, 시간적 순서화 능력 등

을 측정한 Humes et al.(2010)는 대부분의 시간적 

순서화 능력 평가에서 중년군이 청년군보다 더 저하

된 결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그 뿐 아니라 청년군에 

비해 중년군의 중주파수(1,414 Hz) 혹은 고주파수

(4,000 Hz) 순음청력역치가 유의하게 컸고, GDT 결

과와 순음청력역치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Helfer & Vargo(2009)은 본 연구와 유사하게 GIN

을 이용하여 20대의 건청여성과 40 ~ 50대의 중년

여성의 시간분석력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20대의 

여성보다 중년 여성의 GIN 결과가 유의하게 더 나빴

다(Table 2 참고). 본 연구에 참여한 중장년 대상자

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Helfer & Vargo(2009)에 참

여한 중년군의 GIN 결과가 더 좋았다. Helfer & 

Vargo 연구에 참여한 중년 대상자 12명의 평균 나이

는 49.3세(45 ~ 54세)으로 250 ~ 4,000 Hz 이내 

25 dB HL 이하의 청력을 보이는 건청 대상자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년군의 평균 나이는 54세(42 ~ 

58세, N=11)로 이정학 외(2003)가 제시한 정상 성인

의 연령별 청력역치에 기준하여 건청에 속하였고(≤ 

25 dB HL across 250 ~ 3,000 Hz) 4,000 Hz 혹

은 8,000 Hz 주파수의 청력역치와 GIN 결과는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대상자

의 청력이 정상 범위에 속하더라도 시간적 분석능력

의 개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GIN을 사용하지는 않

았지만 채널 간 그리고 채널 내 gap 탐지능력을 측정

한 Leigh-Paffenroth & Elangovan(2011)은 gap 탐

지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를 확인하

였다. 측정결과, 건청청년보다 건청중년이 더 저하된 

gap 탐지능력을 보일 뿐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 소음

상황에서 건청중년이 더 큰 어려움을 가졌다고 자가

보고 하였음을 밝혔다. 특히 채널 간 자극음이 교차

하는 더 어려운 조건에서 중년에서의 연령효과가 더 

분명하였으므로 gap 탐지능력 측정 시 과제의 난이도 

조절이 연령효과를 확인하는데 중요함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두 번째로 측정한 것은 40% 시간압

축된 문장을 이용한 인지도였다. 다양한 연구자들이 

시간압축된 빠른 속도의 문장 혹은 단어인지 시 청년

군보다 노년군이 더 저하된 인지도를 보인다고 밝혔

으나, 중년군 또한 빠른 말속도의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40%의 

시간압축을 적용한 문장을 조용한 상황에서 제시하였

을 때(40% TC in quiet) 청년군은 모두 100%의 문

장인지도를, 중년군은 평균 98.8%, 노년군은 평균 

95.6%의 문장인지도를 보였다. 즉 말 속도가 40% 

정도 빨라진 경우(1초→0.6초 문장) 청년 혹은 중년

은 큰 어려움을 가지지 않았다. 이는 40% 시간압축

된 문장을 조용한 상황에서 제시하였을 때 노년군의 어

음인지도가 저하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

(이재희 & 배정현, 2011; Gordon-Salant & Fitzgibbons, 

1993; Gordon-Salant et al., 2014; Vaughan & 

Letowski, 1997)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40% 시간

압축한 문장을 조용한 상황이 아닌 배경어음 속에서 

제시한 경우에는 청년보다는 중년이, 중년보다는 노

년이 의사소통에 더 어려움을 보여 연령에 따른 유의

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조용한 상황과 소음하에서 측

정한 40% 시간압축 문장인지도를 비교해보면 청년군

의 경우 약 23.3% 가량 평균 문장인지도가 저하되었

고(100→76.7%), 중년군의 경우 약 34% 저하되었다

(98.8 →64.8%). 노년군의 경우 평균 문장인지도가 

48% 가량 저하되어(95.6%→47.7%) 세 청자군 중 

가장 많이 인지도가 낮아졌음을 확인하였다. 노년 대

상자가 배경소음 속에서 빠른 속도로 전달된 메시지

를 처리해야하는 상위 어음처리과정은 제한된 인지자

원(limited cognitive resource) 때문에 노인에게 인

지적 과부하를 일으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이라 설명되었다(Schneider et al., 2005; Wingfield 

et al., 2005). 따라서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

는 순음청력검사 시 사용하는 기준(≤25 dB HL)이나 

조용한 상황에서 단어나 문장을 듣고 따라 말하는 어

음청력검사로 청자의 시간적 분석능력, 특히 소음하 

청각정보처리능력 등을 예측하기에는 한계점이 있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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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 번째, 

본 연구에서 실제로 화자가 자연스럽게 빠른 속도로 

발화한 문장이 아닌 시간압축을 통하여 빠른 속도의 

말을 재현하였다는 것이다. 시간압축이라는 인위적인 

왜곡의 단점 및 한계점에 관하여 논의가 계속되었고, 

최근 Gordon-Salant et al.(2014)은 조용한 상황과 소

음하에서 40% 시간압축된 문장과 그와 유사한 속도의 

빠르기로 발화된 문장(natural fast-rate sentence)를 

제시하고 건청청년과 건청노인군의 문장인지도를 비

교하였다. 측정 결과 건청청년과 노인군 모두 시간압

축된 문장보다 실제 빠르게 발화된 문장을 인지할 때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조용한 상황보다는 소음하에

서 인지도 저하 폭이 더 컸으나 두 조건 모두에서 시

간압축된 문장과 빠른 속도의 문장인지도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시간압축된 문장보다 실제 

빠른 속도로 발화된 문장인지 시 더 낮은 점수를 보

였던 이유로는 화자가 빠르게 발화할 때 단순히 음소

의 길이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음인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정보가 다수 생략되거나 왜곡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위 결과를 고려해보면 본 

연구에서 측정한 40% 시간압축 문장인지도보다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건청을 가진 청자가 빠른 말을 이해

할 때 겪는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빠른 속도의 말을 이해할 때 노인이 겪는 어려움은 

노화로 인한 내재된(intrinsic) 영향이라기 보다 청자

의 경험이나 훈련을 통해 충분히 향상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였다(Gordon-Salant et al., 2011).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시간압축된 문장 등을 통한 어음인지 

훈련 및 재활을 실시하여 그 효과에 대한 입증이 필

요하겠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제한점은 연령대별 표

준청력에 속하는 청력을 보이는 청년, 중년, 노년군

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청자의 청력상태에 의

한 영향은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각 연령대에 

해당하는 대상자 수 또한 적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

해 보다 세밀하게 연령을 분류하고 더 많은 피검자의 

결과를 분석한다면 임상용 검사도구인 GIN의 연령별 

규준을 제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청년, 중년, 노년군을 대상으로 GIN 

평가 결과와 40% 시간압축된 문장인지도를 측정하였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GIN을 통

해 측정한 시간분석능력은 60세 이상이 아닌 40 ~ 50

대의 중·장년에서부터 저하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조

용한 상황에서 40% 시간압축된 문장을 들을 때는 중년

군과 노년군의 인지도가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으나, 배

경소음 속에서 말 속도가 40% 빨라진 문장을 듣는 경

우 청년보다 중년군이, 중년보다 노년군이 더 저하된 

인지도를 보였다. 셋째, GIN 결과와 시간압축 문장인

지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빠른 속도의 

말 인지 시 청자가 겪는 어려움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는 청자의 시간분석력과 연관성을 가진

다고 볼 수 있겠다. 시간정보처리능력은 순음청력검사

나 조용한 조건에서 시행하는 어음청력검사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진단평가의 한계점을 숙지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중심단어: 중년, 시간정보처리능력, 시간분석력, 시간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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