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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우리나라는 2017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의 고령 인구가 약 14.2%를 차지하는 고령 사회(aged society)

에 진입하였다(Statistics Korea, 2018).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에서 나타나는 각종 만성 질환, 노인 빈곤, 우울 및 자살 등

의 노인 관련 문제들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데, 특히 노년기 우울은 질병 부담(disease burden)을 높이는 주

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노인 등의 우울 유병률은 연구마다 다

소 차이를 보이는데, 만 65세 이상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경우 

약 8~15%의 유병률을 나타내며, 병원이나 전문 요양시설 입원 

환자의 경우 약 30~40%의 유병률을 나타낸다(Huang et al., 

2010). 노년기에 앓게 되는 다양한 만성 질환들은 이러한 노인 

우울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Huang et al., 

2010), 그중 노인성 난청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지속

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Mener et al., 2013). 

노인성 난청은 노화에 따른 감각신경성 질환으로서, 노인 인

구에서 나타나는 만성 질환 중 하나이다(Gates & Mills, 2005). 

우리나라의 경우 양측성 난청 유병률이 50대 2.9%, 60대 12.1%, 

70대 이상에서는 31.7%에 이르고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약 

25.9%의 유병률을 나타낸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2).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청력 손상 위험은 

40세 미만의 초기 성인 집단에 비해 57.68배에 이른다(Kim & 

Lee, 2011). 노인성 난청은 노년층의 일상생활 듣기 어려움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서(Gates & Mills, 2005)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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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적 어려움은 대인관계 기피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노

인의 심리적 소외감을 유발하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

를 야기할 수 있다(Strawbridge et al., 2000). Chun et al.(2005)

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에서 난청 집단은 정상 청력의 집단에 

비해 우울 점수가 더 높았으며, 특히 중도 난청군에서 우울 정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내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집단의 경우 난청이 있을 때 우울 위

험이 약 2.0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1). 

이처럼 난청 노인이 정상 청력의 노인과 비교하여 우울을 나

타낼 위험성이 크다는 점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나 난청 노인 집

단 내에서 어떤 요인들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부족하다. 난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들에서 

청력 손실의 정도가 심할수록 우울 점수가 증가하였으며(Chun 

et al., 2005; Kim et al., 2015) 청력 손실로 인해 난청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주관적 장애 정도가 우울과 관련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Lee et al., 2019). 또한 최근 연구들을 통해 

보청기 착용 여부가 난청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

혀진 바 있다(Choi et al., 2016). 

노년층의 경우 난청과 같은 감각기능의 저하뿐만 아니라 정

상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 감퇴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인지기능 

감퇴가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

실이다(McDermott & Ebmeier, 2009).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우울을 앓는 노인의 경우 전반적 인지능력이 저하된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 특히, 주로 전전두피질(prefrontal cortex)이 담

당하는 집행기능, 주의 집중 및 정보처리속도 등의 측면에서 뚜

렷한 결함을 보이는데(Elderkin-Thompson et al., 2009; Mc-

Dermott & Ebmeier, 2009) 뇌영상 연구들을 통해 우울 환자

의 배외측 전전두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및 전대

상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의 부피가 감소되어 있으며 이

들 영역에서의 뇌 혈류 및 대사(metabolism)가 저하된다는 점

이 일관적으로 보고되었다(Bremner et al., 2004; Elderkin-

Thompson et al., 2009). 또한 우울의 정도가 심할수록 집행기

능 및 정보처리속도가 저하되며(Cataldo et al., 2005; Naismith 

et al., 2003), 집행기능 및 정보처리속도와 같은 전두엽이 주로 

관여하는 인지 영역에서의 결함 외에도 우울 환자의 경우 의미

기억 역시 저하된다는 점이 일부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바 있

다(Naismith et al., 2003). 그러나 이러한 우울과 인지기능 간 

관련성이 난청 노인 집단에서도 유효한지, 그리고 하위인지 영

역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

로 밝혀진 바가 없다. 

난청 노년층의 경우 우울 정도가 심할수록 재활에 대한 의지

가 부족하여 난청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혹은 적절한 보장구 

착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제한적

인 사회활동 참여로 인해 청각기능의 활용 정도가 낮아져 이로 

인해 치매 등의 인지장애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Straw-

bridge et al., 2000). 이에 난청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중재 시에 고려함으로써 보다 포괄

적이고 효과적인 청각장애 재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또한 노인 우울이 치매 발병에 대한 위험인자 중 하나라

는 점(Byers & Yaffe, 2011)을 고려할 때 예방적 측면에서의 중

재 역시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

구통계학적 변인(연령, 성별, 교육 수준), 청력 관련 변인(평균순

음역치, 소음 상황에서의 문장인지도, 주관적 청력장애 정도, 

평균 보청기 착용 시간), 인지 관련 변인(전반적 인지능력, 의미

기억, 정보처리속도, 집행기능) 가운데 난청 노인의 우울과 상

관이 있는 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 난청 노인

의 우울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변인들 가운데 우울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시에 위치한 청각재활센터를 내원한 난청 노

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난청 노인의 선정기준은 1)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며, 2) 기초건강 선별을 위한 설문에서 신경학

적, 정신적 질환의 병력이 없고 난청 외 이명, 어지러움 등을 호

소하지 않으며, 3) 순음청력검사(AD629, Interacoustics A/S, 

Middelfart, Denmark)상 500, 1,000, 2,000, 4,000 Hz 주파수

의 평균순음역치가 26 dB HL 이상이고 양측 귀의 평균순음역

치 차이가 20 dB HL 이내로 대칭적이며, 기도-골도 청력 역치

가 10 dB HL 이내에 임피던스 청력검사(AT235, Interacoustics 

A/S)에서 중이의 상태가 정상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나타내

며, 4) 일측 혹은 양측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5) 한국

판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의 점수가 연령 및 교육연수 규준 비교 시에 -1 표준

편차 이내로 정상 범주에 해당하고(Kang, 2006), 6) 교육연수

가 최소 6년 이상인 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교육연수를 최

소 6년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학력이 인지검사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하였으며, 시각보조기구를 착용하고도 글자를 읽

을 수 없거나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조용한 환경에서 일상생활 

대화가 불가능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참여를 희망한 총 38명 가운데 K-MMSE 점수가 -1 표

준편차 이하로 저하되는 10명,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는 4명, 그

리고 인지검사에서 색깔 지각능력의 결함이 의심되는 1명, 총 

15명이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총 23명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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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포함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 도구 

우울 평가 

난청 노인의 우울 증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판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hort vers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 

(Cho et al., 1999)를 시행하였다. 한국어판 SGDS는 노인 우울증 

선별검사 도구로써 영어 버전의 원 검사도구인 SGDS (Sheikh 

& Yesavage, 1986)에 대해 한국어 번역의 표준화 과정을 거친 

후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통해 주요 우울증(major depres-

sion)에 대한 진단적 타당성이 확인되었다(Cho et al., 1999). 총 

3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에 비해 SGDS는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짧

은 시간 내 보다 효율적으로 노인 우울 증상을 측정할 수 있으

며, GDS와의 높은 상관관계(r = 0.959) 및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바 있다(Cho et al., 1999). 피검자는 총 15개의 질문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는데, 피검자가 문항 내

용을 잘 이해하여 응답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자가 문항

을 읽으면서 질문하면 피검자가 구두로 대답하는 방식으로 검

사를 진행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한 것으로 

해석하며, SGDS상에서 매우 우울한 상태를 나타내는 최고 점

수는 15점이다. 

청력 평가

본 연구에서는 청력 평가로 순음청력검사, 소음 상황에서의 

문장인지도검사, 주관적 청력장애 정도를 평가하였다. 연구 대

상자의 청력 관련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2에 제시

하였다. 

순음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를 통하여 대상자의 중이 상태가 정상인

지 평가하고, 순음청력검사를 통하여 125 Hz부터 8,000 Hz까

지의 각 주파수별 기도 및 골도 청력 역치를 측정하였으며, 6분

법 계산을 적용하여 양측 귀의 평균 청력 역치를 구하였다. 

소음 상황에서의 문장인지도검사

한국어음청력검사(Korean Speech Audiometry) (Lee et al., 

2010)의 일반용 한국표준문장표를 사용하여 소음 상황에서의 

문장인지도검사를 실시하였다. 방음실의 사운드필드에서 피검

자의 쾌적 수준에서 검사자가 육성으로 목표 문장을 제시하였

다. 배경 소음으로는 어음잡음을 제시하였으며, 고정된 신호 대 

잡음비(signal-to-noise ratio, SNR), 즉 5 dB SNR에서 검사를 

시행하였고, 스피커는 피검자로부터 정면에서 1 m 거리에 위치

시켰다. 본 연구와 동일하게 어음잡음하에서 한국표준문장표

를 사용하여 정상 성인의 문장인지도를 측정한 선행연구에 따

르면, 정상 성인의 경우 SNR 0 dB 이상에서 80% 이상의 문장

인지도를 나타내었다(Choi, 2009). 이와 더불어 감각신경성 난

청 그룹은 정상 청력 그룹에 비해 소음 상황에서 평균 4 dB 이

상 많은 SNR을 필요로 한다는 선행연구(Han et al., 2007) 결

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5 dB SNR을 적용해 문장인지도

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자는 피검자에게 스피커를 통해 제시

되는 문장을 끝까지 잘 듣고 따라 말하되, 전체 문장을 다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들은 단어가 있을 경우 모두 말하도록 지시하

였다. 문장표를 구성하는 40개의 핵심 어휘 중 피검자가 정확하

게 따라 말한 개수를 백분율로 계산하여 소음 상황에서의 문

장인지도를 측정하였다. 

주관적 청력장애검사 

한국어판 고령자 청력장애검사(Korean version of hearing 

handicap inventory for the elderly, K-HHIE) (Park et al., 2011)

를 실시하여 피검자가 일상생활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듣기 어

려움을 평가하였다. K-HHIE는 노년층의 청력 손실로 인한 주

관적 장애 정도를 정량화하는 도구로써 임상에서의 유용성이 

확인된 자가 보고 설문검사이다(Park et al., 2011). K-HHIE는 

난청으로 인한 태도 및 감정적 반응을 묻는 정서적 영역의 문

항 13개와 난청으로 인해 사회 활동 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묻

는 사회적/상황적 영역의 문항 12개,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검자는 각 문항에 대하여 “예”, “가끔”, “아니오”로 응답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 HI (n = 23)
Age (years) 77.26 (5.19)
Gender (M:F) 16:7
Education level (years)   9.65 (3.19)
SGDS   5.30 (4.43)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r mean (standard deviation). HI: 
hearing impairment, SGDS: short vers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hearing-related variables

Hearing-related variables Mean (SD)
Better-ear PTA (dB HL) 57.86 (9.45)
Daily HA use (hours)   8.47 (3.85)
Sentence-in-noise recognition scores (%)   61.95 (25.40)
K-HHIE   43.39 (26.97)
SD: standard deviation, PTA: pure-tone threshold average, HA: 
hearing aid, K-HHIE: Korean version of hearing handicap inven-
tory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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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각각의 응답은 4점, 2점, 0점으로 측정되어 항목별 점수의 

합(총점 100점)으로 난청으로 인한 주관적 장애 정도를 파악하

게 된다. 총점이 44점 이상인 경우 심각한 듣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며, 18점 이상 42점 이하인 경우 경중도의 어려

움, 16점 이하인 경우에는 자각하는 듣기 어려움이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지기능 평가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인지능력, 정보처리속도, 집행기능, 의

미기억을 하위인지 영역으로 선정하여 평가를 시행하였다(Ta-

ble 3). 본 연구에서 ‘의미기억’의 하위검사로 분류한 의미유창성

검사의 경우, 집행기능, 어휘 인출, 의미지식 등 다양한 인지적 

요소들이 관여하는 검사로 알려져 있으나(Shao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McDermott & Ebmeier(2009)의 메타 분석에 

사용된 분류 방식에 따라 의미기억의 하위검사로 포함시켰다. 

전반적 인지능력 

난청 노인의 전반적인 인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K-MMSE

를 시행하였다. K-MMSE는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

지기능 선별검사로서 5~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 다양한 인지

적 요소들에 대한 선별적 평가가 가능하다. 총점 30점으로 시

간 지남력(5점), 장소 지남력(5점), 기억 등록(3점), 주의 집중 및 

계산(5점), 기억 회상(3점), 언어(8점) 및 시공간 구성(1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령 및 교육 수준에 따른 규준이 마련되어 

있다(Kang, 2006). 

의미기억

난청 노인의 의미기억을 평가하기 위하여 의미 범주의 단어 

유창성 과제인 동물 이름대기 과제를 시행하였다. 피검자는 제

한된 시간(1분) 동안 ‘동물’이라는 의미적 범주에 해당하는 단어

를 최대한 많이 산출하게 된다(Kang et al., 2000). 일반적으로 

1분 동안 산출한 총 단어 수를 세어 수행력을 평가하는데, 이때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단어나 고유명사 등은 정반응에서 제외하

며, 반복하여 산출한 단어는 한 번만 정반응으로 인정한다. 

정보처리속도

난청 노인의 정보처리속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판 노인용 

기호잇기검사(Korean version of trail making test for the el-

derly, K-TMT-E) (Yi et al., 2007)의 A형 과제를 시행하였다. 

K-TMT-E는 A형과 B형의 두 가지 과제로 구성되는데, A형은 

피검자로 하여금 제한된 시간(300초) 동안 1부터 15까지의 숫

자를 순서대로 잇게 하여 피검자가 선 잇기를 완성할 때까지의 

반응 시간을 측정한다. A형 반응 시간은 인지 영역 가운데 주

로 정보처리속도의 지표로 여겨진다(McDermott & Ebmeier, 

2009; Park et al., 2007). 

집행기능

난청 노인의 집행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K-TMT-E의 B형

과 한국판 스트룹 검사(Korean version of color word stroop 

test, K-CWST) (Lee et al., 2000)를 시행하였다. K-TMT-E의 

B형은 A형과 달리 숫자와 글자(요일)를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잇게 하는데, 제한 시간(300초) 전에 완성하면 검사지에 ‘성공’

으로 표시하고 반응 시간과 오류 수를 기록하며, 제한 시간 내 

성공하지 못하면 300초에서 수행을 중지시키고 검사지에 ‘실패’

로 표시하고 반응 시간은 300초로 기록한다. 다음으로 K-

CWST는 글자읽기 및 색깔읽기 과제로 구성되는데, 두 과제 모

두 피검자로 하여금 제한 시간(120초) 내 112개의 자극 단어를 

읽도록 한다. 두 과제 모두에서 자극 단어들은 글자가 적혀진 

색깔과 글자의 뜻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

는데(예: ‘노랑’이라는 글자가 검정색 잉크로 적혀 있음), 글자읽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for neuropsychological test results subsumed in specific cognitive domains*

Cognitive domain Neuropsychological tests Mean (SD)
General cognition K-MMSE 27.95 (1.29)
Semantic memory Semantic fluency test 13.08 (3.61)
Processing speed K-TMT-E part A: reaction time (sec) 27.34 (9.13)
Executive function K-TMT-E part B: reaction time (sec) 53.00 (27.06)

K-TMT-E part B: number of errors 0.69 (0.82)
K-CWST word reading: number of correct responses 109.65 (6.79)
K-CWST word reading: reaction time (sec) 84.91 (23.17)
K-CWST color reading: number of correct responses 80.52 (22.80)
K-CWST color reading: reaction time (sec) 119.08 (3.20)
K-CWST: interference score 0.71 (0.19)

*We used the categorization system suggested by McDermott & Ebmeier (2009). SD: standard deviation, K-MMSE: 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TMT-E: Korean version of trail making test for the elderly, K-CWST: Korean version of color word stroop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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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과제에서는 색깔 정보는 무시하고 글자를 읽어야 하는 반면 

색깔읽기 과제에서는 글자 정보는 무시하고 글자가 적혀진 색

깔을 읽어야 한다. 두 과제 모두에서 제한 시간 내 112개의 자

극을 다 읽지 못하면 검사를 중지하고 120초가 경과했을 때까

지의 정반응 수와 오반응 수를 기록한다. 본 연구에서는 K-

CWST의 측정치로서 반응 시간 및 정반응 수를 측정하였는데, 

반응 시간은 길수록 수행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반응 

수는 많을수록 수행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간섭점수

(interference score)를 산출하였는데, 이는 색깔읽기 과제의 항

목당 반응 시간에서 글자읽기 과제의 항목당 반응 시간을 뺀 

점수로서, 간섭 점수가 높을수록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억제

(inhibition) 능력이 저하됨을 의미한다. 

연구 절차

일차적으로 대상자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선별하기 위하

여 기초건강선별설문지를 시행하였으며, 연령 및 성별, 교육연

수, 직업, 손잡이 등의 기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면담이 이루

어졌다. 다음으로 청력검사실의 방음실에서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를 통해 대상자의 청력을 확

인하고, 그 외 보청기 사용 여부, 일 평균 보청기 착용 시간 등

의 정보를 확인하였다.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K-

MMSE를 비롯한 인지기능 평가와 SGDS 및 K-HHIE 설문검

사가 이루어졌다. 모든 검사는 조용한 방에서 검사자와 피험자 

간 일대일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험자는 반응지에 직접 응

답하거나, 피험자가 구두로 응답하는 과제인 경우에는 검사자

가 피험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동시에 보이스 레코

더로 녹음하였다. 

통계 분석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25.0 version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첫째, 난청 노년층을 대상으로 인구

통계학적 변인, 청력 및 인지 관련 변인 가운데 난청 노인의 우

울과 상관성이 있는 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변인들 가운데 난청 노인의 우울

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RESULTS

난청 노인의 우울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간 상관관계 

난청 노인의 우울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연령, 성별, 교육연수) 

간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난

청 노인의 우울을 나타내는 SGDS 점수와 연령(r = 0.168, p = 
0.444), 성별(r = 0.019, p = 0.932), 교육연수(r = -0.216, p = 
0.321) 간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난청 노인의 우울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난청 노인의 우울과 청력 관련 변인 간 상관관계

난청 노인의 우울과 청력 관련 변인(평균순음역치, 평균 보청

기 착용 시간, 소음 상황에서의 문장인지도, K-HHIE 점수) 간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난청 

노인의 우울을 나타내는 SGDS 점수와 좋은 쪽 귀의 평균순음

역치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r = 0.564, p ＜ 0.01), 
SGDS 점수와 K-HHIE 점수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확인

하였다(r = 0.465, p ＜ 0.05). 또한 난청 노인의 SGDS 점수와 
소음 상황에서의 문장인지도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

났다(r = -0.528, p ＜ 0.05). 반면, SGDS 점수와 평균 보청기 착
용 시간 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r = -0.123, 

p = 0.576). 난청 노인의 우울과 청력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난청 노인의 우울과 인지 관련 변인 간 상관관계 

난청 노인의 우울과 인지 관련 변인(전반적 인지능력, 의미기억, 

정보처리속도, 집행기능) 간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난청 노인의 우울을 나타내는 SGDS 점수와 

집행기능을 반영하는 K-TMT-E의 B형 반응 시간 간 유의한 정

적 상관이 나타났으며(r = 0.582, p ＜ 0.01), 더불어 정보처리속
도의 지표가 되는 K-TMT-E의 A형 반응 시간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r = 0.466, p ＜ 0.05). 그 외 인지기능 변인들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short version of geriatric de-
pression scale scores with demographic variables 

Demographic variables r p-value
Age 0.168 0.444
Gender 0.019 0.932
Education level -0.216 0.321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short version of geriatric de-
pression scale scores with hearing-related variables 

Hearing-related variables r p-value
Better-ear PTA 0.564 0.005†

Daily HA use -0.123 0.576
Sentence-in-noise recognition scores -0.528 0.010*
K-HHIE 0.465 0.025*
*p < 0.05, †p < 0.01. PTA: pure-tone threshold average, HA: hearing 
aid, K-HHIE: Korean version of hearing handicap inventory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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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난청 노인의 우울과 

인지 관련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난청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난청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

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 시에 유의한 상관이 확인된 총 5개 

변인(평균순음역치, 소음 상황에서의 문장인지도, K-HHIE 점

수, K-TMT-E A형 및 B형 반응 시간)을 독립변수로 하고 SGDS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 회귀모형에서 총 2개 변인, 즉, 평균순음역치(β = 

0.383, p ＜ 0.05) 및 K-TMT-E의 B형 반응 시간(β = 0.415, p ＜ 
0.05)이 난청 노인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F = 8.427, p ＜ 0.01), 
결정계수(R2)는 0.457,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 )는 0.403

으로서 본 회귀모형은 난청 노인의 우울감에 대하여 약 40.3%

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청 노인의 우울과 관련 

변인들 간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DISCUSSIONS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청력 관련 변인, 인지 관

련 변인 가운데 난청 노인의 우울과 상관이 있는 변인이 무엇인

지 살펴보고 난청 노인의 우울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변인들 

가운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청력 관련 변인 가운데 3개 변인, 즉 평균순

음역치, 소음 상황에서의 문장인지도, 주관적 청력장애 정도가 

난청 노인의 우울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인지 관련 변인 

가운데서는 집행기능을 반영하는 K-TMT-E의 B형 반응 시간 

및 정보처리속도의 지표가 되는 K-TMT-E의 A형 반응 시간이 

난청 노인의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총 5개 변인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 회귀모형에서는 평균순음역치 및 K-TMT-E B형 반응 시

간이 난청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

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점

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청력 관련 변인들과 관련하여 첫째, 난청의 정도와 우울 간의 

상관은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Chun et al. 

(2005)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평균청력역치가 상승할

수록 우울 점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밝혔는데, 정상  청력, 경도 

난청, 중도 난청, 중고도 난청의 순으로 우울 점수가 점차 증가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Kim et al.(2015)의 연구에서도 순음청력

검사에 의한 난청의 정도와 우울의 관계를 측정하였는데 청력

의 손실이 심할수록 우울 점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시각장애에 비해 청각장애가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평균순음역치

뿐만 아니라 K-HHIE 점수, 즉 난청 노인이 주관적으로 보고

한 청각장애 정도와 우울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

다. K-HHIE는 노년층의 청력 손실로 인한 주관적 장애 정도

를 정량화하는 도구로써, 난청으로 인한 태도 및 감정적 반응

을 묻는 정서적 영역의 문항과 난청으로 인해 사회 활동 시 겪

게 되는 어려움을 묻는 사회적/상황적 영역의 문항들로 구성되

어 있다(Park et al., 2011). 즉, 본 연구의 결과는 동일한 정도의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short vers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cores with neuropsychological variables 

Cognitive domain Neuropsychological variables r p-value
General cognition K-MMSE -0.140 0.524
Semantic memory Semantic fluency test 0.069 0.754
Processing speed K-TMT-E part A: reaction time (sec) 0.466 0.025*
Executive function K-TMT-E part B: reaction time (sec) 0.582 0.004†

K-TMT-E part B: number of errors 0.101 0.645
K-CWST word reading: number of correct responses -0.360 0.092
K-CWST word reading: reaction time (sec) 0.394 0.063
K-CWST color reading: number of correct responses -0.222 0.309
K-CWST color reading: reaction time (sec) 0.132 0.547
K-CWST: interference score 0.388 0.067

*p < 0.05, †p < 0.01. K-MMSE: 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TMT-E: Korean version of trail making test for the elderly, K-
CWST: Korean version of color word stroop test

Table 7. Results of stepwise linear regression with the short vers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cores as the dependent variable 

Variables B β p-value
Better-ear PTA 0.180 0.383 0.049*
K-TMT-E part B: reaction time 0.068 0.415 0.034*
R2 0.457
Adjusted R2 0.403
*p < 0.05. PTA: pure-tone threshold average, K-TMT-E: Korean 
version of trail making test for the elderly



www.e-asr.org  163

Y Lee et al. ASR
용 시간뿐만 아니라 착용 중인 보청기가 사용자의 청력 손실 정

도나 유형에 맞게 얼마나 최적의 상태로 피팅되어 있는가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우울과 보청기 착용 시간 간에 유의

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한 재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인지 관련 변인과 우울 간 상관을 살펴보면, 정보처

리속도를 반영하는 K-TMT-E의 A형 반응 시간 및 집행기능을 

반영하는 K-TMT-E의 B형 반응 시간과 난청 노인의 우울 간 유

의한 상관이 확인되었다. 일반 노인 집단에서 인지기능과 우울 

간 관련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나(McDermott & Ebmeier, 

2009), 본 연구를 통해 난청 노인 집단에서의 두 요인 간 관련

성은 새롭게 확인되었다. K-TMT-E는 A형과 B형의 두 가지 

과제로 구성되는데 A형은 피검자로 하여금 1부터 15까지의 숫

자를 순서대로 잇게 하는 반면, B형은 숫자와 글자(요일)를 번

갈아 가면서 교대로 잇게 하여 피검자가 선 잇기를 완성할 때까

지 걸린 시간을 측정한다. 이때 A형 반응 시간은 주로 정보처리

속도(information processing speed)의 지표가 되며 B형 반응 

시간은 주의력 전환(set shifting) 및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의 요소를 포함하는 집행기능을 측정하는 지표가 된

다(McDermott & Ebmeier, 2009; Park et al., 2007). 즉, 본 연

구를 통해 난청 노인에서 정보처리속도 및 집행기능(특히, 인지

적 유연성)이 저하될수록 더 많은 우울 증상을 나타낼 경향성

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인지 관련 변인 가운데 

의미기억은 난청 노인의 우울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집행기능 및 정보처리속도가 우울의 중증도와 관련 있

는 반면 의미기억과는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한 선행연구

(Cataldo et al., 2005) 결과와 일치한다. 

우울 정도와 인지기능 간 관련성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 따

르면 우울의 중증도는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되는데 그 관련성

의 정도는 인지 영역 간 차이가 있었다(McDermott & Ebmei-

er, 2009). 즉, 집행기능(-0.32), 일화기억(-0.31), 정보처리속도

(-0.16) 순으로 높은 효과 크기를 나타냈고 시공간기억 및 의미

기억과 우울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난

청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집행기

능이나 정보처리속도의 저하가 난청 노인의 우울과 어떠한 관

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

하다. Wayne & Johnsrude(2015)에 따르면 노화로 인한 감각기

능의 저하는 ‘지각적 어려움(perceptual difficulty)’을 야기하며, 

이러한 지각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노인의 ‘지각적 어려움’을 높이는 주요 요인

이 집행기능 결함이나 정보처리속도의 저하이다(D’Ausilio et 

al., 2012; Lee et al., 2018). 예컨대 소음 상황에서 말소리를 올

바르게 지각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무관한 자극에 대한 반응은 

청력 손실을 나타내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느끼

고 경험하는 주관적 장애 정도가 큰 노인일수록 더 많은 우울

감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난청 노인의 경우 우

울 요소 가운데 특히 불안(insecurity)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

는 주관적 장애 정도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Eriksson-Mangold & Carlsson, 1991). 본 연구결과는 초기 

노인성 난청자를 대상으로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K-HHIE 점

수가 높음을 보고한 선행연구(Lee et al., 2019)와도 일맥상통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력 관련 변인들 가운데 난청 노인

의 평균순음역치 및 주관적 장애 정도와 더불어 소음 상황에

서의 문장인지도 점수와 우울 간에도 유의한 부적 상관을 확인

하였다. 노인성 난청의 주요 특징은 중추청각처리능력의 결함으

로 인해 어음 변별력이 저하되며, 특히 소음 환경에서의 듣기에 

어려움을 나타낸다는 것이다(Gates & Mills, 2005). 노인의 경우 

청력이 정상이라 할지라도 청년에 비해 말소리 지각 능력이 뚜

렷하게 저하되는데, 이는 청력 이외의 인지적 요인들이 말소리 

지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Pichora-Fuller et al., 1995). 

노화에 따른 인지능력의 감퇴는 소음 상황에서의 듣기에 관여

하는 하향식(bottom-up) 말 지각 처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데, 즉 선행지식이나 문맥적 단서를 활용하여 소음으로 인해 왜

곡되거나 소실된 정보를 추론하는 동시에 정확히 들은 정보는 

기억해야 하는 동시적 인지 처리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

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Pichora-Fuller et al., 1995). 동일한 수

준의 난청을 보이는 노년층 내에서도 청자의 인지능력이 관여

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소음 속 듣기 상황들, 예를 들어 사교모

임에 참석했을 때나 시끄러운 식당에서의 듣기 어려움 등을 호

소한 집단이 사회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의 주

관적 장애 정도를 더 많이 보고한 바 있다(Lee, 2018). 또한 초기 

노인성 난청을 나타내는 경도인지장애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소음 상황에서의 문장인지도 점수가 낮을수록 

더 많은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듣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9).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소

음 상황에서의 문장인지도 점수와 우울 간 부적 상관을 확인

한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난청 

노인들이 겪게 되는 대부분의 의사소통 상황이 조용한 상황보

다는 주변에 배경 소음이 있거나 혹은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대

화를 주고받는 경우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소음 상황에서의 말소

리 지각능력이 저하될수록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사교모

임이나 사회적 활동에의 참여를 기피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는 대인관계 기피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우울과 같은 정

신과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Strawbridge et al., 2000). 넷째, 

청력 관련 변인들 가운데 일 평균 보청기 착용 시간과 우울 간

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보청기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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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하고 목표 자극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주의 집중하는 능

력이 필수적이며, 여러 명의 사람들과 대화 시에는 빠르게 주의

력을 전환하거나 다양한 주제나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인지적 

유연성이 요구된다(D’Ausilio et al., 2012; Lee et al., 2018). 선택

적 주의력, 반응 억제, 인지적 유연성, 전환 능력 등은 모두 집행

기능을 이루고 있는 핵심 요소들에 해당한다(Diamond, 2013). 이

러한 측면에서 집행기능이나 정보처리속도 등의 저하는 말소리 

지각의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단절을 초래하여 사회적, 정서적 고립을 야기함으로써 우울 등

의 정신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집행기능 

측정치 가운데 K-CWST 검사 측정치들은 난청 노인의 우울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CWST가 집행기능을 

평가하는 동시에 피검자 개인의 읽기능력이 개입되는 정도가 큰 

검사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Scarpina & Tagini, 2017). 본 연

구에서는 학력이 인지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연수를 최소 6년 이상으로 제한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

고 K-CWST 측정치와 우울 점수 간 상관분석 시에 난청 노인 

개개인의 읽기능력이 혼란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끝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인지 관련 변인들 가운데 전반적 인

지기능(K-MMSE 점수) 역시 우울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가 K-MMSE를 통하여 정상 인지기능

을 보이는 난청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상자 간 

K-MMSE 점수의 편차가 크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있으며, 추

후 전체 난청 노인을 대상으로 K-MMSE 점수와 우울 간 관련

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즉, 연령, 성별, 교육연

수와 우울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상 노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Glaesmer et al., 2011)에서 연령, 성별 및 

교육 수준 등이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

타난 것과는 비교되는 결과이다.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한 선행

연구(Glaesmer et al., 2011)와 달리 본 연구의 경우, 난청 노인 

대상자 수가 총 23명으로 표본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총 23

명 중 15명(약 65%)이 75세 이상의 고령에 해당하여 생활 연령 

자체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수준 등의 기타 요인이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난청 노인의 일

상생활 핸디캡을 조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육연수가 12년 

이하인 난청 노인의 경우 12년 이상인 집단에 비해 주관적 장애 

정도를 덜 느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Wiley et al., 2000). 

즉,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교육 수준이 높으면 난청으로 인한 어

려움을 스스로 더 크게 자각한다는 것이다. 난청 노인이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주관적 장애 정도와 우울 간 관련성이 있

음(Lee et al., 2019)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 포함된 난청 노

인의 경우 한 명을 제외하고 교육연수가 모두 6년 이상 12년 이

하에 해당하여 교육 수준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정상 노인과 달리 이미 난청이라는 질환

을 앓고 있는 만큼, 연령이나 교육 수준보다는 질환의 중증도, 

즉 청력 손실의 정도가 우울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난청 노인의 우울과 유의한 상관이 확인된 5개 변인들 가운

데 최종 회귀모형에서는 평균순음역치와 K-TMT-E의 B형 반

응 시간이 난청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요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청력역치가 높을

수록, 그리고 K-TMT-E의 B형 반응 시간이 길수록, 즉 집행기

능 요소 가운데 인지적 유연성이 저하될수록 난청 노인은 더 많

은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난청과 우울 간 

관련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

고 있지만 난청으로 인한 의사소통 실패가 사회적 고립이나 좌

절을 유발하여 노인 우울을 증가시킨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

다(Huang et al., 2010; Mener et al., 2013; Strawbridge et al., 

2000). 이러한 측면에서 청력 손실 정도 및 집행기능, 특히, 인지

적 유연성은 난청 노인의 의사소통 질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 

되며, 이를 통해 난청 노인의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난청 노인은 청력 손실 정도가 심할수

록, 그리고 집행기능이 저하될수록 우울을 더 많이 나타낼 가

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난청 노인의 중재 시에 고려될 

수 있는데, 즉, 적절한 보장구 착용을 통한 청력 손실 보상과 

더불어 난청이 더 심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가 시행

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난청의 

위험 요인을 알리고 이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거나 청각장애 진단 절차 및 보장구 지원 절차에 대한 

안내 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청능

재활과 더불어 난청 노인의 인지처리속도나 인지적 유연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둔 포괄적 측면에서의 청각-인지재활이 이루

어진다면 난청 노인에서 우울과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를 완화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화된 우울증의 경우

에는 관련 전문가로의 평가 의뢰 및 심리치료나 약물치료의 병

행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우울은 그 자체로도 사

회적,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노인 자살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우울은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 발생에 대한 위험인자가 되기 때

문에 적극적 중재가 필요한 영역임에 틀림없다. 이에 따라 난청 

노인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

성과 더불어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덧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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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난청 노인

의 우울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 및 성별

과 더불어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노년층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Glaesmer et al., 2011),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를 늘려 난청 노인에서 인구통계학

적 변인 및 사회경제적 변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인지 관련 변인들로 전반

적 인지기능, 집행기능, 정보처리속도, 의미기억을 포함시켰다. 

우울은 전전두피질(prefrontal cortex)뿐만 아니라 내측두엽에 

위치한 해마(hippocampus)의 구조 및 기능을 변화시킨다는 점

(Bremner et al., 2004)을 고려해 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일화

기억(episodic memory) 및 시공간기억(visuo-spatial memory)

의 인지 영역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난청 노인의 우울과 인지

기능 결함 간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보청기를 착용하는 노인들만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보청기 착용 여부가 난청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최근 연구들(Choi et al., 2016)을 고려하여 추

후 연구에서는 보청기 착용 여부가 난청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0:0�우울·노인·집행기능·난청·청력 역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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