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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l resolution has often been studied using gap detection paradigms. The smallest detectable silent interval was defined as gap 
detection threshold (GDT). The speech understanding of the elder generally poorer, especially under background noise conditions, 
regardless of their hearing loss, than that of normal adul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psilateral/con-
tralateral background noises on temporal resolution in three subject groups of listeners: young adult group with normal hearing sen-
sitivity (YNH, ages 20-29), young adult group with impaired hearing sensitivity (YIH, ages 20-29), and elderly group with impaired 
hearing sensitivity (OIH, ages 65-79). In this within-channel gap detection, white noise with 30 dB SL was presented monotically 
while speech noise was delivered to either ipsilateral or contralateral sides as a masker with various levels of SNR such as +10, 0 
and -10 dB. In this result, YIH and OIH group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orer performances under no background noise 
presentation than YNH group (p<0.05) while YIH and OIH groups exhibit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hus, the 
high degrees of hearing loss resulted in prolonged GDTs. YNH group showed prolonged GDTs at ipsilateral background noise level 
of -10 dB SNR. YIH group exhibited prolonged GDTs at ipsilateral background noise level of 0 and -10 dB SNR. Notably, OIH 
group demonstrated even poorer GDTs at contralateral background noise level of -10 dB SNR and at ipsilateral background noise 
level of +10, 0, and -10 dB SNR (p<0.05). In general, reduced SNR levels under ipsilateral noise conditions resulted in more 
deteriorated GDTs than those under contralateral noise conditions in all three groups. In contrast, the elder group had more difficulty in 
gap detection performances than the other two groups. The overall outcomes showed that the GDT data could be reliable indicators of 
evaluating auditory temporal performances and could also be used as effective tools for auditory rehabilitation programs in the e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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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말소리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변하는 강도와 주파수에 의해

서 특징지어지는데, 이러한 시간적인(temporal) 변동의 정확

한 처리가 적절한 말소리 탐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3)23) 

그러나 노인은 청력 손실의 유, 무와 상관없이 청년과 비교하

여 말소리 탐지 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일상 생활속에서 의

사소통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연령과 연

관하여 temporal processing의 능력 저하에 기인한다는 가

설이 보고되고 있다.11)18)21)22) 

청각 시스템에서 temporal processing은, 소리의 시간적 

특성(temporal characteristic)변화를 정해진 시간 내에 인

지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언어, 비언어적인 음향신호를 처리하

는데 필요한 청각처리 능력 중 하나이다. 이 temporal pro-
cessing은 temporal masking, temporal ordering or se-
quencing, temporal integration or summation, temporal 

resolution or discrimination 4개의 하부요소로 구성된다.25) 

그 중 말소리 탐지와 관련된 temporal resolution은 배경

소음이 존재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말소리 혹은 복잡한 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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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실시간으로 빠른 

시간적 변화를 탐지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Temporal re-
solution을 연구하는데 gap detection 기능 분석이 널리 사

용되며, Gap detection threshold란 청자가 음의 끊어짐을 탐

지하고 표현하는데 필요한 시간 간격을 말한다.4)  

Gap detection에서는 gap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같거나

(within-channel), 다른(cross-channel)종류의 스펙트럼 

특성을 가진 신호를 사용한다. 이때 자극은 한 귀에만 자극

을 제시하는 방법(monotic), 두 귀에 같은 스펙트럼의 자극

을 제시하는 방법(diotic), 두 귀에 다른 스펙트럼의 자극을 

제시하는 방법(dichotic)이 가능하다.14) 

Gap detection은 gap을 이루는 신호에 따라 영향을 받는

데, 단속음을 사용할 경우 신호의 지속성에 결함이 생길 수 있

어 진정한 의미의 GDT를 얻을 수 없다고 한다.15) GDT측

정에 널리 사용되는 신호는 광대역 신호이고, 광대역 잡음을 

사용하여 1 ms씩 gap을 증가시켰을 때, GDT는 정상 청력 

성인의 경우 3~5 ms이하가 측정되었다고 보고하였다.9) 협

대역 신호를 사용할 경우, 특히 저주파수 성분의 자극 음을 

사용했을 때 와우의 첨부 쪽이 영향을 받아 GDT가 측정되

는데 고주파수 성분의 자극 음을 사용했을 때보다 gap de-
tection 수행 능력이 저하 된다고 보고하였다.12) 이는 저 중

심 주파수 잡음 신호가 저주파수 강도의 변동이 있기 때문

에 gap 탐지 시, 청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 

cochlear filter가 저 중심 주파수에서 대역폭이 좁기 때문

에 gap이전 신호의 울림이 다음에 이어지는 gap에 영향을 

미쳐 gap을 흐릿하게 할 수 있다고도 보고하였다.15)  

Fitzgibbons 등7)은 난청의 정도나 누가현상과 관계없이 

25~30 dB SL에서 최대로 gap detection을 수행 할 수 있다 

하였고, MCL에서 시행할 경우 연령이나 고주파수 청력 손

실 등이 GDT변화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다.8) 

Schneider 등8)은 정상성인과 정상노인을 대상으로 gap이

전 신호와 gap 이후 신호의 지속시간(duration)을 달리하여 

gap detection능력을 측정해 본 결과, 200 ms이하의 짧은 

지속시간은 노인그룹에서 GDT 증가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

다. 그러나 신호의 지속시간이 길어질수록 청년 그룹과 유사

한 GDT가 측정되고, 이는 노인의 신경적응에 필요한 충분

히 길어진 시간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18) 

현재까지 GDT측정은 연령, 자극음의 종류 및 제시방법, 

말초 및 중추청각장애, 시각장애 등 다양한 변인에 대한 심

리음향학적인 분석과 MMN, ABR, MAEF 등을 이용한 객

관적인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24)25) 

심리음향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노인의 GDT를 측정한 선

행 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의 저하된 temporal processing 능

력은 말초 청력손실과는 독립적일 수 있고, 정상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temporal processing의 정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연령의 효과가 temporal resolution에 다소 강하게 영향을 준

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8)13)23) 일반적으로 난청 노인

이 배경 소음하에서 말소리 변별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는 비

교적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배경소음이 GDT에 주는 영

향에 관해서는 체계적으로 연구된 자료가 적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상성인, 난청성인, 난청노인을 대상으로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연령과 청력손실이 temporal resolu-
tion에 미치는 영향을 gap detection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

였다. 특히 배경소음이 제시 될 경우 temporal resolution이 

감소될 것이라 가정하고, 대측 및 동측에 배경소음이 제시될 

때 temporal resolution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외이 및 중이질환이 없는 정상성인 10명(남 3

명, 여 7명), 난청성인 10명(남 9명, 여 1명), 난청노인 10

Table 1. 정상성인, 난청성인, 난청노인의 순음청력검사 평균과 표준편차 

  Frequency (Hz) 

  250 500 1000 2000 4000 8000 
정상성인 

Mean (SD, N=10) 
 

05.5± (02.8)  
  

03.5± (03.4)  
  

03.5± (04.1)  
  

04.0± (03.2)  
  

05.5± (05.0)  
  

05.0± (08.2) 
난청성인 

Mean (SD, N=10) 
  

16.0± (10.7)  
  

14.5± (13.0)  
  

16.5± (16.0)  
  

22.0± (16.9)  
  

44.5± (11.7)  
  

51.5± (21.4) 
난청노인 

Mean (SD, N=10) 
  

25.5± (11.4)  
  

27.5± (14.8)  
  

33.0± (15.1)  
  

34.5± (12.8)  
  

50.0± (18.7)  
  

81.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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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정상성인, 난청성인, 난청노인의 순음청력검사 평균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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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남 4명, 여 6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그룹의 순음

청력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1, Fig. 1과 같다. 정

상성인의 연령범위는 20~29세(평균연령은 26세)이고, 난청

성인의 연령범위는 20~29세(평균연령은 25세)이고, 난청노

인의 연령범위는 65~79세(평균연령은 69세)였다. 모든 피

검자들은 고막운동성계측 결과 양 귀 모두 type A를 보였고, 

정상성인은 순음청력검사 상 250~8000 Hz 범위의 octave 

주파수에서 20 dB HL 이하였으며, 평균 청력은 3.7 dB HL 

(3분법)이였다. 난청성인은 전주파수에서 수평형 중도 감각

성 난청을 보이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2 kHz 이상

의 고주파수에서 하강형 중도 감각신경성난청을 보였으며, 평

균청력은 17.7 dB HL(3분법)이었다. 난청노인은 2 kHz 이

상의 고주파수에서 하강형 중고도 감각신경성난청을 보였으

며, 평균청력은 32 dB HL(3분법)이었다. 

 

연구절차 

먼저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개인 병력 및 이경검사를 실시

하여 피검자 모두가 일차적으로 이과적 문제가 없음이 확인

되었다. 검사 진행은 연구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개요와 참가

자의 협조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중이검사, 순음청력검사, 

GDT 검사 순으로 실시하였다. 

피검자의 중이의 이상 유무와 청력 정도를 판별하기 위하

여 중이검사와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였다. 중이검사는 GSI 

Tympsta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순음청력검사는 GSI 61

로 TDH-39 헤드폰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순음청력검사

는 250~8000 Hz 범위의 octave 주파수에서 측정하여 정

상청력 유무를 판별하였다.  

GDT 측정을 위하여 자극음은 sampling rate 44.1 kHz로 

합성한 지속시간이 300 msec, rise-fall time이 0.5 ms인 

백색잡음(white noise)을 사용하였으며, 차폐음으로는 어음

잡음(speech noise)을 사용하였다. 청력검사기에 CD player

를 연결하고 track이 올라갈수록 gap을 증가시켜 상승법으

로 음의 끊어짐을 느끼기 시작하는 과정을 기록하여 GDT를 

구하였다. CD트랙 1에는 1,000 Hz calibration톤을 녹음하

여 자극음이 calibration tone의 강도와 같이 일정하게 제시

되도록 조절하였다. CD트랙 2~12까지는 1 ms 간격으로 

gap을 증가시켰고, 13~22까지는 2 ms 간격으로 gap을 증

가시켜가며 GDT를 측정하였다. 마지막 23트랙은 gap을 300 

ms으로 하여 gap detection 유, 무를 확인하였다. 

자극음은 30 dB SL로 monotic하게 제시하였으며, GDT는 

잡음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과 동측, 대측귀에 어음잡음을 

SNR -10, 0, +10 dB로 제시한 상황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분석 방법 

결과 분석은 SPSS 11.0 Software를 사용하였고, 각 그룹

의 연령, 순음청력검사 결과, 배경소음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

과 동측, 대측 귀에 어음잡음을 SNR -10, 0, +10 dB로 제

시한 상황에서 GDT값을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

차를 구하였다. 배경소음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룹 간 

GDT값의 결과 분석을 하기 위하여 반복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을 0.05 유의도 수준에서 검증하고, Duncan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동일 그룹 내에서 배경소음의 제시 

방법과 SNR의 변화에 따른 GDT의 결과 분석을 하기 위하여 

paired-t test를 0.05 유의도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RESULT 
 

정상성인, 난청성인, 난청노인의 배경소음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과 동측, 대측귀에 어음잡음을 SNR -10, 0, +10 dB로 

제시한 상황에서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2, Fig. 2와 같다. 

정상성인은 배경소음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 평균 

GDT 3.3 ms, SNR -10 dB로 동측에 제시된 상황에서 최

대 평균 GDT 4.6 ms를 나타내었다. 난청성인은 배경소음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 평균 GDT 5.4 ms, SNR -10 

dB로 동측에 제시된 상황에서 최대 평균 GDT 9.4 ms를 나

타내었다. 난청노인은 배경소음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

소 평균 GDT 6.2 ms, SNR -10 dB로 동측에 제시된 상

황에서 최대 평균 GDT 19.0 ms를 나타내었다. 모든 상황에

서 정상성인이 최소의 GDT를 보였고, 난청노인이 최대의 

GDT를 나타내었다. 또한 모든 군에서 배경소음이 제시되지 

Table 2. 정상성인, 난청성인, 난청노인의 배경소음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과 동측, 대측 귀에 어음잡음을 SNR +10, 0, -10 dB로 제시한 상황에
서 GDT의 평균과 표준편차 

  GDT (ms) 

  NO_NOISE CONTRA IPSI 

SNR   +10 0 -10 +10 0  -10 
정상성인 

Mean (SD, N=10) 
 

3.3± (0.7) 
 

3.3± (0.8) 
  

3.7± (1.3) 
  

3.9± (1.2) 
  

3.4± (0.5)  
  

03.5± (0.7)  
  

04.6± (1.4)  
난청성인 

Mean (SD, N=10) 
 

5.4± (1.7) 
 

5.5± (2.0) 
  

6.0± (2.5) 
  

6.0± (2.2) 
  

5.9± (2.1)  
  

07.1± (2.9)  
  

09.4± (5.1)  
난청노인 

Mean (SD, N=10) 
 

6.2± (1.6) 
 

6.8± (1.5) 
  

7.2± (1.8) 
  

7.7± (1.8) 
  

9.2± (4.0)  
  

11.9± (4.7)  
  

19.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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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황에서 최소의 GDT를 보였고, SNR -10 dB로 동

측에 잡음이 주워진 상황에서 최대 GDT를 보였다. 

동측, 대측 귀에 어음잡음을 SNR +10, 0, -10 dB로 제

시하고 측정한 GDT값과 배경소음을 제시하지 않고 측정한 

GDT값과의 차이는 Table 3, Fig. 3과 같다.  

정상성인은 대측 귀에 +10 dB의 어음잡음을 제시한 상황

에서 최소 GDT차이를 보이며(0 ms), 동측 귀에 -10 dB

의 어음잡음을 제시한 상황에서 최대 GDT차이를 보였다(1.3 

ms). 난청성인은 대측 귀에 +10 dB의 어음잡음을 제시한 상

황에서 최소 GDT차이를 보이며(1.0 ms), 동측 귀에 -10 

dB의 어음잡음을 제시한 상황에서 최대 GDT차이를 보였다

(4.0 ms). 난청노인은 대측 귀에 +10 dB의 어음잡음을 제

시한 상황에서 최소 GDT차이를 보이며(0.6 ms), 동측 귀

에 -10 dB의 어음잡음을 제시한 상황에서 최대 GDT차이

를 보였다(13.3 ms). 

배경소음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과 동측, 대측 귀에 어음잡

음이 SNR +10, 0, -10 dB로 제시된 상황과의 차이는 정

상성인에서 최소로 나타났고, 난청노인에서 최대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군에서 대측 귀에 +10 dB의 어음잡음이 제시된 상

황에서 최소의 GDT차이를 보이고, 동측 귀에 -10 dB의 어

음잡음이 제시된 상황에서 최대의 GDT차이를 보였다. 

배경소음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성인, 난청성인, 난

청노인의 GDT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고, 그룹 간 GDT

값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5). 

배경소음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룹 간 GDT값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Duncan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상성인과 난청성인, 정상성인과 난청노인 간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GDT차이가 있고(p<0.05), 난청성인과 난

청노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GDT차이가 없었다

(p>0.05). 

정상성인 그룹 내에서 배경소음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과 대

Table 3. 배경소음이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측정된 GDT값과 동측, 대측 귀에 어음잡음을 SNR +10, 0, -10 dB로 제시한 상황에서 측정된 
GDT값과의 차이의 평균과 표준편차 

  GDT (ms) 

  CONTRA IPSI 

SNR +10 0 -10 +10 0 -10 
정상성인 

Mean (SD, N=10) 
  

0.0± (0.5) 
  

0.4± (1.0) 
  

0.6± (1.0) 
  

0.1± (0.7) 
  

0.2± (0.8) 
  

01.3± (1.6) 
난청성인 

Mean (SD, N=10) 
  

0.1± (0.9) 
  

0.6± (1.5) 
  

0.6± (1.2) 
  

0.5± (1.4) 
  

1.7± (1.7) 
  

04.0± (3.6) 
난청노인 

Mean (SD, N=10) 
  

0.6± (1.0) 
  

1.0± (1.6) 
  

1.5± (1.4) 
  

3.0± (4.0) 
  

5.7± (4.5) 
  

13.3± (4.8) 
       

Table 5. 정상성인에서 동측, 대측 귀에 SNR +10, 0, -10 dB로 제시
된 상황에서 GDT값의 비교 

 t-value df sig. 

CONTRA +10 dB  -0.000 9 1.000* 

CONTRA 0 dB  -1.309 9 0.223* 

CONTRA -10 dB  -1.964 9 0.081* 

IPSI +10 dB  -0.429 9 0.478* 

IPSI 0 dB -0.802 9 0.443* 

IPSI -10 dB -2.512 9 0.033* 
*：p<0.05 
 

Table 4. 배경소음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성인, 난청성인, 
난청노인의 GDT값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value p-value 

NO_NOISE 44.867 2 22.433 11.626 0.000*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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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배경소음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측정된 GDT값과 동측, 대
측 귀에 SNR +10, 0, -10 dB가 제시된 상황에서 측정된 GDT값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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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동측에 배경소음을 제시한 상황에서 GDT값을 비교하기 

위해 Paired-t 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고, 배

경소음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과 비교하여 대측 귀에 +10, 

0, -10 dB, 동측 귀에 +10, 0 dB가 제시된 상황의 GDT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고(p>0.05), 배경소음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과 비교하여 동측 귀에 -10 dB가 제

시된 상황의 GDT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난청성인 그룹 내에서 배경소음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과 대

측, 동측에 배경소음을 제시한 상황에서 GDT값을 비교하기 

위해 Paired-t 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고, 배

경소음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과 비교하여 대측 귀에 +10, 0, 

-10 dB, 동측 귀에 +10 dB가 제시된 상황의 GDT값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고(p>0.05), 배경소음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과 동측 귀에 0, -10 dB가 제시된 상황의 GDT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난청노인에서 배경소음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과 동측, 대측 

귀에 SNR +10, 0, -10 dB로 제시된 상황에서 GDT값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Paired-t 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고, 배경잡음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과 비교하여 

대측 귀에 +10, 0 dB가 제시된 상황의 GDT값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고(p>0.05), 배경소음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과 비교하여 대측 귀에 -10 dB, 동측 귀에 +10, 0, -10 

dB가 제시된 상황의 GDT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5). 

  

DISCUSSIONS AND CONSLUSIONS 
 

GDT측정은 temporal resolution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검사법이고,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에서 동측 및 

대측 귀에 제시된 배경 소음이 연령의 증가와 청력 손실의 유, 

무에 따른 GDT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조군으로는 20대의 정상 청력 성인과 감각신경성 난청 성

인이 본 연구에 참여 하였다. 

잡음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성인과 난청성인, 정상

성인과 난청노인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GDT의 증

가를 보였다(p<0.05). 난청성인과 난청노인 그룹 간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GDT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본 

연구 자료에서는 청력손실이 GDT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

음을 알 수 있었다. 

동일 그룹 내에서 동측, 대측 배경소음이 SNR에 따른 GDT

값의 변화는 정상성인은 동측에 -10 dB의 배경소음이 제시

된 상황에서, 난청성인은 동측에 0, -10 dB의 배경소음이 제

시된 상황에서, 난청노인은 대측에 -10 dB, 동측에 +10, 0, 

-10 dB가 제시된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GDT값

의 증가를 보였다(p<0.05). 

Schneider 등에 의하면 주파수 250~3000 Hz에서 순음

청력 역치가 25 dB이하인 정상성인의 경우 평균 GDT값이 

3.6 ms이고, 정상노인의 경우 평균 GDT값이 6.4 ms이라고 

보고하였다.19) Werner 등에 의하면 정상성인의 경우 평균 

GDT값이 2.6 ms이고, 난청노인의 경우 평균 GDT값이 10.7 

ms이라고 보고하였다.24) Roberts 등에 의하면 정상성인의 경

우 평균 GDT값이 2.9 ms이고, 정상노인의 경우 평균 GDT

값이 4.9 ms, 난청노인의 경우 평균 GDT값이 6.3 ms이라

고 보고하였다(Fig. 4).17) 

본 연구는 정상성인의 경우 평균 GDT값이 3.7 ms, 난청

성인의 경우 평균 GDT값이 5.4 ms, 난청노인의 경우 평균 

GDT값이 7.8이 측정되었다(NO_NOISE condition). 

위에서 제시된 선행 연구는 자극 음으로 광대역잡음을 이

용하여 25~30 dB SL(3분법 기준)수준에서 같은 주파수 성

분의 자극(within-channel)음을 한 귀(monotic)에 제시하

였다. 본 연구와의 차이점은 자극 음으로 광대역잡음 대신 백

색잡음을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백색잡음이 광대역잡음 보다 

더 광범위한 주파수를 포함하지만, 인간이 인지 가능한 주파

수 범위를 고려했을 때 자극음의 종류에 따른 큰 차이는 없

다고 볼 수 있다. 정상성인은 본 연구에서 1 ms 이내의 GDT

값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MCL강도 이상의 자극 음이 제

시되었을 때, 정상성인은 1 ms이내의 GDT값 차이를 보인

다고 보고한 Nelson 등과 같은 여러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

다.16) 나머지 세 그룹은 연령과 청력손실과 관련하여 정상성

Table 6. 난청성인에서 동측, 대측 귀에 SNR +10, 0, -10 dB로 제시
된 상황에서 GDT값의 비교 

 t-value df sig. 

CONTRA +10 dB  -0.361 9 0.726* 

CONTRA 0 dB  -1.260 9 0.239* 

CONTRA -10 dB  -1.616 9 0.140* 

IPSI +10 dB  -1.103 9 0.299* 

IPSI 0 dB -3.157 9 0.012* 

IPSI -10 dB -3.493 9 0.007* 
*：p<0.05 
 

Table 7. 난청노인에서 동측, 대측 귀에 SNR +10, 0, -10 dB로 제시
된 상황에서 GDT값의 비교 

 t-value df sig. 

CONTRA +10 dB  -1.964 9 0.081* 

CONTRA 0 dB  -2.023 9 0.074* 

CONTRA -10 dB  -3.308 9 0.009* 

IPSI +10 dB  -2.372 9 0.042* 

IPSI 0 dB -3.985 9 0.003* 

IPSI -10 dB -7.851 7 0.000*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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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비해 증가된 GDT값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GDT값의 결과 분석을 하기 위하여 반복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0.05 유의도 수준에서 검

증해 본 결과, 배경소음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성인

과 난청성인, 정상성인과 난청노인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GDT값의 증가를 보였다(p<0.05). 그리고 난청성인과 난

청노인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GDT값의 변화를 보

이지 않았다(p>0.05). 이는 난청성인과 난청노인의 청력 손

실이 GDT값을 증가시키고, 청력 손실이 temporal resolution

에 영향을 미친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난청 그룹에서 GDT값

의 증가된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Fitzgibbons 등은 난청인

에서 gap detection을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강도는 25~30 

dB SL이라고 보고 하였고,7)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 또한 30 

dB SL을 제시 강도로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의 난청그룹은 

정상성인그룹보다 저하 된 gap detection 능력을 보였다. 이

에 본 연구에 참여한 난청인은 말초기능이 주로 관련된 탐지

뿐 아니라 보다 상위기능이 관련된 중추 쪽에도 문제가 있는 

난청인이라고 사료 된다. 둘째, Florentine 등의 연구에 의하

면, 난청인의 gap detection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청자의 

청력 손실이 자극음의 고주파수 부분을 들을 수 없게 하기 때

문이라고 설명하였고, 개인차에 대한 원인은 불분명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고 보고하였다.9) 청신경섬유는 4~5 kHz미만

의 자극에서는 자극음의 주기의 일정부위에서만 반응을 보

이며(phase locking), 그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자극 음이 주

어지는 시간대에서 반응을 보이는 일시적 반응(temporal res-
ponse)의 특징을 가진다.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고주파수 

청력 손실이 있는 난청인은 4~5 kHz이상의 자극음(white 

noise)에 대해 일시적인 반응(temporal response)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이는 gap detection능력 저하에 영향을 미

쳤을 수 있다. 

노인의 경우 성인에 비해 청력소실의 유, 무와 관계없이 

배경소음 하에서 언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5) 이에 

본 연구는 SNR를 달리하여 동측, 대측에 제시된 배경소음이 

gap detection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대측 배경소음의 영향으로 난청노인 그룹만 SNR -10 dB

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GDT값의 증가를 보였다(p<0.05). 

전리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음파는 청신경을 통해 central 

pathway를 지나는데, 와우 축 내에 있는 나선신경절(spiral 

ganglion)에서 시발한 와우의 구심성 신경섬유의 1차 뉴런

은 외간에 있는 배측핵(dorsal cochlear nucleus)과 복측

핵(ventral cochlear nucleus)으로 들어가며, 상올리브핵

(superior olivary nucleus)에 10~30% 뉴런은 같은 쪽으

로, 70~90% 뉴런은 반대쪽으로 교차하고, 내슬상체(medial 

geniculate body)를 거쳐 청각피질(auditory cortex)까지 

전달된다. 본 연구의 정상성인과 난청성인은 와우핵에서 같

은 쪽으로 전달된 10~30%에 불과한 대측 배경소음이 chan-
nel간 간섭 효과를 일으키기에 미약한 수준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난청노인은 SNR -10 dB 강도의 대측 배경소음이 

제시 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GDT증가를 보였다

(p<0.05). 이는 와우핵(cochlear nucleus)에서 같은 쪽으로 

전달된 대측 배경소음의 간섭 효과 뿐 만아니라, 연령과 관

련하여 저하된 중추(e.g., auditory cortex)처리 능력이 와

우핵에서 반대쪽으로 전달된 배경소음의 영향을 받아 gap 

detection에 어려움을 주었을 수도 있다. 

동측 배경소음의 영향으로 정상성인은 SNR -10이 제시

되었을 때, 난청성인은 SNR 0, -10이 제시되었을 때, 난청

노인은 SNR +10, 0, -10이 제시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GDT증가를 보였다(p<0.05). 이렇게 동측 배경소음

이 대측 배경소음보다 gap detection에 어려움을 주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특정한 주파수 음은 기저막(basilar 

membrane)의 특정 부위에 있는 유모세포를 흥분시킨다는 

사실이 Bekesy의 진행파설(travelling wave theory)에서 

보고 된 봐 있다.1) 그러나 자극음의 강도가 커지면 기저막의 

진동폭이 비선형적으로 커지면서 진동되는 기저막의 부위도 

넓어지므로 유모세포 수준에서 정확한 주파수 선별력을 가지

기 어렵다. 그러므로 동측 배경소음이 제시되었을 때는 gap

을 포함한 신호와 배경소음의 강도가 더해져 진동되는 기저

막의 부위가 넓어지므로 배경소음으로부터 gap을 포함하는 

신호를 탐지하기가 더 어려워 졌을 수 있다. 둘째, 와우핵은 

자극음의 시작과 끝에 억제 반응을 보여 주변 소음으로부터 

신호음을 추출하려는 시도를 하는 반면,10) 청신경섬유는 한 

가지 자극 음에는 억제됨이 없이 반드시 흥분을 보이나, 제 

2의 자극 음을 주면 차폐(line busy effect)에 의해 제 2의 음

이 주어질 동안 억제되는 특징이 있다.20) 그러므로 동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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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배경소음은 청신경섬유에서 신호의 차폐(line busy 

effect)가 일어나 gap detection을 어렵게 하였을 것이다. 셋

째, 동측 배경소음과 gap을 포함한 신호가 와우핵에서 상올

리브핵으로 전달될 때 gap을 포함한 신호와 70~90% 반대

쪽으로 교차된 동측 배경소음이 동일 경로로 이동하므로 대

측 배경소음이 제시되었을 때 보다 더 많은 배경 소음의 영

향이 있을 것이며, 이는 gap detection을 어렵게 했을 것이다. 

동측 배경소음의 SNR이 감소함에 따라 정상성인보다는 난

청성인에서 난청성인보다는 난청노인에서 gap detection의 

어려움을 보였다. 심지어 난청노인 2명은 동측에 SNR -10 

dB로 제시된 상황에서 gap detection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이는 청력손실과 연령의 증가 모두가 동측 배경소음과 관련

하여 temporal resolution에 영향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측 배경소음이 제시되었을 때는 청력손실의 의한 

영향보다는 연령의 증가가 gap detection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는 노인군에서 관측된 temporal resolution 능력 

저하가 말초 청각손실과의 관련보다 연령과 연관이 더 크며, 

중추 청각 시스템의 변화가 청각처리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보고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8) 

연구 결과 동측 배경소음이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temporal 

resolution 능력은 정상성인과 난청성인보다 떨어지며, 대측 

배경소음의 경우에 관찰되는 GDT증가는 상위 중추기능의 상

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된다. 모든 경우에 자극음의 제시 

강도가 감소함에 따라 잡음의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추측되

고, 자극음의 종류 및 제시 방법 등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

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GDT 실험 자료는 노인의 청능훈련이나 재활에서 시간적 정

보처리능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심 단어：Gap detection threshold·동측 소음·대측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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