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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possible sex differences in memory ability among Korean children. A

Korean version of the Rey Auditory Verbal Learning Test (RAVLT) and Rey Complex Figure Test (RCFT) was

administered to 314 Korean boys and 243 Korean girls between the ages of 7 and 15 years. Results indicated

that Korean girls performed better than Korean boys on both memory tests. Five out of 9 memory measures (7

RAVLT, 2 RCFT) indicated a significant sex difference favoring girls. Of the remaining 4 measures, 3 indicated

a higher mean performance for girls compared to boys. Effect sizes for the sex differences were relatively small

in magnitude and mean d was .17 for RAVLT and .18 for RCFT. Many previous studies involving children as

well as adults and older adults have shown significant differences in verbal memory performance favoring women

over men. However, sex differences in visuospatial memory performance were less consistent across studies. Thus,

it may be tentatively concluded that girls are superior to boys in verbal memory function. However,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draw a firm conclusion regarding sex differences in visuospatial memory function. Both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likely contribute to sex differences in memory ability. However, given that

sex differences in memory favoring women are found across different cultures and appear at a relatively early

age, biological factors may play more important roles than environmental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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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구들이 인지기능에 성차가 있음을

보고하 다. 련 연구들의 메타분석에 따르

면 언어성 인지 과제들 에는 여성이 남성보

다 우수한 수행을 보이는 과제가 있다(Hyde &

Linn, 1988; McKelvie, Standing, Jean, & Law,

1993). 를 들어, 단어 유창성(word fluency), 말

소리 산출(speech production), 철자 맞추기

(anagram) 등이다. 반면에 시공간성 인지 과제

들 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수한 수행을 보

이는 과제가 있다(Voyer, Voyer, & Bryden,

1995). 를 들어, 심 회 검사(mental rotation

test), 수 검사(water level test), 막 와 틀 검사

(rod-and-frame test) 등이다. 성별 차이의 효과

크기(d)는(Cohen, 1988) 보통 .5이하여서 작은

편이며(Hyde, 1981), 연령이나 교육수 이 인지

과제 수의 더 많은 변량을 설명한다(Kim,

Kim, & Kim, 2011). 그러나 연령이나 교육수

에 따른 차이는 쉽게 상이 가능하지만 성별

차이는 그 지 않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인

지 과제의 수가 낮으며, 교육수 이 높을수

록 인지 과제의 수가 높은 경향은 ‘쉽게’

측할 수 있다. 반면에 어떤 인지 검사에서 남

성 혹은 여성이 더 우수한 것은 쉽게 측할

수 없는 에서 심리학 으로 보다 흥미롭다.

인지기능에 왜 성차가 있는지는 아직 보편

으로 수용되는 설명은 없다. 한 성차의 원

인은 인지 과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선천 인 생물학 요인과 후천 인 심리사회

경험이 모두 역할을 한다는 견해가 일반

이다(Halpern, 2013). 즉 남성과 여성의 인지

성이 생물학 으로 다른 부분이 있으며, 환

경 으로는 남성에게는 시공간 수월성, 여

성에게는 언어 수월성을 기 하는 경향이

향을 미친다.

남성과 여성은 기억 과제의 수행에서도 차

이가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우세하다. 이러

한 차이는 언어성 인지 과제와 시공간성 인지

과제의 성별 차이에 비해서 보다 최근에 와서

야 주목을 받기 시작하 다(Herlitz & Rehnman,

2008). 늦게 심을 받은 것은 Maccoby와

Jacklin(1974)이 그들의 향력 있는 서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에서 기억기능에는

성차가 없다고 결론한 것에서 비롯한 바가 크

다. 그러나 이후의 여러 연구들은 기억 과제

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세함을 반복해서 보

고하 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Rey Auditory

Verbal Learning Test(RAVLT)와 같은 임상 기

억 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기억 과제들에서 보

고되었으며, 일반 성인 뿐 아니라 노인에서도

보고되었다(Bleecker, Bolla-Wilson, Agnew, &

Meyers, 1988; Bolla-Wilson & Bleecker, 1986; de

Frias, Nilsson, & Herlitz, 2006; Elias, Elias,

D'agostino, Silbershatz, & Wolf, 1997; Geffen,

Moar, O'hanlon, Clark, & Geffen, 1990; Herlitz,

Nilsson, & Bäckman, 1997; Rabbitt, Donlan,

Watson, McInnes, & Bent, 1995; Schaie & Willis,

1993; Van Der Elst, Van Boxtel, Van Breakermen,

& Jolles, 2005; Zelinski, Gilewski, & Schaie,

1993). 련 연구들의 메타분석도 여성이 남성

보다 기억 과제의 수행에서 우세함을 보여주

었다(Herlitz & Rehnman, 2008; Voyer, Postma,

Brake, & Imperato-McGinley, 2007). 효과 크기는

일반 으로 d가 .5이하여서 작은 수 이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기억 과제의 수행에서

우세한 정도는 기억할 내용에 따라 다른 부분

이 있다(Herlitz & Rehnman, 2008). 단어나 물체

이름의 암기와 같은 언어성 기억 과제에서는

여성의 우세가 상당히 일 되게 나타난다. 반

면에 도형이나 지형의 암기와 같은 시공간성

기억 과제에서는 일 성이 덜하며, 남성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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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보고된 경우도 간혹 있었다. 를 들어,

Rey Complex Figure Test(RCFT)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많으며(Boone,

Lesser, Hill-Gutierrez, Berman, & D'elia, 1993;

Lewin, Wolgers, & Herlitz, 2001; Miatton,

Wolters, Lannoo, & Vingerhoets, 2004), 남성이

더 우세하다는 보고도 간혹 있었다(Rosselli &

Ardila, 1991). 반면에 시공간성 기억 과제이지

만 물체 치나 얼굴의 기억은 여성의 우세가

좀 더 일 성 있게 보고되었다(Herlitz et al.,

1997; Herlitz & Yonker, 2002; Lewin et al.,

2001; Voyer et al., 2007). 반 으로 여성의

기억 우세는 언어성 기억 과제에는 확실한 편

이지만, 시공간성 기억 과제에서는 덜 명확하

다. 이러한 결과에 한 가설로는 언어성

시공간성 인지 과제에서의 성차가 기억 과제

의 수행에도 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여성이 언어성 기억 과제에서 우세한 것

은 기억기능 뿐 아니라 언어기능이 우세한 것

을 반 할 수 있다. 시공간성 기억 과제에서

양성이 보다 유사한 것은 여성의 기억기능 우

세가 남성의 시공간기능 우세에 의해 상쇄되

기 때문일 수 있다.

국내에서도 기억기능에서의 성차를 검증한

여러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노인을 피검자로

한 연구들이 특히 많으며, 단어나 이야기의

암기와 같은 언어성 기억 과제에서는 여성 노

인이 남성 노인 보다 일 되게 우세하 다(An

& Chey, 2004; Chey, Lee, Kim, & Kim, 2006;

Kim et al., 2011). 반면에 Benton Visual

Retention Test와 Brief Visuospatial Memory Test와

같이 도형의 기억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성차

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ho &

Kang, 2010; Seo et al., 2007). 노인이 아닌 일

반 성인 상의 련 연구는 Kim과 Kim(2015)

이 최근에 보고하 다. 이 연구는 16-69세의

성인 736명의 기억을 측정하 는데, 언어성

기억 과제인 RAVLT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세하 지만, 시공간성 기억 과제인 RCFT에

서는 성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내 성인 노인 상 연구들의 결과는 서

구의 련 연구들과 체로 일치한다. 즉 언

어성 기억 과제에서는 여성이 더 우세한 반면

에 시공간성 기억 과제에서는 성차가 뚜렷하

지 않다. 이 게 두 개의 다른 문화권의 연구

결과가 일치하는 은 기억기능의 성별 차이

가 사회문화 요인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

며 생물학 요인도 련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 은 한국 아동을 상으로 기

억 과제의 수행에 성차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아동 상의 기억 연구는 성인 상

의 연구에 비해 국내외 으로 숫자가 은 편

이다. 해외의 연구를 보면 단어나 물체의 암

기와 같은 언어성 기억 과제에서는 여아의 우

세가 상당히 일 되게 나타났다(Kramer, Delis,

Kaplan, O'Donnell, & Prifitera, 1997; Lowe,

Mayfield, & Reynolds, 2003; McGivern et al.,

1997; Temple & Cornish, 1993). 를 들어,

Kramer 등(1997)은 5-16세 아동 811명에게 아

동용 California Verbal Learning Test(CVLT)를 실

시한 연구에서 여아의 우세를 보고하 다. 반

면에 시공간성 기억 과제를 사용한 연구들은

보다 다양한 결과를 보고하 다. 도형 자극을

사용한 경우는 여아의 우세를 보고한 연구도

있었고(McGivern et al., 1997) 여아와 남아가 동

등한 것으로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Lowe et al.,

2003; Ullman, McKee, Campbell, Larrabee, &

Trahan, 1997). 얼굴을 기억 자극으로 사용한

연구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경우가 많았다(Lowe et al., 2003; Tem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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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ish, 1993). 국내의 아동 상 연구를 보면

5-15세의 아동 419명에게 언어기억검사(아동용

CVLT)를 실시한 결과 13개의 척도 3개 척

도에서 여아가 유의하게 우세하 다(Kang,

2003). 반면에 7-11세의 아동 160명에게 시공

간성 기억 과제인 RCFT를 실시한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 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ung & Oh, 2002). 한편 아동의 자 기억

을 측정한 연구에서는 ‘사실 기억’은 여아가

우세한 반면에 ‘해석 기억’에서는 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설희정, 송하나, 2013).

국내외의 아동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여성의

기억 우세가 아동 시기에도 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우세는 언어성 기억 과

제에서는 일 된 편이지만, 시공간성 기억 과

제에서는 덜 확실하다.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특히 고려

하여 설계하 다. 첫째, 기억기능 성차의 효과

크기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규모 표집으로

충분한 검증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총 557명의 아동을 연구 상으로 하

다. 둘째, 기억기능의 성차는 언어성 는 시

공간성 기억 과제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련 선행 연구들은 그 어느 하나만을 사

용한 경우가 다수 다. 본 연구는 두 종류의

기억 과제를 모두 포함하도록 설계하 다. 셋

째, 아동의 기억기능은 아직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으므로 바닥 효과(floor effect)에 취약하

다. 이를 고려하여 기억 과제가 아동에

한 난이도를 보이도록 설계하 다.

방 법

연구 상

아동용 Rey-Kim 기억검사(Kim, 2005)의 표

화를 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 다. 이 자

료가 표 화 이외에 어떤 형태로든 분석되어

발표되는 것은 본 논문이 처음이다. 연구

상 총 인원은 557명이며, 남아가 314명이고 여

아가 243명이었다. 이 아동들은 주로 구

경북지역에 거주하 으며 연령은 7-15세 사이

다.1) 주로 사용된 표집 방법은 등

등학교의 력을 받아 특정 학교의 특정 학년

과 특정 반을 선정하는 것이었다. 아동의 능

력 수 이 고르게 표될 수 있도록 선정된

반의 학생들을 모두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1) 13세 이상은 ‘청소년’으로도 언 될 수 있는 연

령층이다. 그러나 웩슬러지능검사에서 6-16세를

아동으로 ‘언 ’하는 것이 임상에서 리 수용된

다. 이에 맞추어 본 연구에서도 7-15세의 연

령을 ‘아동’으로 언 한다.

Gender

Age (years) Boy Girl

7 24 27

8 36 27

9 27 20

10 37 39

11 23 26

12 29 28

13 53 21

14 48 33

15 37 22

Table 1

Number of Boys and Girls in Each Ag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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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그러나 시간 여건이 맞지 않거나

아동의 조가 어려워서 부 검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연령별 표집 인원은 평균 62

명이었다. Table 1에는 각 연령별로 남/여 표집

수가 제시되어 있다.

연구 차

검사는 조용한 방에서 검사자와 피검 아동

이 일 일로 마주 앉은 상태에서 실시하 다.

검사자는 차에 해 충분한 훈련을 받은 심

리학 련 학부 학원생들이었다. 기억검

사는 언어성인 RAVLT와 시공간성인 RCFT의

두 가지를 실시하 으며, 실시 시간은 지연시

간을 포함하여 30분 내외 다. 각 기억검사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RAVLT(Rey Auditory Verbal Learning Test)

Rey(1964)가 개발한 검사를 한국 아동에 맞

게 개정한 검사이다. 아동이 할 일은 15개의

단어를 암기하는 것으로 총 7번의 시행이 주

어진다. 15개의 단어는 모두 7세 아동도 이해

할 수 있는 쉬운 단어 다. 첫 시행에서 검사

자는 15개의 단어를 1 에 한 단어의 속도로

불러주었으며, 아동이 할 일은 다 듣고 난 후

15개의 단어를 가능한 많이 기억해서 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행을 4번 더 반복하여 총

5번을 실시하 다. 5번째 시행이 끝나고 약 20

분의 후에 지연회상 시행을 실시하 으며, 아

동이 할 일은 15개의 단어를 가능한 많이 기

억해서 말하는 것이었다. 지연회상 시행이 끝

나면 곧바로 지연재인 시행을 실시하 으며,

아동이 할 일은 50개의 단어가 쓰인 반응지에

서 검사자가 불러 15개의 단어만을 선택해

서 표시하는 것이었다. 아동이 15개보다 더

많이 혹은 더 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몇 개

의 표시를 지우거나 혹은 더하게 하여서 반드

시 15개가 표시되도록 하 다. 이는 모든 아

동에게 우연히 맞을 수 있는 기회를 동등화시

키기 함이었다. 즉 단순히 표시를 많이 혹

은 게 하는 것으로 인해 자동 으로 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을 통제하 다. 각 시

행에서 수는 아동이 올바르게 기억해낸 단

어의 개수 다.

RCFT(Rey Complex Figure Test)

Rey(1941)가 개발한 검사를 사용하 다. 이

검사는 Rey Complex Figure(RCF)라고 부르는 추

상 인 기하학 도형을 자극으로 사용하며,

총 3번의 시행이 주어진다. 첫 시행인 보고그

리기 시행에서 아동이 할 일은 RCF를 보고서

그리는 것이었다. 보고그리기 시행은 RCF를

학습시키는 시행으로 기억을 측정하는 시행은

아니었다. 그리는 시간에 제한 없이 실시하

지만 아동이 그리기를 마치면 곧바로 다음 시

행인 즉시회상 시행을 실시하 다. 이 시행에

서 아동이 할 일은 RCF를 안 보고서 기억하여

그리는 것이었다. 즉시회상 시행이 끝나고 약

20분 후 지연회상 시행을 실시하 으며, 아동

이 할 일은 역시 RCF를 안 보고서 기억하여

그리는 것이었다. 즉시회상 시행과 지연회상

시행도 그리는 시간에 제한 없이 실시하 다.

아동이 그린 그림은 RCF를 18개의 요소로 구

분한 후 형태와 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채 하 다. 즉 형태와 치를 모두 정확하게

그린 경우는 2 , 형태와 치 어느 하나

만 정확하게 그리고 다른 것은 부정확하게 그

린 경우는 1 , 형태와 치 모두를 부정확하

게 그린 경우는 0.5 , 그린 흔 이 없는

경우는 0 으로 채 하 다. 그러므로 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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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서 만 은 36 (2 x 18)이었다. RCFT가 연

령이 낮은 아동에게는 지나치게 어렵다는 우

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7세

아동(n = 51)의 보고그리기 시행 평균이 27.6

이었으므로 난이도 면에서 비교 한 것

으로 단된다.

자료 분석

다음 세 종류의 분석을 실시하 다. 첫째,

기억에 한 측정치는 RAVLT에서 7개, RCFT

에서 2개로 총 9개가 있었다. 이 기억 측정치

들이 종속변인이고 성별과 연령이 독립변인인

다변인 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 다. 다

변인 변량분석에서 유의한 효과에 한하여 각

기억 측정치 별로 개별 효과를 검토하 다.

둘째, RAVLT와 RCFT 수행에서의 성별 차이

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 다. 두 검사 간에 가

장 유사한 조건에서 실시된 을 고려하여 각

각 지연회상 시행을 종속변인으로 선택하 으

며, 두 수가 다른 수 단 를 사용하는

을 고려하여 각각 z 수로 환하여 분석하

다. 두 z 수가 측정치, 성별과 연령이 피검자

간 독립변인, 검사 종류(RAVLT, RCFT)가 피검

자내 독립변인인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 다.

셋째, RCFT의 보고그리기 시행에서 유의한

성차가 있었다(자세한 사항은 결과 참조). 이

성차가 기억 측정치에서의 성차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해서 보고그

리기 시행의 수를 공변인으로 투입한 공변

량분석(ANCOVA)을 실시하 다.

모든 분석은 IBM SPSS 20.0을 사용하여 분

석하 다. 통계 유의성을 정하기 한 임

계치로는 p < .05를 사용하 다. 효과 크기로

는 평균이 2개인 경우 d를 사용하 으며 공식

은 다음과 같다(Cohen, 1988).

d = (M여 ㅡ M남) / SDpooled

그러므로 d가 양수인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우세함을 의미하며, d가 음수인 경우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세함을 의미하 다. 평균이 3개

이상인 경우의 효과 크기로는 η2을 사용하

으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η2 = SSgroup / SStotal

결 과

기억기능 측정치의 변량분석

기억기능 측정치 9개(RAVLT 7개, RCFT 2개)

가 종속변인이고 성별과 연령이 독립변인인

MANOVA를 수행하 다. 결과를 보면 성별의

효과가 유의하 고, F(9, 531) = 4.71, p <

.001, Pillai’s trace = .074, 연령의 효과도 유의

하 다, F(72, 4304) = 3.69, p < .001, Pillai’s

trace = .465. 그러나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은 유의하지 않았다, F(72, 4304) = 1.15, p =

.189, Pillai’s trace = .150. 그러므로 기억기능

측정치에서의 성차는 연령에 따라 다르지 않

고 체로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효과가 유의하 으므로 각 측정치별

로 효과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Table 2에 제시

되어있다. 성별의 효과는 RAVLT에서는 시행

1(d = .32), 시행 2(d = .19), 지연회상 시행(d

= .21), 지연재인 시행(d = .24)에서 유의하

고, 나머지 시행들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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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FT에서는 지연회상 시행에서 유의하 고(d

=. 24), 즉시회상 시행에서는 유의하지 않았

다. 성별 효과가 유의한 모든 측정치에서 여

아가 남아보다 우세하 다. 성별 효과가 유의

Gender

Boy Girl F d

RAVLT

Trial 1 M 5.73 6.35 14.17*** 0.32

SE 0.11 0.12

Trial 2 M 8.16 8.62 5.09* 0.19

SE 0.14 0.15

Trial 3 M 9.87 10.18 1.88 0.12

SE 0.15 0.17

Trial 4 M 11.09 11.06 0.02 -0.01

SE 0.14 0.16

Trial 5 M 11.66 11.85 1.00 0.09

SE 0.13 0.14

Delayed recall M 10.54 11.05 6.01* 0.21

SE 0.14 0.16

Delayed recognition M 14.04 14.33 8.09** 0.24

SE 0.07 0.07

RCFT

Copy M 30.73 31.53 6.53* 0.22

SE 0.21 0.23

Immediate recall M 19.34 20.13 1.97 0.12

SE 0.38 0.42

Delayed recall M 18.41 19.96 7.89** 0.24

SE 0.37 0.41

Note. Means are estimated marginal ones.

RAVLT = Rey Auditory Verbal Learning Test; RCFT = Rey Complex Figure Test.

*p < .05. **p < .01. ***p < .001.

Table 2

Performance on RAVLT and RCFT for Boys and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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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측정치에서도 RAVLT 시행 4만 제

외하고 여아의 평균이 남아의 평균보다 높았

다(Figure 1A & B). 시행별 d를 평균한 값은

RAVLT가 .17이고 RCFT가 .18이었다.

연령의 효과가 유의하 으므로 각 측정치별

로 효과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Table 3에 제시

되어있다. 연령의 효과는 9개의 기억 측정치

모두에서 유의하 으며, 연령이 높음에 따라

수행 수 이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RAVLT와 RCFT의 성차 비교

RAVLT와 RCFT의 지연회상 z 수가 종속변

인이고, 성별과 연령이 피검자간 독립변인, 검

사 종류가 피검자내 독립변인인 반복측정

ANOVA를 수행하 다. 성별의 효과는 유의하

으며, F(1, 539) = 10.75, p = .001, 여아가

우세하 다. 성별 x 검사 종류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고, F(1, 539) = 0.03, p = .869,

성별 x 연령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고,

F(8, 539) = 0.64, p = .745, 성별 x 검사 종류

x 연령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 F(8,

539) = 1.43, p = .183. 그러므로 여아가 남아

보다 기억이 우세한 정도는 RAVLT 혹은

RCFT 인가에 계없이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

다(Figure 1C).

보고그리기의 성차가 미치는 향

RCFT의 보고그리기 시행에서 성차가 유의

하 으며, F(1, 539) = 6.53, p = .011, 여성이

우세하 다(Table 2 참고). 이러한 성차가 기억

시행의 성차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서 기억기능 측정치 별로 보고그리기 시행

수가 공변인, 성별과 연령이 독립변인인

ANCOVA를 수행하 다. 결과를 보면 공변인

없이 수행한 분석의 결과와 거의 유사하 다.

다만 RAVLT의 지연회상 시행과 RCFT의 지연

회상에서 성별 효과가 원분석에서는 유의했지

만, 공변인 투입 후에는 통계 유의성에 약

Figure 1. Performance for boys and girls on

RAVLT (A), RCFT (B), and RAVLT and RCFT

Delayed recall (C). Error bars indicate 1SE.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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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미치지 못하 다(RAVLT 지연회상, F(1,

538) = 3.76, p = .053; RCFT 지연회상, F(1,

538) = 3.55, p = .060). 그러므로 공변인 투입

이 결과에 미치는 향은 비교 작은 편이었

다.

‘RAVLT와 RCFT의 성차 비교’에서 보고한

것과 유사한 반복측정 ANOVA를 보고그리기

시행 수를 공변인으로 투입하고 수행하 다.

Age (years)

7 8 9 10 11 12 13 14 15 F η2

RAVLT

Trial 1 M
4.31 5.21 5.40 5.92 6.71 6.20 6.43 7.22 6.93

14.00*** .17

SE
0.27 0.24 0.28 0.22 0.27 0.25 0.24 0.21 0.25

Trial 2 M
6.49 7.47 7.73 8.43 9.07 8.93 8.69 9.50 9.18

9.71*** .12

SE
0.33 0.30 0.35 0.27 0.34 0.31 0.30 0.27 0.32

Trial 3 M
7.67 8.59 9.43 9.97 11.02 10.66 10.77 11.21 10.92

13.23*** .16

SE
0.36 0.32 0.37 0.29 0.36 0.34 0.33 0.29 0.34

Trial 4 M
8.41 10.31 10.39 11.56 11.69 11.48 11.64 12.24 11.95

14.09*** .17

SE
0.33 0.30 0.35 0.27 0.34 0.31 0.30 0.27 0.32

Trial 5 M
9.16 10.77 11.42 12.04 12.28 12.21 12.51 12.65 12.72

15.49*** .18

SE
0.30 0.28 0.32 0.25 0.31 0.29 0.28 0.25 0.29

Delayed recall M
8.85 10.33 10.08 11.01 10.93 11.21 11.46 11.65 11.63

8.00*** .10

SE
0.33 0.30 0.35 0.27 0.34 0.32 0.31 0.27 0.32

Delayed recognition M
13.21 14.23 14.00 14.44 14.37 14.35 14.21 14.59 14.25

6.90*** .09

SE
0.16 0.14 0.17 0.13 0.16 0.15 0.15 0.13 0.15

RCFT

Copy M
27.57 28.64 29.30 31.60 32.12 31.77 32.88 33.14 33.13

19.70*** .22

SE
0.50 0.45 0.52 0.41 0.51 0.47 0.46 0.40 0.48

Immediate recall M
12.89 16.16 17.36 20.53 20.57 21.56 22.26 23.16 23.15

17.16*** .20

SE
0.90 0.81 0.94 0.73 0.92 0.85 0.82 0.72 0.86

Delayed recall M
13.06 14.54 16.75 20.13 19.65 21.16 22.18 22.76 22.46

18.66*** .21

SE
0.88 0.80 0.93 0.72 0.90 0.83 0.81 0.71 0.85

Note. Means are estimated marginal ones.

RAVLT = Rey Auditory Verbal Learning Test; RCFT = Rey Complex Figure Test.

***p < .001.

Table 3

Performance on RAVLT and RCFT for Each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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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면 성별 효과는 유의하 고, F(1,

538) = 6.00, p = .015. 성별 x 검사 종류의 상

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F(1, 538) = 0.06, p

= .801. 그러므로 공변인이 투입된 경우도 여

성이 남성보다 기억이 우세한 정도는 RAVLT

혹은 RCFT 인가에 계없이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결과를 보면 RAVLT와 RCFT 모두에서 여아

가 남아보다 우세하 다. 한 이러한 성차는

7-15세의 기간 동안 연령에 따른 변화 없이

체로 일정하 다. 효과 크기는 RAVLT가 평

균 d = .17, RCFT가 평균 d = .18로 유사하며

모두 작은 편이었다. RAVLT와 RCFT 공히 여

아의 우세가 모든 시행이 아닌 일부 시행에서

만 유의하 다. 그러나 유의하지 않은 시행도

부분 여아의 평균이 높았으므로 작은 효과

크기와 련된 ‘불규칙성’인 것으로 보인다.

언어성 기억검사인 RAVLT에서 여아가 우세한

것은 여러 국내외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잘

일치한다. 반면에 시공간성 기억검사인 RCFT

에서도 여아가 우세한 것은 여아의 우세를 보

고한 선행 연구들과는 일치하지만(McGivern et

al., 1997), 남아의 우세나 혹은 성차 없음을 보

고한 연구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Chung &

OH, 2002; Lowe et al., 2003; Ullman et al.,

1997). 그러므로 언어성 기억에서는 여아가 우

세하다는 잠정 결론이 가능하지만, 시공간성

기억에서도 여아가 우세한 지에 해서는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 성인의 연

구에서는 RAVLT에서는 여성이 우세하지만

RCFT에서는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 Kim, 2015). 이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

를 종합하면 RAVLT에서는 여성 우세가 아동

기에서 시작하여 지속하는 반면에, RCFT에서

는 아동기에는 여아가 우세하지만 성인기에는

뚜렷한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시공간기능 우세는 청소년기 이후에야 뚜렷함

이 련 연구들의 종합 메타분석에서 확인

된 바 있다(Voyer et al., 1995). 그러므로 RCFT

에서 여성 우세가 아동기에만 찰되는 것은,

청소년기 이후 시공간기능에서의 남성 우세가

여성의 기억기능 우세를 상쇄하는 것이 이유

일 수 있다. 이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서는 차후 아동과 청소년의 기억 자료를 동

시에 수집하여 성차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

다.

기억기능의 성별 차이는 생물학 요인과

환경 요인을 모두 반 할 수 있다(Andreano

& Cahill, 2009; Halpern, 2013). 먼 생물학

요인을 살펴보면 여성의 기억(특히 언어 기억)

우세가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며,

비교 어린 연령에서도 찰되는 은 생물

학 요인의 요성을 시사한다. 구체 생물

학 기 이 특정된 바는 없지만 특히 심을

끄는 것은 성호르몬이 인지기능에 향을

다는 보고다. 여성의 경우 여성이 우세한 인

지 과제(주로 언어성 과제)는 월경 주기 에

스트로겐(estrogen)이 높은 수 일 때 더 잘하

는 경향이 있으며, 남성이 우세한 인지 과제

(주로 시공간성 과제)는 에스트로겐이 낮은 수

일 때 더 잘하는 경향이 있다(Hampson,

1990). 폐경후 여성에게 에스트로겐 치 요법

을 용하면 언어 기억의 감퇴가 경감된다

(Kampen & Sherwin, 1994). 암컷 쥐 연구에서는

기억에 요한 뇌 부 인 해마(hippocampus)의

시냅스 도가 에스트러디올(estradiol)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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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일 때 증가하고 낮은 수 일 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oolley & McEwen, 1992). 남

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의

농도가 시공간성 인지과제의 수행과는 정

상 을 보이는 반면에 언어성 인지과제의

수행과는 부 상 을 보인다(Christiansen &

Knussmann, 1987). Geschwind와 Galaburda(1985)

에 따르면 태아기의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

은 좌반구의 성숙을 해하는 반면에 우반구

의 보상 발달을 진한다. 이 가설은 남아

가 여아에 비해 언어성 기억(주로 좌반구 기

능)은 낮은 반면에 시공간성 기억(주로 우반구

기능)은 보다 동등할 것을 측한다. 요약하면

여성호르몬은 언어성 과제의 수행은 진하지

만 시공간성 과제의 수행은 해하며, 남성호

르몬은 그와 반 의 효과를 갖는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효과가 기억기능 성

차와 어느 정도 직 으로 련되는지는 아

직 불문명하다.

환경 향도 원론 으로는 있다고 보지만

아직 구체 으로 특정된 요인은 없다. 7세 아

동에서도 기억기능 성차가 있는 을 감안하

면 6세 이 부터도 작동하는 환경 요인이어

야지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범주에 드

는 환경 요인이 무엇인지는 특히 불분명하

다. McKelvie 등(1993)은 남/여의 심 분야 차

이가 향을 다는 증거를 제시하 다. 이

연구의 피검자는 성인이었는데, 아동의 얼굴

사진이 자극일 경우 여성의 기억이 우세한 반

면에 자동차 사진이 자극일 경우 남성의 기억

이 우세하 다. McGivern 등(1997)은 10-15세

아동 422명의 연구에서 ‘여성 ’ 물체( , 살림

용품, 의복)의 기억에는 여아가 우세하지만

‘남성 ’ 물체( , 스포츠 용품, 교통 수단)의

기억에는 남아가 우세함을 보고하 다. 그러

나 보통의 기억 연구에 쓰이는 단어나 그림은

성 편향이 별로 없는 ‘ 립 ’ 자극일 경우가

많으므로 심 분야의 차이가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다만 여성이 언

어 자극에 더 많은 심을 가지고 남성이

도형 자극에 더 많은 심을 가진다고 가정

한다면, 언어성 기억 과제에서는 여성이 우세

하고 시공간성 기억 과제에서는 성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과 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사실이지라도 그 자체가 생물

학 요인과 련된 인지 합성을 반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심 분야의 차이가

향을 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반드시 환경

가설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밖에 여성

이 남성보다 실험자의 지시에 더 순응 혹

은 조 이기 때문에 기억 과제 수가 높

다는 가설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가설이

측하는 바와는 달리 여성의 기억 우세는 의

도 (intentional) 기억 과제 뿐 아니라 우연

(incidental) 기억 과제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McGivern et al., 1998).

본 연구의 주요 제한 은 다음 네 가지다.

첫째, 기억 과제로 RAVLT와 RCFT의 두 가지

만 사용하 으므로 다른 기억 과제에 일반화

하는 것에 주의를 요한다. 특히 시공간성 기

억 과제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형

자극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자극 종류가 매

우 다양하다( , 얼굴, 치, 지형). 그러므로

차후 연구에서는 시공간성 기억 과제의 구체

특징에 따라 성차의 유무나 방향이 다를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선행 연

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기억수행의

성차는 효과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기억기능의 성차를 지나치게 일반화

하여 해석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기억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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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차는 동일 성내에서의 차이가 훨씬 크

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상 으로 작다(Hyde,

1981). 이와 련된 임상 함의를 보면 기억

검사를 시행할 때 피검자가 남성이냐 여성이

냐에 따라 다른 규 을 용하는 것은 이상

이다. 그러나 개별 규 이 없어서 단일한

규 을 사용하더라도 오차는 임상 으로 우려

할 만한 수 은 아니라고 단된다. 셋째,

체 표집 수는 큰 편이었지만 연령별 표집

수는 작은 편이었다. 한 특정 지역에서만

표집하고 연령별 성별 분포가 고르지 않아서

표집 편향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차

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을 개선한 근이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RAVLT와 RCFT를 비롯한

기억 과제의 수행은 기억기능 뿐 아니라, 집

력, 언어력, 시공간기능 등의 다른 인지

능력도 요구한다. 그러므로 기억기능의 성차

로 나타난 것이 사실은 다른 인지기능의 성차

를 반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를 들어

본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RCFT의 보

고그리기 시행에서도 우세하 다. 한 이 시

행 수를 공변인으로 투입할 경우 일부 기억

시행의 통계 유의성에 어느 정도 향을 미

쳤다. 그러므로 차후 연구에서는 기억 검사의

성차가 다른 인지기능의 성차와 련될 가능

성을 체계 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결론 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기억

우세가 아동기에도 존재함을 보여 다. 이는

해외에서 아동을 상으로 기억 성차를 검증

한 결과들과 체로 일치한다(Kramer et al.,

1997; Lowe et al., 2003; McGivern et al., 1997;

Temple & Cornish, 1993). 다만 시공간성 기억

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여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성차가 없거나

남아가 우세한 것으로 보고한 도 있음으로,

다양한 과제를 사용해서 재검증할 필요가 있

다. 7세의 아동에서 여성의 기억 우세가 확인

되는 은 보다 낮은 연령층에서도 이런 우세

가 있는지에 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아

마도 매우 낮은 연령( , 3세 이하)의 아동에

서는 신뢰로운 기억 측정이 매우 어렵겠지만,

보다 높은 연령( , 4-6세)의 아동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차후 연구에

서는 6세 이하 아동에서 기억기능 성차를 탐

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다 어린 시기에 기억

기능 성차가 나타날수록 생물학 요인이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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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 기억기능의 성차

김 홍 근 김 용 숙

구 학교 재활심리학과 구한의 학교 간호학과

본 연구의 목 은 한국 아동에서 기억기능에 성차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해

7-15세의 한국 남아 314명과 여아 243명에게 언어성 기억검사인 Rey Auditory Verbal Learning

Test(RAVLT)와 시공간성 기억검사인 Rey Complex Figure Test(RCFT)를 실시하 다. 결과를 보면

RAVLT와 RCFT 모두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우세하 다. 총 9개의 기억기능 측정치(RAVLT 7

개, RCFT 2개) 5개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우세하 고, 나머지 4개 측정치에서도

하나만 제외하고 여아의 평균이 남아의 평균보다 높았다. 효과 크기(d)의 평균치는 RAVLT가

.17, RCFT가 .18로 작은 편이었다. 선행 연구들을 보면 언어성 기억 과제의 수행에서 여성이

우세함은 아동, 성인 노인 연구에서 모두 일 성 있게 나타났다. 반면에 시공간성 기억 과

제에서의 성차는 연구에 따라 보다 다양하 다. 그러므로 여아가 남아보다 언어 기억기능

에서 우세한 결과는 일반화 가능성이 높지만, 시공간 기억기능도 우세한지는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 기억기능의 성별 차이는 생물학 요인과 환경 요인을 모두 반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억기능의 성별 차이가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 으로 찰되고 아동에서도 확인되는

은 생물학 요인이 보다 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기억, 성차, 아동, 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