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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1 , 제 6권 , 제 1호 , 4 0- 5 2 . 실어증 환자의 발화특성 평가는 대화 또는 그림설명과제를 통한 발

화의 수집 및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어증 환자들의 발화 과제 수행력을 해석하려면 먼저

정상성인의 발화특성을 밝히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46명의 우리나

라 정상성인들을 대상으로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Korean version- We stern Aphasia Battery ,

K- WAB)에서 사용되는 대화과제와 해변가 그림설명과제를 실시하였다. 각 과제에서 얻은 정상성

인의 발화샘플을 21가지 변인(발화당 기능어수, 어말 어미수, 발화당 조사수, 발화당 내용어수, 초당

음절수, 발화당 음절수, 발화당 단어수, 간투사, 음소착어, 의미착어, 음소반복, 음절반복, 단어반복,

어절반복, 구반복, 문장반복, 내용어의 비율, 도치, 수정, 발화시간, 총 발화수에 대한 문장비율)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연령, 학력 및 성별에 따른 발화간 특성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그림설명과제

에 비하여 대화과제에서 발화당 내용어수, 발화당 음절수, 발화당 어미수, 음소착어, 발화당 시간, 초

당 음절수, 발화당 단어수 등이 많이 관찰되었고, 어절반복은 그림설명과제에서 자주 관찰되었다. 성

별, 연령 및 학력 변인에 따라 과제별로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설명과제에서는 남자에 비

하여 여자의 발화길이가 길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내용어 비율, 발화당 내용어수가 증가했다. 무학집

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발화당 단어수, 음소착어가 많이 관찰되었다. 또한, 연령에 따른 발화특성

차이에서는 65세 이상의 연령집단에서 음소착어는 많고 어절반복은 적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상

과 같이 정상성인 집단에서 대화과제와 그림설명과제간의 수행력차이가 관찰되었으므로, 실어증 환

자와 같은 언어장애 환자의 발화를 분석하고자 할 때에도 반드시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성

별, 학력 및 연령에 따른 발화의 차이도 염두에 두어야겠다.

Ⅰ. 서 론

발화분석은 언어평가를 위한 검사도구 내에 하위항목으로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요인 중의 하

나이다. 즉, 화자의 발화를 샘플링하여 발화의 유창성 및 내용전달 측면을 평가하므로써 화자의 구

어능력을 측정하게 된다. 임상현장에서 언어장애인의 발화분석자료는 환자의 구어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임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효용성을 지닌다. 특히 뇌손상으로 인한 언어장애인들에게 있

어서 발화분석은 환자가 나타내고 있는 언어장애의 유형을 밝히고 예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도구

가 될 수 있다. 이렇듯 발화분석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언어장애

인의 발화를 분석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는 정상인에 대한 발화분석도 거의 행해지지 않은 실정이

다. 현재까지 정상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발화분석 연구로는 한국 정상성인 80명을 대상으로 그림

설명과제를 이용하여 CIU(Corr ect Information Unit)분석을 행한 권미선 외(1998)연구를 꼽을 수

있다. 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 정상성인의 자발화(sp ontan e ous sp e e ch)는 성별 및 연령에 따

른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교육정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분당 음절수, 분당 낱말수, 분당 CIU수, CIU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외국에서 행해진 발화연구들에서는 대화와 그림설명과제를 비교 분석한 경우가 관찰된다.

Deloch e , Je an - Louis & Ser on(1979)은 5명의 실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화과제와 그림설명과

제에서 구어산출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화과제에 비하여 그림설명과제에서 발화의 템포가 느리다

고 보고하였다. 18명의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대화에 비하여 그림설명에서

명사의 비율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동사의 사용도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였다(F eycr es ien ,

Verb ek e - Dewitte & S er on , 1986).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그림설명과제만 사용하여 발화분석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으

며 그러한 연구에서는 연령, 학력 및 성별 등의 요인들에 따른 분석이 행해졌다(Ar dila & Ros s e lli,

1996 ; Coop er , 1990 ; Dorze & Be dar d , 1998 ; MacKenzie , 2000 ; Shewan & Hen der s on ,

1988). 연령에 따라 실질적으로 발화양상의 변화를 보이는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연령이 발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화 내용어의 수가 감소

하며 발화내용을 반복하거나 전치사구의 사용, 긴 쉼의 사용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Ar dila & Ross elli, 1996 ; Coop er , 1990 ; MacKenzie , 2000 ; Sh ewan & Henders on , 1988). 또

한,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발화시간이 길고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는 경향 때문에 발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다(Dor ze & Bedar d ,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자들은 그림설명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시간의 제한성(예: 5분 이내)이 없는 경우 연령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정보전달의

양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Obler , 1980).

학력의 정도 또한 화자의 발화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학력요인은 대

부분의 연구자들이 발화의 특정요소(예: 내용어수, 단어수)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Ar dila & Ross elli, 1996 ; Dor ze & Be dar d , 1998 ; MacKenzie , 2000). Dorze &

Be dar d(1998)는 불어를 사용하는 133명의 정상성인을 대상으로 연령과 학력을 고려하여 그림명

명과제와 그림설명과제의 수행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내용어가 증가하나, 연

령이 증가할수록 내용어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그 밖에 학력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서 대명사

및 불분명한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Ar dila & Ross e lli( 1996)는 학력이 높을수

록 전체 단어수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MacKenzie (2000) 역시 학력이 낮은 집단이 그림묘사

에서 발화가 짧거나 불완전한 문장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남녀 성별간에 발화특성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 Ar dila & Ros s e lli( 1996)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발어의 산출이 감소하는 경향은 남자에게만 관찰되며, 또한 남자의 경우는 나

이가 많아질수록 명사, 동사, 형용사, 접속사의 수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

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비교적 많은 양의 내용어로 그림을 묘사하지만 그것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였다(MacKenzie , 2000).

그림설명과제가 지니는 장점은 일정한 그림에 대한 수행력을 같은 환자내 그리고 여러 환자

간에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임상현장에서 대뇌 손상

환자에게 그림설명과제를 주었을 때 그림에 대한 지각(p er ception)자체가 불가능하여 발화가 전

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언어평가 도구에 그림설명과제와 더불어 대화과제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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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상성인을 대상으로 두 가지 과제, 즉 대화와 그림설명에서 나타

내는 한국 정상성인의 발화특성을 연구 대상자의 내적요인(성별, 학력, 연령)에 준하여 밝히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거주지가 한국이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정상성인 46명(남자 11명, 여자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을 신경과 및 정신과적 질환이 있거나 사고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장병, 호흡기 질환, 대사성 질환 등 전신질환이 있는 피험자를 제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검

사 전에 구두조사를 실시하여, 상기 질환이 가지는 경우에는 피험자에서 제외시켰다(Chr is tens en

e t al., 199 1). 연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58 .0 2세(2 1- 86세 범위)였고, 평균교육년수는 9.17년

(0 - 18년 범위)이었다. 연령군은 2 1- 44세가 8명, 45 - 64세가 8명, 65세 이상이 12명으로 구성되었

으며, 이는 5세를 단위로 인구를 나누며, 노년인구를 65세 이상으로 규정짓는 통계청 인구조사 자

료를 따른 것이다. 또한 학력에 의해서 무학집단이 9명, 초등졸 이하집단이 9명, 중졸집단이 5명,

고졸집단이 10명, 대학재학 이상 집단이 13명으로 분류되었다. 4 6명의 대상자 각각이 두 가지 과

제(대화과제, 그림설명과제)를 모두 수행하였다.

2 . 연구방법 및 결과분석

46명의 정상성인들에게 각각 대화와 그림설명과제를 제시하여 발화를 수집하였다. 발화수집

을 위한 과제는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K- WAB)(김향희, 나덕렬, 미간행물)의 스스로 말하기

항목에 포함된 질문들을 이용한 대화과제와 해변가 그림을 통한 그림설명과제로 구성하였다. 모든

연구대상자의 발화는 마란쯔 카세트(Model # PMD222)로 녹음하였으며 이를 본 연구자들이 직접

듣고 전사하였다.

전사된 연구대상자들의 발화샘플에서 대화과제의 발화 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를 묻는 질문

에 대한 발화는 단답형의 발화나 숫자 나열식 발화를 이끌어내는 질문이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이상의 전사 자료를 발화단위를 기준으로 나누었으며, 2 1가지 변인들에 의해 발화를 분석하

였다. 그 변인들은 김향희 외(1998), 권미선 외(1998) 연구에 준하며 실어증 환자들이 나타내는 발

화특성들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2 1가지 변인은 발화당 음절수, 발화당 단어수, 발화당 내용어수,

발화당 조사수, 발화당 어미수, 발화당 문법 기능어수, 발화시간, 초당 음절수, 음소반복, 음절반복,

단어반복, 어절반복, 구반복, 문장반복, 간투사(filler ) , 음소착어(phonemic par aph as ia), 의미착어

(s emantic p ar aph as ia) , 수정, 도치, 내용어의 비율, 총 발화수에 대한 문장 비율 등이며, 변인에 대

한 정의는 <부록 - 1>과 같다. 위의 변인으로 분석된 정상성인의 발화특성을 첫째, 대화과제와 그



림설명과제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둘째, 다시 각각 성별, 학력별 및 연령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Ⅲ. 결 과

1. 대화과제 대 그림설명과제 비교

2 1가지 변인에 의해서 분석된 한국 정상성인 4 6명의 발화특성을 대화과제와 그림설명과제간

차이의 유무와 어떤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t - t es t를 실시하

였다. 그 결과, <표 - 1>에 제시된 대로 2 1가지 발화분석의 변인 중 발화당 내용어수(p <.0 1), 발화

당 음절수(p <.0 1), 발화당 어미수(p <.05), 발화당 단어수(p <.0 5), 음소착어(p <.05), 어절반복

(p <.0 5), 발화당 시간(p <.0 5), 초당 음절수(p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 1> 대화과제와 그림설명과제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

변인
대화과제 그림설명과제

Sig.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발화당 내용어수

발화당 음절수

발화당 어미수

발화당 단어수

음소착어

어절반복

발화당 시간

초당 음절수

5.15 (1.32)

18.32 (4 .33)

2.37 ( .83)

8.9 1 (2.5 1)

.37 ( .64)

.0 1 ( .03)

3.86 (1.12)

5 .20 ( .96)

4 .06 (1.15)

14 .92 (3.78)

2.0 2 ( .55)

7 .72 (1.76)

.11 ( .3 1)

.03 ( .07)

3 .4 2 ( .97)

4 .82 ( .79)

.000 **

.000 **

.0 18 *

.0 1*

.0 16 *

.035 *

.047 *

.04 1*

*p < .05, **p < .01

본 연구대상자들은 그림설명과제에 비하여 대화과제의 발화에서 발화당 내용어수, 발화당 음

절수, 발화당 어미수, 발화당 단어수, 발화당 시간, 초당 음절수, 음소착어가 많이 나타나는 반면,

어절반복은 그림설명과제의 발화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 대화과제와 그림설명과제에서 연구대상의 내적요인 (성 , 연령 , 학력 ) 간의 발화특성

차이

대화과제와 그림설명과제 각각 성별, 연령별 및 학력별로 발화 특성에서 차이를 나타내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Simple F actor ial On e - Way ANCOVA를 사용하였다. 이는 성별, 연령 및 학력

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변량분석으로 처리하였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이

어떠한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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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성별

연령 및 학력을 공변량으로 설정하였을 때, 분석된 발화샘플이 남녀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

는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 2> 및 <표 - 3>과 같다. 대화과제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음소

착어(F ( 1 ,4 2 ) =4 .26, p <.05)와 수정(F ( 1 ,2 ) =5.8 1, p <.05)이 유의하게 많고, 그림설명과제에서는 발화당

기능어수(F ( 1 ,4 2 ) =4 .68, p <.05), 발화당 내용어수(F ( 1 ,4 2 ) =5 .39 , p <.0 5), 발화당 음절수(F ( 1 ,4 2 ) =4 .89,

p <.0 5), 발화당 단어수(F( 1 ,4 2 ) =4 .46 , p <.0 5)가 많으며 내용어의 비율(F( 1 ,4 2 ) =4 .92 , p <.05)도 더 높

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발화길이가 길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 2> 대화과제에서 남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

집단
음소착어 수정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자

여자

.18 (.4 5)

.43 (.70)

.03 (.08)

.09 (.09)

<표 - 3> 그림설명과제에서 남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

집단
발화당 기능어수 발화당 내용어수 발화당 음절수 발화당 단어수 내용어 비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남자

여자

3.47 (.9 1)

4 .09 (.84)

3.4 2 (1.12)

4 .29 (1.11)

12.90 (3 .65)

15.55 (3 .65)

6.84 (1.76)

8.00 (1.69)

.70 (.13)

.77 (.10)

나 . 학력별

<표 - 4 > 및 <표 - 5>는 대화과제와 그림설명과제 각각에서 다섯 학력군(무학, 초등졸, 중

졸, 고졸, 대학재학 이상)간에 유의수준 .0 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을 나타낸다.



<표 - 4> 대화과제에서 학력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

집단 무학 초등졸 중졸 고졸

초등졸
음소착어

발화당 단어수

중졸
음소착어

발화당 단어수

고졸

발화당 조사수

음소착어

발화당 단어수

발화당 조사수

대학재학 이상
음소착어

발화당 단어수
발화당 조사수

<표 - 5> 그림설명과제에서 학력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

집단 무학 초등졸 중졸 고졸

초등졸
발화당 어미수

내용어의 비율

중졸 내용어의 비율

고졸 내용어의 비율
발화당 어미수

발화당 내용어수

대학재학 이상
발화당 어미수

내용어의 비율

발화당 어미수

발화당 내용어수
발화당 내용어수

대화과제에서는 집단간에 음소착어(F (4 ,3 9 ) =3 .76, p <.05), 발화당 단어수(F (4 ,3 9 ) =3 .67 , p <.05),

발화당 조사(F (4 ,3 9 ) =3.0 7, p <.0 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무학 집단이 다른 모든 집단

보다 발화당 단어수와 음소착어가 많이 나타냈고, 고졸 집단이 발화당 조사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적게 나타냈다.

그림설명과제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으로는 발화당 어미수(F (4 ,3 9 ) =2.69,

p <.0 5), 내용어의 비율(F (4 ,3 9 ) =2 .69, p <.0 5), 발화당 내용어수(F (4 ,3 9 ) =3 .5 1, p <.0 5)로 나타났다. 내

용어의 비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무학 집단이 낮았으며, 발화당 내용어수도 무학, 초등졸 및 중졸

집단에 비해 고졸 및 대학재학 이상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발화당 어미수는 초등졸 및 중졸

집단에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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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연령별

연령별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 대화과제에서는 음소착어와 어절반복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으나, 그림설명과제에서는 2 1가지 중에서 어떤 변인도 연령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

다.

<표 - 6>은 연령간 대화과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를

보여준다. 연령집단 Ⅲ(65세 이상)은 대화과제에서 연령집단 I(2 1- 44세)과 연령집단 Ⅱ(45 - 64세)

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음소착어의 수(F (2 ,4 1) =3.50 , p <.05)가 많고 어절반복수(F (2 ,4 1) =4 .25, p <.05)

는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2 1가지 변인 중에서 연령집단 Ⅰ(2 1- 44세)과 연령집단Ⅱ(45 - 64세)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없었다.

<표 - 6> 대화과제에서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

집단 연령집단 Ⅰ(21- 44세) 연령집단 Ⅱ(45- 64세)

연령집단 Ⅱ(4 5- 64세)

연령집단Ⅲ(65세 이상)
음소착어

어절반복

음소착어

어절반복

Ⅳ. 논 의

대뇌손상으로 인한 언어장애 환자들의 언어평가도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발화이다.

본 연구는 언어장애환자의 발화에 토대가 되는 한국 정상성인의 발화를 여러 가지 변인에 의해 분

석하여 발화특성의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 6명의 한국 정상성인을 대상으로

두 가지 과제(대화와 그림설명)에서 샘플링된 발화를 각각 성별, 연령별 및 학력별로 2 1가지 변인

에 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 정상성인은 대화과제와 그림설명과제간에 발화특성상 차이를 보였으며,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는 변인으로는 발화당 내용어수, 발화당 음절수, 발화당 어미수, 음소착어, 발화당 시간, 초

당 음절수, 발화당 단어수, 어절반복 등으로 나타났다. 초당 음절수가 그림설명과제에 비하여 대화

과제에서 유의미하게 많은 것은 정상성인이 대화과제에 비하여 그림설명과제에서 발화의 템포가

늦다는 Deloch e , Je an - Louis & S er on (197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그림설명과제에 비

하여 대화과제에서 발화당 음절수, 발화당 어미수, 발화당 단어수, 발화당 내용어수가 많고, 발화당

시간이 긴 것은 한국 정상성인이 특정 그림을 보여주고 설명하라는 형식의 그림설명 과제에서보다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 의 대화과제에서 좀 더 긴 발화를 구사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한국 정상성인이 그림설명과제에 비해 대화과제에서 발화의 길이가 길고, 발화템포가 빠르다는 본

연구의 첫 번째 결과는 정상 한국인이 그림을 보고 상대방에게 설명해주는 상황보다는 상대방과 이

야기하는 상황을 더 자연스럽고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음소착어의 경우는 연구에 포함된 전체 4 6명의 대상자 중 5명으로 대화과제에서

3명, 그림설명과제에서 2명이 음소착어를 보였다. 대화과제에서 3명의 대상자들이 보이는 음소착

어의 수가 그림설명과제에서 2명의 대상자들이 보이는 음소착어의 수보다 많아서 음소착어가 과제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음소착어를 보이는 대상자의 수가 적으므로 연구대

상자의 수가 많은 집단에서 재연구가 행해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연구과제는 성별, 연령별 및 학력별로 발화차이를 나타내는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대화과제에서는 음소착어, 수정이 유의미하게 많았으며, 그림설명과

제에서는 발화당 기능어수, 발화당 내용어수, 발화당 음절수, 발화당 단어수, 내용어의 비율에서 유

의미한 차이로 많았다. 즉, 여자가 남자에 비해 대화과제에서 음소착어 및 수정이 많아서 대화시에

고쳐 말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림을 설명할 때에 남자보다 여자의 발화길이가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권미선 외, 1998 ; MacKenzie , 2000)과 일치하는

결과는 아니었다. 80명의 한국 정상성인을 대상으로 한 권미선 외(1998) 연구에서는 그림설명과제

에서 성별의 차이를 볼 수 없었다고 하였으나 이는 본 연구의 분석기준이 발화단위였던 것에 반해

권미선 외(1998)연구는 시간단위(분)로 쉼(p aus e)이라는 변수가 작용하여 그 분석방법론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MacKenzie (2000)는 대화와 그림설명과제에서 모두 성별간의 차이를 보

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발화특성 분석요인으로 대화과제에서는 대화기술, 그림설명과제에

서는 길이, 효율성 지표, 실제문자단위(liter al units ), 설명단위(in terpr et iv e units ) , 관련성없는 정

보, 발화길이와 관련은 되나 내용상 연관성이 없는 정보 등을 채택하여 본 연구의 발화특성 분석요

인과 다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학력요인에 있어서 대화과제에서는 무학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발화당 단어수와 음소착어

가 유의미하게 많았다. 내용어의 비율에서 통계적 유의치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내

용어의 비율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학력이 낮은 집단은 발화당 단어수가 많고,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발화당 내용어수는 적었는데 이는 학력이 낮은 집단은 상대

적으로 발화내에 내용어보다는 조사나 대명사의 수 등 기능어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그

림설명과제에서는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내용어의 비율, 발화당 내용어수가 많으나 발화당 어미수는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Dorze & Be dar d(1998)가 보고한대로 학력이 높을

수록 내용어수가 많아지고 학력이 낮으면 대명사와 불분명한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주장과 일

치한다. MacKenzie (2000)는 대화과제에서 학력에 따른 발화의 차이는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그의

연구가 대화기술을 분석요인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또 하나는 본 연구의 대상자 수가

그의 연구에 비해 적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림설명과제에서는 학력이 낮은 집단에

서 짧고 불완전한 묘사를 한다는 결과를 보여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다른 나라의 많은 연구들은 연령의 증가가 발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나(Olbler ,

1980 ; Coop er , 1990 ; Ar dila & Ross e lli; 1996, Sh ewan & Henders on , 1988 ; MacKenzie ,

2000), 한국 정상성인을 대상으로 한 권미선 외(1998)의 연구는 연령이 발화에 미치는 영향이 유

의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도 마찬가지로 그림설명과제에서는 연령별 발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화과제에서는 연령이 가장 높은 집단(65세 이상)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음소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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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많고, 어절반복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그 외 다른 발화변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

는 Dorze & Be dar d(1998)의 선행연구가 밝힌 그림설명과제에서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같은 내용

어를 반복한다는 견해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그림설명과제의 경우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대화과제에서는 어절반복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대화 및 그림설명과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기 다른 특성들이 발

화분석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며 언어평가 대상자들의 성별, 학력별, 연령별에 따른 특색들도 고

려하여 발화자료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임상적 의의를 둘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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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요소별 분석기준

요소 분석기준

발화1

- 종결어미가 있으면 끊음
단 , 종결어미 뒤에 내용상 이어지는 문장 성분이 나오면 같은 발화
안에 포함시킴

- 접속사(예 , 그리고)가 나오면 종결어미 바로 뒤에 끊음
- 문맥이 연결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 어절사이에 2초 이상의 시간 간
격이 있는 경우에는 끊음

- 연결어미(예 , ∼고)로 계속 이어지는 경우 , 억양의 큰 변화나 2초
이상의 긴 시간간격이 있는 곳에서 끊음
단 , 억양의 큰 변화나 긴 시간간격없이 계속해서 발화가 ∼고 등으
로 이어지는 경우 , 두 번째 ∼고 까지를 한 발화로 간주하여 끊음

발화당 음절수 한 발화당 음절의 개수로 쟈르곤(jargon)은 포함하지 않음

발화당 단어수 한 발화당 단어의 수로 무의미한 간투사(fille r )는 제외함

발화당 내용어수
한 발화당 내용어(명사 , 동사 , 형용사 , 부사)의 수로 한 발화내에서
중복된 내용어는 중복계산하지 않음 . 여기서 접속부사는 내용어에
포함시키지 않음

발화당 조사수 한 발화내에 나타나는 조사(주격 , 목적격 , 부사격 등)의 수로 산정

발화당 어미수
한 발화내의 선어말 어미(주체높임 , 시제 , 공손 , 상대높임 , 서법 , 강
조)와 어말어미(종결 , 비종결)의 합

발화당 문법 기능어수 한 발화내의 문법적 기능어(조사 , 어미)수의 합

발화시간 한 발화를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초단위로 환산함

초당 음절수 1초당 발화된 음절의 수로 음절수/발화시간으로 산정함

반복(음소 , 음절 , 단어 ,
어절 , 구 , 문장)

각각 발화당 회수로 산정하며 한 부분에서 여러 번을 반복하였다고
하더라도 한 번으로 간주함

간투사(fille r )2 /어- , 음- , 그- / 등과 같은 음절이나 말하자면 혹은 에... 또 등과
같이 머뭇거림을 채우기 위한 낱말이 이에 해당

음소착어
(phonemic par aphasia)

목표어의 음운들 중에 50%이하를 다른 소리로 대치 및 왜곡한 경우
로 발화당 회수로 산정

의미착어
(semantic parapha sia)

목표어와 의미적으로 유사한 다른 단어로 대치하는 경우이며 발화당
회수로 산정

수정 자신의 발화를 수정할 때를 가리키며 발화당 회수로 산정

도치
문장의 어순이 우리말 어순에 맞지 않게 바뀔 때로 발화당 회수로 산
정(예: 지금 모래성을 쌓고 있네요 아주 즐겁게)

내용어 비율
화자의 전체발화에서 전체내용어 수에 대한 1회씩만 관찰된 내용어
수의 비율

총발화수에 대한
문장비율

화자의 전체발화에서 문장수/발화수로 산정

1김향희 외(1998)에서 인용
2 권미선 외(1998)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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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 RA CT

An Utt er an ce An aly sis of Con ver sat ion s an d P ictur e
Descr ipt ion T ask s of K or ean A dult s

Y o un g M i Le e * , H y an g h e e K im
(Dept. of Neurology, Samsung Medical Center ,

Sungkyunkwa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We utilize convers ation and pictur e des cr iption tasks in evaluating the natur e of spoken

language ability of aphas ic patients . T o cons truct the tasks , however , we ar e in need of

normative data of normal adults . We gather ed speech s amples of 46 normal Kor ean adults

(men : women=10 :36, mean age=58.0 , mean years of education=9.17) us ing convers ation and

pictur e des cr iption tasks of the K- WAB(Kor ean Vers ion - T he Wes tern Aphas ia Battery). We

s tr atified the normals into men and women , five education gr oups , and thr ee age gr oups .

Speech s amples wer e analyzed us ing 2 1 var iables . T wo tasks wer e found to be s ignificantly

differ in the following eight var iables : (1) the number of content wor ds per utter ance(p <.0 1),

(2) the number of s yllables per utter ance(p <.0 1), (3) the number of word s uffixes per

utter ance(p <.05), (4) the number of wor ds per utter ance(p <.05), (5) utter ance dur ation per

s econd(p <.05), (6) the number of s yllables per s econd(p <.05), (7) the number of phonemic

par aphas ias (p <.05), and (8) the number of wor d- clus ter r epetitions (p <.05). Compar ing to the

pictur e des cr iption task , the convers ation task was char acter ized by incr eas es in (1) the

number of content wor ds per utter ance , (2) the number of s yllables per utter ance , (3) the

number of s uffixes per utter ance , (4) the number of wor ds per utter ance , (5) the utter ance

dur ation per s econd, (6) the number of s yllables per s econd, and (7) the number of phonemic

par aphas ias . T he pictur e des cr iption task was char acter ized by an incr eas e in the number of

wor d- clus ter r epetitions compar ed to the convers ation task . We analyzed the utter ances in

terms of s ex , education , and age in both tasks . In the pictur e des cr iption task , the length of

utter ance of women was s ignificantly longer than that of men . Normal adults of non - education

gr oup showed s ignificantly incr eas ed number of wor d s uffixes per utter ance and phonemic

par aphas ias . Normal adults of 65 years and older had s ignificantly mor e phonemic par aphas ias

and word- clus ter r epetitions .

*e - m ail : s lp le e @h an m ail.n 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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