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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의사소통의 하위 영역을 파악하

고, 의사소통기능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노년기 의사소통기능 척도

(Communicative Function Scale - Geriatric version: 이하 CFS-G)를 개발하기 위한 사전

연구를 실시하였다. 총 45개의 의사소통기능 관련 문항(item)을 개발한 후, 사전조사를 통

해 문항내적일치신뢰도(internal-consistency reliability)와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intra-judge reliability) 검증을 실

시하였다. CFS-G의 Cronbach α는 .990으로서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5가지 의사소통기능 영역으로 구성된 CFS-G의 각 하부영역별 총점과 CFS-G 

총점 간에도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제거 문항으로 선정된 ‘조

음’영역과 ‘청각’영역을 제외한 후, 총 40개 문항의 CFS-G 총점과 기존에 타당도가 검증

되어 사용되고 있는 전반적인 삶의 질 간편형 척도(한국판 WHOQOL-BREF)와의 공인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상관계수는 .565로 산출되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모

든 하부 영역에서 r = .80(p<.001)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향후, 문항 선별 작업을 거쳐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의사소통 하

위 영역을 파악하고 언어치료사가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확인하게 된다면, 노년

기 삶의 질 증진에 고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검색어> 노인, 노화, 의사소통기능, 신뢰도 및 타당도

Ⅰ. 서  론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신체적, 심

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노년기1)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되고, 노화를 자각하게 된다. 한편, 노화과정에서의 문제로 간주될 수 있는 “의사소

통의 어려움”은 본인뿐만 아니라, 대화 상대자에 의해서도 가장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문

제이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는 시력과 청력의 감퇴로 인해 소리나 문자로 전해지는 언어를 이해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Sheridan, 1976), 중앙정보처리(central information 

processing)의 속도와 단기기억(short-term memory)과 같은 인지능력의 저하로 인해 

언어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DiCarlo & Taub, 1972; Feier & Gerstman, 1980; 

Konkle, Beasley & Bess, 1977; Schmitt, 1983; Sticht & Gray, 1969). 또한 이름대

1) 노인이란 통상적으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법제처, 2009)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발달단계를 생애주기로 구분할 때 만 65세 이후부터 죽음까지를 노년기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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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naming)의 어려움(Burke, Mackay, 1997; Cohen, 1990; Shadden, 1997)으로 인해 

담화에서 모호하고 불명확한 단어의 사용이 증가하는데(Obler & Albert, 1981) 이로 인

해 의사소통의 효율성도 감소된다(Shewan, Henderson, 1988). 조음기관의 탄력성 저

하, 후두연골의 경화, 성대 섬유조직의 변화(Burzynski, 1987) 등과 같이 조음기관의 구

조적인 변화로 인해 음질은 저하되고, 음도와 음량이 변화하게 된다(김선우, 2005). 특

히, 여성은 폐경기를 거치면서 음도가 낮아지고(고민석 외, 2001; Segre, 1961), 남성은 

50대 이후부터 기본주파수가 증가하여(Hollien & Shipp, 1972) 여성의 목소리처럼 변화

하게 된다.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변화는 신체적, 심리

적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 모두와 맞물려 있으며, 이것이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지을 

수 있다.

퇴행성 질환 및 뇌졸중 등을 겪은 노인성 질환자 또는 정상노인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여러 연구(강수균, 황보명, 2000; 강수균 외, 2001; 강수균, 조홍중, 2001; 손은남 외, 

2003; Lubinski, 1991)에서는 노인성 질환자들 뿐만 아니라 정상 노인의 경우도 의사소

통의 곤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특히, 정상노인이 식사, 몸단장, 배변, 

이동 및 기거,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일상생활 능력 중, 의사소통영역에서 가장 많은 곤

란을 보이는 것(강수균 외, 2001)으로 비추어 보아 의사소통문제가 노인의 삶의 질 측면

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인들은 일상생활 능력 중, 의사소통영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보이

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사소통영역 중에서도 어떠한 하위 영역들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지, 그리고 그러한 의사소통 장애요인이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

가 있다. 

국외에서는 일부 의사소통기능 측정 도구들을 노년층에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대부분 뇌졸중 환자나 치매 환자들에게 한정된다. 대표적인 도구로는 ASHA Functional 

Assessment of Communication Skills for Adults(ASHA FACS, Frattali, Thompson, 

Holland, & associates, 1995), Quality of Communication Life Scale(QCL, Paul, 

Frattali, Holland, & Associates, 2004)이 있다. 이 도구들은 ‘언어 표현’(예: 정보 요구

하기, 전화 주고받기), ‘읽기/쓰기/수개념’(예: 시장에서 물건 구입하기), ‘사회적 관계’(예: 

가족․친구들과 관계 유지하기) 등의 범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항을 통해 환자의 의사

소통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도구들에서 제시하는 검사문항들은 환자를 대상으

로 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문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사소통능력의 수준이 높고 의사소

통기능의 특정 영역별로 감소된 기능을 파악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또한 문화적인 특수

성이 반영되어 있어 한국인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노화로 인해 여러 가지 의사소통능력이 예전과 다르게 변화한다

면, 이로 인해 노인들이 느끼는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노년기 

단계별로 정상노인들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발성, 

청각, 언어이해, 언어표현 능력 등과 같이 의사소통기능의 세부 영역별로 그 변화 정도

나 특색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세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의사소통기능 척도(Communicative Function Scale - Geriatric 

version: CFS-G)를 개발하기 위한 사전연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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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다음의 두 단계에 걸쳐 실시하였다. 첫째, 제 1단계에서는 노년기의 의사소통

기능에 대해 연구된 문헌(예: 논문, 단행본)을 참고하여 노인의 말수행력과 언어능력의 

변화와 관련된 개념들을 파악한 후, 질문지를 만드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살펴본 후,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정상인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지를 실시한 후, 피드백을 통해 일부 문항을 재수정하였다. 둘째, 제 2단계에서

는 정상인 총 96명을 대상으로 CFS-G 설문지를 실시함으로써 CFS-G 본검사용 설문지 

제작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 경향성 파악을 하였다.

1) 제 1단계: 초항 작성 

노년기의 의사소통기능과 관련한 43개의 문항 목록(item pool)을 작성한 후, 전문가 5인

(언어병리학전공 박사과정생 4인, 언어병리학전공 교수 1인)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증 

후, 전반적인 내용 가감을 하였다. 이를 통해 처음의 43개 문항에서 2개의 문항이 추가

되었다. 그런 후, 만 56～65세의 정상인 10명을 대상으로 CFS-G 예비설문지를 실시하

였다. 그 결과, 문항의 의미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거나, 사용된 단어가 어렵다는 반응

을 토대로 3개 문항에 대해 재수정을 하였다.

CFS-G 예비설문지는 언어 이해능력을 측정하는 17개 문항, 언어 표현능력을 측정하는 

18개 문항, 그리고 조음능력을 측정하는 2개 문항, 음성 변화를 측정하는 5개 문항, 청

각능력을 측정하는 3개 문항을 포함한 총 4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세

계보건기구의 국제적인 기능성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이하 ICF, WHO, 2001)모델에 따라 노화과정에서 일어나는 의

사소통기능의 변화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측정해야 할 의사소통기능 요소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문항과 관련한 본인의 현재 능력을 ‘항상 그렇다(1점)’, ‘자

주 그렇다(2점)’, ‘보통이다(3점)’, ‘거의 그렇지 않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등의 

5점 척도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총점의 범위는 45～225점이었다. 

2) 제 2단계: 사전 조사 

CFS-G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해 56～65세의 성인 96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별분포는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이 50 대 46이었으며 서울 및 춘천

지역의 노인종합복지회관 및 주부모임에서 표집하였다. 설문조사 전 간단한 면담을 통해 

Christensen et al(1991)이 제시한 정상 피험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참여시켰고,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이하 K-MMSE, 강

연욱 외, 1997)를 통해 인지기능 수준을 파악하였다. 이 때, 인지기능이 정상기준에 미

치는 못하는 피험자들도 모두 포함하여 경미하게 인지기능 저하를 보이는 피험자들의 의

사소통 능력도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위해 대상자의 20%

에 해당하는 19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2주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였고, 타당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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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모든 피험자들에게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 이하 WHOQOL-BREF, 민성길 

외, 2000)를 실시하였다.

2. 자료분석

문항내적일치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신뢰도 검증을 통해 Cronbach α값을 살펴보았으

며,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하여 구성타당도 및 공인타당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만 56～65세 성인 총 96명의 연령, 성별 및 K-MMSE 점수는 표 

Ⅱ.1과 같다. 연령(p=.792) 및 교육정도(p=.272)에 있어 남자와 여자간의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나, K-MMSE 점수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인지기

능 점수를 보였다(t=4.116, p<.05).

       <표 Ⅱ.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자료  

집단 연령 교육정도 K-MMSE

 남자
( 50명) 62.52 (SD = 5.51) 11.86 (SD = 1.02)  29.28 (SD = 0.93)

 여자
( 46명) 63.04 (SD = 7.32) 11.36 (SD = 1.13) 27.50 (SD = 2.8)

2. CFS-G의 내적일치신뢰도 및 구성타당도

새롭게 개발된 CFS-G의 문항 간 내적일치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45개 문항으로 구성된 

CFS-G의 Cronbach α는 .990으로서 Nunnally(1978)가 제시한 기준 .50보다 높아 새로

운 척도로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45개 문항 중, 5가지 의사소통기능

의 각 총점과 CFS-G 총점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조음’영역과 ‘청각’영역이 제거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다음으로는 CFS-G의 하부 영역인 언어이해, 언어표현, 음성, 청각, 조음 문항의 각 총점

과 CFS-G 총점 간의 구성타당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Ⅱ.2에서와 같이 5가지 하

부영역별 총점 간에 그리고 하부영역별 총점과 CFS-G의 총점 간에 유의미하게 높은 상

관관계를 보였다.

       <표 Ⅱ.2>                 CFS-G의 구성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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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영역 언어표현 음성 청각 조음 CFS-G 총점

언어이해 .931** .804** .766** .862** .969**

언어표현 .881** .805** .905** .987**

음성 .734** .863** .896**

청각 .696** .819**

조음 .922**

        **p<.001

3. CFS-G와 한국판 WHOQOL-BREF간의 공인타당도

2개의 조음영역 측정문항과 3개의 청각영역 측정문항을 제외하고 총 40개 문항의 

CFS-G의 총점과 3가지 의사소통기능 하부영역별 총점, 그리고 기존에 타당도가 검증되

어 사용되고 있는 한국판 WHOQOL-BREF(민성길 외, 2001)와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표 Ⅱ.3에서와 같이 40개 문항의 CFS-G 총점과 한국판 

WHOQOL-BREF(민성길 외, 2001) 점수와의 상관계수는 .565로 나타났으며, 3가지 의

사소통기능 하부영역인 언어이해, 언어표현, 음성영역의 점수와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Ⅱ.3>                CFS-G의 공인타당도

언어 이해 언어 표현 음성 CFS-G 총점

WHOQOL-BREF .540** .555** .545** .565**

 **p<.001

4. CFS-G 검사-재검사 신뢰도

시간 변화에 따라 검사자의 응답이 일관적으로 산출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5가지 의사

소통기능 하부영역의 총점별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모든 하부 영역에서 r = .80(p<.001)이상으로 피검자들의 반응이 시간의 변화

에 따라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Ⅱ.4).

       <표 Ⅱ.4>           CFS-G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언어 이해 언어 표현 음성 청각 조음

상관계수 .96** .88** .87** .90** .82**

 **p<.001

Ⅳ. 논  의

노인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노년기에 있는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활기차고 의미있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면(한국노년학회, 2000) 향 후 노인 문제에 대한 접근은 신체적

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국내 연구에서는 정상노인 및 신경언어장애 환자들이 어려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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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있지만, 전화 받기, 신문 읽기 등과 같은 기능적 의사소통에서 공통적으로 어려

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강수균 외, 2001; 강수균, 조홍중, 2001). 그러나, 

이렇게 기능적인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노화과정에서 의사

소통기능의 특정 영역별로 그 변화정도나 발현 특색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언

어치료사가 조기에 교육, 치료할 수 있는 정보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결정하기 위해

서는 노년기 의사소통기능 척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노년기 의사소통기능 척도 개발의 사전작업으로 실시된 본 연구를 통해 몇 가지 고려해

야할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기능 척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에 있어 민감한 고려가 필요한데, 그동안 노인의 의사소통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국내 연구에서는 그러한 측면이 간과된 부분이 있다. 가

령, 본 연구에서는 자가 보고를 사용한 설문 방식이 몇몇 노인들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여 설문조사를 원활하게 실시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여성 노인에 비

해 남성 노인이 자신의 의사소통기능을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편이었는데, 이것은 

실제 남성 노인의 의사소통기능이 상대적으로 높아서이기보다는 본인의 현재 의사소통능

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를 보

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본연구(field test)에서는 보호자를 활용한 응답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거나, 문항의 수를 축소하여 좀 더 정확한 반응을 확보하되, 

자가 보고를 통한 설문조사와 보호자를 활용한 응답방식의 설문조사 간에 신뢰도가 성립

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인의 의사소통능력을 평정(rating)하는데 있어 성별

의  차이가 계속 존재한다면, 그 부분을 향후 CFS-G의 규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초적

인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기능 척도의 5가지 하부요인과 CFS-G 총점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2개의 조음영역 측정 문항과 3개의 청각영역 측정 문항이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청각 기능의 변화(Glorig, Roberts, 1965; Gordon-Salant, 1987)는 정상 노

년기에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노인성 질환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역으로 손꼽힐 수 

있는 만큼, 향 후 본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작업을 통해 청각영역 측정 문항을 필

수적으로 첨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기존에 타당도가 입증된 검사와

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노년기의 전반적인 의사소통기능과 삶의 질 간에 어떠한 상관

관계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의사소통기능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질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노년기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가 중요한 영역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노년기에는 의사소통

능력의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질의 저하를 보일 수 있다고 언급한 기존의 연구(강수균, 

황보명, 2000)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기능의 변화가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검증을 통해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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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개발한 CFS-G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김애련, 2001; 김태현 외, 1999; 민성

길 외, 2000; 이상열, 2001)은 주로 국외에서 개발된 척도를 한국식으로 번안하는 작업

에 중점을 두거나 국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항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성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에서 문항의 변별력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신뢰도 및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또한 노년기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문항들 중, 노인의 의사소통기능

을 측정하는 문항은 그 수가 매우 적거나 전혀 없어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노인들이 

보이는 의사소통기능의 어려움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거나, 이 부분이 삶의 질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내의 정상 노인을 대상으

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의사소통기능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의 기초 연구

로서, 향 후 이러한 척도의 개발을 통하여 정상 노인들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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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municative Function Scale - Geriatric version 

(CFS-G): Reliability and Validity

 

Jung Wan Kim2)(Graduate Program in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Yonsei 

University)

Hyang Hee Kim3)(Graduate Program in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 pilot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and understand the difficulties of 

communicative functions during the normal aging proces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the Communicative Function Scale - Geriatric version (CFS-G). 

After the development of 45 items, reliability and validity verification was conducted. 

Statistical analyses revealed high reliability and validity valu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otal scores of the CFS-G and sub-domain scores of the CFS-G was 

investigated to measure construct validity. All correlation indic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ll above r> .60, p<.001). The concurrent validity of the CFS-G has been 

selected to be .565 and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overall quality of life. The 

test-retest reliabilities for each sub-domain were very high, ranging from .82 to .96 

(p=.000). After going through a question selection process, those communication 

functions which display difficulties during the aging process will be examined and if 

they can be identified at an early stage, language intervention can begin and an 

impact on the senescence quality increase can be expected.

Key Words : Geriatrics, aging, communicative function, reliability and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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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설문지>                                        CFS-G

      1년 전과 비교하여 지금은… 해당사항에 표시( √ )를 해주세요.

번
호 문 항

항상

그렇

다

자주

그렇다

보통

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전화를 받고 난 후, 들은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2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내 생각이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3
주변사람에게 내가 했던 이야기를

또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전화할 때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사람이 농담을 해도 웃긴 내용

인지 이해가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6

상대방이 물건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고, "그거“, ”저거“ 라고 하면 무엇

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정확하게

표현되었는지 판단이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8
긴 문장을 들으면 내용의 전부를 

이해하지는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상대방이 빠른 속도로 말하면 이해

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0

텔레비전에 나오는 드라마나 뉴스

내용의 줄거리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졌다.

① ② ③ ④ ⑤

11 신문을 읽기가 어려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12
책이나 신문을 읽을 때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읽어야 이해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13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간판을

잘못 읽어서 잘못 내리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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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항상

그렇

다

자주

그렇다

보통

이다

거의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14
소리를 잘 못 들어서 2번 이상 물어

본다.
① ② ③ ④ ⑤

15
친구나 가족에게 편지를 쓰거나 메모

를 남기기가 어려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16
전화할 때 상대방이 한 말을 듣고

받아서 적기가 어려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17

은행이나 동사무소에서 나이, 이름, 

전화번호 등을 적거나 병원에서 증상

을 적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8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눈빛, 

손짓 등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말로 표현하는 대신 손짓이나 손가락

으로 가리키기에 의존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감정이 적절하게 (얼굴)표정

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1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돌려서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상대방에게 정보를 물어보는데 (예:

길 묻기, 주소 묻기)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말을 고쳐

주거나 끼어들어 대신 표현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4
남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반복적

으로 중얼거리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간단한 내용인데도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26
욕이나 심통 섞인 말, 과격한 표현을

예전보다 많이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자신의 나이, 이름, 전화번호 등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열차표나 버스표를 구입할 때 가고자

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29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우리

말에 없는 엉뚱한 단어를 만들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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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항상

그렇

다

자주

그렇다

보통

이다

거의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0

말하고 싶은 단어가 정확하게 떠오

르지 않아 비슷한 소리의 단어(예:

‘볼펜' -> ‘골펜')로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말하고 싶은 단어가 정확하게   떠오

르지 않아 비슷한 의미의 단어(예: 

‘바지' -> ‘옷')로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외국어 사용이 어려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33
같은 단어만 계속 반복하고, 문장을

만들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말을 할 때, 한국어 문법에 맞게

단어를 배열하기가 어려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35 예전에 비해 말수가 줄었다. ① ② ③ ④ ⑤

36
대화 도중에 ` 이 얘기하다가 저 얘

기한다＇고 상대방에게 지적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37

대화 도중에 이것 저것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많이 떠올라서 혼란스

러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8
단어나 문장을 말할 때 틀린 발음을

보일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9
말할 때 운율 변화가 거의 없고,

단조로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40 말의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졌다. ① ② ③ ④ ⑤

41 목소리 톤이 많이 낮아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2 목소리가 예전보다 많이 떨린다. ① ② ③ ④ ⑤

43
목소리 크기가 예전과 다르게 작다.

(카랑카랑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44 목소리가 많이 거칠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45
다른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린다.
① ② ③ ④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