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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노년층의 단어정의하기 과제의 실시방법*
김수련1, 김향희21)

요 약
본 연구는 일반노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기존의 단어정의하기 과제의 실시방법이 비
일관적이라는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진행되었다. 일반노년층을 대상으로 지시문의 제시 횟수, 한
단어를 정의하는 데 소요되는 제한시간 및 채점방법을 분석하여 노년층에게 적합한 실시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시문의 제시 횟수를 살펴보면, 지시문이 두 번 제시될 때 노인들은 단어에
대한 충분한 정의내용을 산출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일반노인들은 한 단어를 정의하는 데 평균
19.31(±9.23)초를 소요하여 30초 이내에 단어를 정의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제의 채점방법은
단어의 정의내용을 주요 의미자질과 부수 의미자질로 분류한 후, 0-3점으로 채점하는 방법과 총
점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비교하였다. 55-64세, 65-74세, 75-84세, 85세 이상의 네 집단의 과제 수
행률을 비교한 결과, 0-3점 채점방법은 55-64세와 65-74세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총점의
채점방법이 모든 연령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노인 대상의 언어 과제는 노인성 질
환의 조기 진단 및 예방을 위해 연소노인(55-74세)의 반응에 민감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단어정의하기 과제의 실시방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용어 : 일반노년층, 단어정의하기, 지시문, 제한시간, 채점방법.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단어정의하기 과제(word definition task)는 대표적인 언어검사 중 하나로, 제시된 단어의 개념을
설명하는 과제이다(Bierwisch, Kiefer, 1970; Norlin, 1980). 단어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어에
대한 의미론적인 지식과 그 지식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한 어휘 목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정확한 문법 형식과 ‘정의하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위언어적 지식
(metalinguistic knowledge)이 요구된다(Watson, 1985). 단어정의하기 과제는 이러한 다양한 능력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의
(definition)’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고 단어를 정의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다(Lee
et al., 2007; Marinellie, 2010; Nipole, 2007). 지능검사도구 및 언어평가도구에서는 인지·언어능력을
평가하는 평가문항으로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Semel et al., 2003; Thorndike et al., 1986;
Weschler, 1991; Wiig, Secord,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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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어정의하기 과제를 노년층에게 실시한 연구는 많지 않다(Kim, 2015). 최근 치매
(dementia) 및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의 조기
진단을 위해서 일반노인의 인지ㆍ언어능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Bates et al.,
1995; Burda, 2011; Glosser, Deser, 1992; Hough, 2007; Kim et al.,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노
인들의 단어정의하기 능력에 대한 연구 결과는 노년층이 청장년층에 비해 단어정의하기 과제의 수
행력이 낮다는 정도의 보고에 그치고 있다(Kim, Choi, 2012). 이렇듯 노년층의 단어정의하기 능력
이 활발하게 연구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과제의 실시방법이 연구마다 상이하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Kim, 2015).
먼저 단어정의하기 과제의 실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시문을 제시한 횟수와 한 단어를
정의하는 데 소요되는 제한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거나 연구마다 다양하여 비일관적
이었다(Abeysignhe et al., 1993; Astell, Harley, 2002; Bayles, 2003; Hodges et al., 1996). 선행 연구에
서 언급한 단어정의하기 과제의 제시 횟수는 다음과 같았다.
지시문의 제시 횟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Astell, Harley, 2002), 제시 횟수가 두 번인 경우
(Kim, Choi, 2012; Lim et al., 2014), 지시문을 한 번만 들려주고 대상자의 반응이 없거나 부족하면
단순히 촉구(“더 말씀해 보세요.”)하는 경우(Gordon, Kindred, 2011; Hodges et al., 1996) 등으로 다양
하였다.
다음으로 한 단어를 정의하는 데 소요되는 제한시간의 경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Gordon, Kindred, 2011; Lim et al., 2014), 제한시간이 없이 원하는 만큼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
우(Astell, Harley, 2002), 한 단어 당 1분씩 제공한 경우(Hodges et al., 1996) 등으로 상이하였다.
노인들이 산출한 단어 정의내용을 채점하는 방법도 연구마다 다양하였는데, 크게 주관적 채점방
법과 객관적 채점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주관적 채점방법은 피검자가 정의한 내용을 일반성인들에게 제시하여 그 정의가 정확한지, 적절
한지, 부족한지를 질적으로 판단하게 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Astell, Harley, 2002).
객관적 채점방법은 단어 정의내용을 주요 의미자질과 부수 의미자질로 분류한 후, 피검자의 정
의내용에 포함된 주요 의미와 부수 의미의 개수에 따라 채점하는 것이다(Kim, Choi, 2012; Lim et
al., 2014).
주관적 채점방법의 문제점은 평정자의 언어능력 및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므로 평정자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객관적 채점방법은 의미자질의 개수에 따라 0-2
점, 0-3점, 또는 총점 등의 다양한 점수 배점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노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단어정의하기 과제의 지시문 제시 횟수, 한 단
어를 정의하는 데 소요되는 제한시간 및 채점방법을 분석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과제 실시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55세 이상의 일반노년층을 대상으로 노화에 따른 단어정의하기 능력의 변화를 보여
줄 수 있는 과제의 실시방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1) 노년층의 단어정의하기 과제의 지시문 제시 횟수를 확인한다.
2) 노년층이 한 단어를 정의하는 데 소요하는 제한시간을 확인한다.
3) 노화에 따른 단어정의하기 능력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채점방법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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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55세 이상의 일반 노
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노년층의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자기 보고에 따라 본인이 인
식하는 특정한 질환이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면담을 통해 폐, 신경계, 후두, 말-조
음기관, 청력에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와 심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셋째, 한
국판 간이정신상태 검사(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Kang, 2006)를 실시하여
16percentile 이상의 수행을 보인 경우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첫 번째 연구 목적인 노년층에게 적절한 단어정의하기 과제의 지시문 제시 횟수를 알아보기 위
하여 일반노인 20명(남자 10명, 여자 1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2.82
(±4.32)세, 교육수준은 7.71(±3.67)년이었다.
두 번째 연구 목적인 한 단어를 정의하는 데 소요되는 제한시간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반노인 20
명(남자 10명, 여자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3.53(±4.97)세, 교육수준은 8.60
(±2.61)년이었다.
세 번째 연구 목적인 노화에 따른 단어정의하기 능력 변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채점방법을 확
인하기 위하여 일반노인 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55-64세, 65-74세, 75-84세, 85세 이상의 네 연령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연령집단은 20명(남자 10명, 여자 10명)으로 구성되었다(Table 1). 위의
세 하위 연구들은 모두 다른 피험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 실시되었다(IRB#: 1-2011-0061).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normal elderly groups
Groups
No. of participants (M:F)
Mean age (±SD)
Mean years of
55-64 y.o.
20 (10:10)
61.50 (±2.61)
10.33
65-74 y.o.
20 (10:10)
70.64 (±2.92)
7.50
75-84 y.o.
20 (10:10)
78.70 (±2.83)
6.48
> 85 y.o.
20 (10:10)
87.33 (±2.48)
4.26
y.o.=years old; No.=number; M=male; F=female; SD=standard deviation

education (±SD)
(±4.16)
(±5.19)
(±4.26)
(±5.31)

2.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실시된 단어정의하기 과제는 다섯 개의 구체명사(‘토끼’, ‘수박’, ‘기차’, ‘선풍기’,
‘약국’)와 다섯 개의 추상명사(‘소풍’, ‘음악’, ‘질투’, ‘우정’, ‘농담’)로 구성되었다. 일부 선행연구들
은 단어정의하기 과제에서 구체명사만을 정의하도록 하였으나(Astell, Harley, 2002; Kim, 2014; Kim,
Choi, 2012; Lim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추상명사도 포함하였다. 구체명사와 추상명사는 질적
으로 다른 표상구조로 저장된다. 구체명사는 범주화된(categorical) 구조로 저장되어 상위어 및 하위
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반면 추상명사의 의미망(semantic network)은 수평적으로 뻗어있어
연상화된(associative) 구조로 저장되어 있다(Crutch, 2006).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여러 공식화된
지능검사도구 및 언어평가도구에서 구체명사와 추상명사를 함께 평가하고 있다(Weschler, 1991;
Wiig, Secord, 1991).
구체명사의 단어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플로리다 의미 검사(The Florida Semantics Battery;
Raymer et al., 1990)의 11개 의미범주(욕실용품, 이동수단, 가구, 동물, 채소, 과일, 식기, 의복,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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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 가전제품, 학용품)에서 각 범주마다 두 개의 단어를 선택하였다. 22개의 단어 중 1) 단어의
정의유형(지각적, 기능적, 분류적, 관계적 정의)이 다양하고(Hodges et al., 1996), 2) 생물 범주와 무
생물 범주에 속하는 단어를 골고루 선택하였다. 추상명사의 단어 선정을 위해 다섯 개의 의미범주,
즉 감정(예: 행복), 성격(예: 용기), 인간관계(예: 우정), 상태(예: 기대), 학문/예술/문화(예: 공연)에서
각 범주마다 5개의 단어를 선택하였다. 이 중 추상명사의 의미자질이 명확하여 정의하는 데 비교
적 어려움이 적은 단어들을 선택하였다(Kim, 2015).
피검자에게 연습문항으로 두 개의 단어를 정의하게 한 다음 본 문항을 제시하였다. 컴퓨터 화면
으로 단어를 보여주며, “지금부터 단어들을 보여드릴게요. 그 단어가 무엇인지 최대한 자세하게 많
이 말씀해 주세요. 많이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지시문을 제시하였다. 대상자에 따라
단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너무 짧게 반응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단어에 대해 최대한 많이 말
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2.3. 연구 절차
먼저 연구 대상자에게 인구학적 정보 및 건강 상태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한국판
간이정신상태 검사(K-MMSE)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단어정의하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검사자는
피검자와 조용한 방에서 일대일로 검사를 진행하였다.
단어정의하기 과제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단어 정의내용을 주요 의미와 부수 의미로 분류
하였다. 주요 의미는 노인들이 해당 단어에 대해 의미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이며, 부
수 의미는 주요 의미를 제외한 단어와 연관된 의미들이다. 주요 의미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바
탕으로 하여(National Academy of Korean Language, 1999) 일반 노인들이 빈번하게 표현하는 의미들
로 선정되었다(Lee, 2014). 예를 들면, ‘수박’의 정의내용 중 주요 의미는 ‘먹다’, ‘여름/더울 때’, ‘과
일’, ‘달다’, ‘수분이 많다’, ‘씨가 있다’, ‘둥글다’가 있으며, 부수 의미는 ‘건강에 좋다’, ‘밭에서 나
다’, ‘익다’, ‘열리다’, ‘크다’, ‘꼭지가 있다’ 등이 있다.
일반노인의 단어정의하기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지시문 제시 횟수를 확인하기 위해, 지시문
이 한 번 제시되었을 때 산출된 주요 의미 및 부수 의미의 개수와 두 번 제시되었을 때 산출된 개
수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단어를 정의하기에 적절한 검사 제한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검사 시 정
의내용을 녹음한 후 컴퓨터의 오디오 재생 프로그램에서 단어를 정의하는 데 걸린 시간을 분석하
였다. 마지막으로 노화에 따른 단어정의하기 능력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채점방법을 확인하기 위
해 두 가지 방법으로 채점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주요 의미 및 부수 의미의 개수에 따라 0-3점을
부여하는 방법이었다. 노인이 표현한 단어 정의내용에 주요 의미 3개가 포함되어 있으면 3점, 주요
의미 2개가 포함되어 있으면 2점, 주요 의미 1개 또는 부수 의미로만 표현되면 1점으로 채점되었
다. 두 번째 방법은 단어 정의내용에 포함된 주요 의미는 각각 2점씩, 부수 의미는 각각 1점씩 부
여한 후 합산한 총점을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단어 정의내용은 Cenix digital voice recorder S-10을 이용하여 녹음되었다. 검사가 끝난
후 녹음된 발화를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2.4. 자료 분석
자료는 SPSS Window versio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과제의 지시문 제시 횟수에 대한 비
교는 대응표본 t 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고, 한 단어를 정의하는 데 소요되는 제한시간은 기
술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채점방법에 대한 네 개 연령집단 간 비교는 교육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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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여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였다. 사후 분석은 Tukey를 이용하
였다.

3. 연구 결과
3.1. 단어정의하기 과제의 지시문 제시 횟수
일반노년층 20명을 대상으로 단어정의하기 과제를 실시하여, 지시문이 한 번 제시되었을 때 산
출된 의미자질의 개수와 두 번 제시되었을 때 산출된 의미자질의 개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지
시문이 한 번 제시되었을 때 산출한 주요 의미의 개수는 1.74(±1.08)개, 부수 의미의 개수는 0.75
(±0.91)개이었다. 반면 지시문이 두 번 제시되었을 때 산출한 주요 의미의 개수는 1.79(±1.07)개, 부
수 의미의 개수는 0.89(±0.97)개이었다. 대응표본 t 검정 결과, 지시문이 한 번 제시된 경우와 두 번
제시된 경우 산출된 주요 의미의 개수(t=-2.355, p<.05)와 부수 의미의 개수(t=-3.631, p<.001)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2. Number of meanings produced when presented instructions once vs. twice
No. of times
presenting instructions
Once
Twice
t
No. of meanings
No. of core meanings
1.74 (±1.08)
1.79 (±1.07)
-2.355*
No. of supplementary meanings
0.75 (±0.91)
0.89 (±0.97)
No.=number
*p < 0.05

3.2. 한 단어를 정의하는 데 소요되는 제한시간
일반노년층 20명을 대상으로 10개 단어를 정의하게 한 결과(총 200단어), 한 단어를 정의하는 데
걸린 평균 시간은 19.31(±9.23)초이었다. 한 단어를 정의하는 데 걸린 시간은 대부분 30초 이내였으
며, 30초 이상 소요된 단어들은 전체 자료의 9.5%(19/200)에 불과하였다. 노인들이 단어정의하기 과
제에 친숙하지 못한 경우 반응시간이 30초 이상 소요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과제의 제일 처음
제시되는 단어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다 (예: “이거에 대해 말하라는 거지요?”, “음.. 이제 말하면 되
나요?”). 그 외 단어들의 경우 일반노인들이 30초 이후에 보이는 반응은 앞에 나온 내용을 반복하
거나, 단어와 연관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거나(예: 내가 3학년 때 소풍을 대공원으로 갔
었는데..) (Han, 2010), 추가적인 반응을 하기 위해 침묵하고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어서, 결과적으로
최종 점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노인들은 30초 내에 본인이 알고 있는 정의내용
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으며, 30초 이후의 시간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응들이 나타
나 결국 불필요한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3.3. 단어 정의내용에 대한 채점방법
네 개의 연령집단으로 분류된 일반노년층 80명을 대상으로 교육년수를 통제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0-3점으로 채점한 방법은 집단 간 점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3,77)=30.156,
p<.001). Tukey 사후분석 결과, 55-64세 집단과 65-74세 집단 간을 제외한 모든 집단 간에 점수 차
이가 유의하였다. 단어 정의내용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도 집단 간 점수 차이가 유의하였다(F(3,
77)=56.816, p<.001). Tukey 사후분석 결과, 네 개의 모든 연령집단 간에 점수 차이가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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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채점방법 모두 연령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었으나, 0-3점 채점방법은 55-64세와 65-74세의
초기 노화에 접어든 두 연소노인(young elderly) 집단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두 가지 채점방법
에 따른 네 연령집단 간 단어정의하기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공분산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Comparison of word definition task performance between 0-3 point score and total score
0-3 Point Score
Total score
Scoring
Age groups
Mean scores (±SD)
Tukey
Mean scores (±SD)
Tukey
55-64 y.o.a
19.65 (±5.60)
50.70 (±1.79)
a>c, d***
a>b, c, d***
65-74 y.o.b
18.65 (±6.90)
44.15 (±2.24)
b>c**, d***
b>c, d***
c
75-84 y.o.
17.20 (±5.74)
37.47 (±1.83)
c>d***
c>d***
d
> 85 y.o.
14.91 (±7.16)
31.39 (±2.29)
y.o.=years old; SD=standard deviation
**p < 0.01, ***p < 0.001

4. 논의
본 연구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단어정의하기 과제의 실시방법을 살펴보고
그 제한점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단어정의하기 과제를 실시할 때 노인에게 제시
되는 지시문의 횟수, 한 단어를 정의하는 데 소요되는 제한시간, 단어 정의내용의 채점방법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단어정의하기 과제의 지시문 제시 횟수가 한 번인 경우와 두 번인 경우를 비교한 결과,
지시문을 두 번 제시한 경우에 산출된 주요 의미와 부수 의미의 개수가 지시문을 한 번 제시한 경
우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지시문 제시 횟수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거나(Astell, Harley, 2002) 지시문을 한 번만 제시한 경우(Hodges et al., 1996; Gordon,
Kindred, 2011), 과제 수행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함을 시사한다. 지시문을 한 번만 제시하여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정의내용을 최대한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
문에, 노인의 단어정의하기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지시문의 제시 횟수를 일관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대상자가 산출하는 발화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시문을 한 번 제시한 경우와 두 번 제시한 경우 산출된 주요 의미와 부수 의
미의 개수에 차이가 없다면, 과제 수행 시간의 단축을 위해 지시문을 한 번만 제시해도 충분하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번 제시했을 때 노인들은 단어의 부수 의미뿐만 아니라 주요 의미
도 유의하게 많이 산출하였다. 지시문을 두 번 제시했을 때 산출한 발화량이 단순히 양적 측면에
서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단어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단어정의하기 과제를 통해 노인의 의미론적인 지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시문을 두 번
제시하여 대상자가 갖고 있는 언어능력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인의 경우 한 단어를 정의하는 데 소요되는 제한시간은 30초가 적절하였다. 노인들은
전체 단어의 90% 이상을 30초 이내에 충분히 정의하였다. 30초 이상 소요된 경우는 전체 자료의
9.5%에 불과하였으며, 10개 단어로 구성된 과제의 제일 처음에 제시되는 단어에서 빈번하게 발생
하였다. 그 이유는 노인들이 “이거에 대해 말하라는 거지요?”, “음.. 이제 말하면 되나요?” 등의 발
화로 실시 방법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었다. 단어정의하기 과제의 본 문항을 실시하기
전에 두 개의 연습 문항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인지기능의 저하로(Kang, 2016) 과제
에 대한 이해력과 적응력이 청장년층에 비해 낮아 반응시간이 지연되었다. 따라서 노인에게 검사

일반노년층의 단어정의하기 과제의 실시방법

977

를 실시할 때 본 문항에 앞서 충분한 연습 문항을 제시하고, 단어가 제시되면 바로 단어의 뜻을
말하라는 추가적인 지시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한편, 노인들은 간혹 단어를 정의하는 데 30초 이상
소요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 30초 이후에 제시된 정의내용은 앞에 나온 내용의 단순 반복, 단어와
연관된 개인적인 경험 이야기, 추가적인 반응을 하기 위해 침묵 시간이어서 단어정의하기 과제의
최종 점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노인들은 한 단어에 대해 30초 내에 충분히 본
인이 알고 있는 정의내용을 표현할 수 있었다. 30초 이상 시간을 제공하여도 점수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으나, 과제를 실시하는 전체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노인들은 노화로 인해 주의력 및 작업
기억력이 감퇴하므로(Commodari, Guarnera, 2008; Connor, 2001; Craik, 2000) 과제 실시 시간을 단축
시켜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 단어정의하기 과제의 실시결과를 채점하는 방법은 검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일반노년층을 대상으로 언어 과제를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
환을 조기 진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어정의하기 과제의 채점방법
은 노화에 따른 단어정의하기 능력의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특히 초기 노화 과정에서의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 정의내용에 포함된 의미자질을 주요 의미와 부수 의미로 분류
한 다음 0-3점을 부여하는 방법과 각 의미자질에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으로 합산하는 방법을 비교
하였다. 두 가지 채점방법 모두 연령집단 간 단어정의하기 능력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요
한 차이점은 총점의 채점방법이 모든 연령집단 간 차이를 보여준 반면 0-3점 채점방법은 55-64세
와 65-74세 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 채점방법 모두 노화에 따른 단어정의하
기 능력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총점으로 채점하는 방법이 초기 노화에 접어든
연소노인(young-old elderly; Neugarten, 1974)의 언어능력 감소를 더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노년층의 단어정의하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실시방법들을 살펴보았다. 일반노
인의 언어검사 결과가 청장년층에 비해 저조하다는 단순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방법
들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노화에 따른 언어능력의 변화이며, 특히 노화
초기 단계의 연소노인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화에 따른 언어능력의 변화를 더
욱 민감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노화에 따른
노년층의 단어정의하기 능력 변화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반노년층을 대상으로 단어정의하기 과제를 실시할 때 고려되어야 할 지시문의 제
시 횟수, 한 단어를 정의하는 데 소요되는 제한시간, 채점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노년층의 언어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노화에 따른 변화를 민감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이 도
출되었다. 먼저 단어정의하기 과제를 실시할 때 노인들에게 지시문을 두 번 제시하여야 충분한 정
의내용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단어를 정의하는 데 소요되는 제한시간은 30초가 적절하였다. 대부
분의 노인은 30초 내에 단어에 대한 정의내용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다. 반면 제한시간을 30초
보다 길게 제시할 경우 단어정의하기 점수에는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로 과제
의 총 수행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채점방법은 주요 의미와 부수 의
미에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한 총점방법이 초기 노화 과정에 있는 연소노인의 언어능력 변화를 민
감하게 보여주었다.
노화에 따른 언어능력을 반영하는 다양한 과제들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노화로 인한 초기 인지ㆍ언어 영역의 변화를 파악하여 조기 진단 및 예방에 활용되고 있다.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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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노년층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본 연
구는 선행 연구에서 비일관적으로 적용되었던 단어정의하기 과제의 실시방법 상의 제한점을 분석
하여 노년층에게 적합한 방법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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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Methods of Word Definition Task for Normal
Elderly
Soo Ryon Kim1, HyangHee Kim2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tle the problems that word definition tasks have
been conducted utilizing inconsistent administration methods. Number of times presenting
instructions, time limit for defining a word, and scoring method were investigated to find
the proper way to reveal word defining ability of the elderly. First, when the task
instructions were presented two times, most of the normal elderly could produce sufficient
semantic features of target word. Second, the elderly could complete a word definition with
in 30 seconds. Third, two scoring methods (0-3 point scoring vs. total score) were compared
among four age groups (55-64, 65-74, 75-84, and over 85 years old). The 0-3 point scoring
did not show the difference between 55-64 and 65-74 years old groups, but the total scoring
demonstrated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all age groups. As cognitive abilities such
attention and memory deteriorate with aging, the language task for the elderly should show
the age-related changes. In particular, the task should be sensitive to the performance of
young-old elderly (55-74 years old) for early diagnosis and prevention of age-related
diseases. It is worthwhile to note that this study identify the guidelines for administration
methods of word definition task for elderly people.
Keywords : normal elderly, word definition, instruction, time limit, scor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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