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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증도에 따른 의사소통 상황별 어휘

: 실어증 입원 환자의 보호자 보고를 중심으로

실어증은 언어적 결함을 동반하므로, 실어증 환자들은 다양한 의사소

통 상황에서 참여 제약을 겪게 된다. 언어치료사는 이들의 의사소통 중

재를 위해 환자들이 처한 환경과 관련된 어휘를 파악하여 이를 활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 중심의 의사소통

상황과 관련 어휘를 수집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입원중인 실어증 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환자가 병원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과 관련

어휘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환자의 실어증 중증도에 따라 경도,

중등도, 심도로 나누어 각 군 당 20명씩 총 60명을 모집하였다. 설문지

는 문헌조사와 소규모 적용을 거쳐 최종 개발하였으며, 총 11가지 의사

소통 상황과 780개의 어휘로 구성하였다. 보호자에게 각 의사소통 상황

에 대한 참여 필요성과 참여 제약을 느끼는 정도를 0점(필요 없음/제약

없음)부터 3점(매우 제한됨/매우 필요함)까지 4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

였고, 각 상황에 포함되는 하위 어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시 4점 척

도로 표시하게 하였다. 의사소통 상황은 ‘우선적 의사소통 상황’과 ‘제약

적 의사소통 상황’을 선정하여, 이것이 실어증 중증도 군 간에 순위 상

상관성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상황별 기능적 어휘’와 ‘상황 간

공통 어휘’를 선정하여 목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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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도, 중등도 군 환자의 보호자는 참

여 요구가 높으면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고 보고한 상황에 ‘사회적 친밀

감 형성하기’를 포함하였다. 반면, 심도 군 환자의 보호자는 ‘사회적 친

밀감 형성하기’보다 ‘개인위생: 몸 씻기, 목욕’이 더 필요한 동시에 제약

도 많이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즉, 의사소통기능 수준이 낮을수록 더 기

본적인 생활 영위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긴급한 상황 알리기’의 경우 중등도, 심도 군에서는 ‘우선적 의

사소통 상황’과 ‘제약적 의사소통 상황’으로 모두 1∼2순위의 높은 순위

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경도 군에서는 ‘우선적 의사소통 상황’으로 1순

위를 기록한데 반해 ‘제약적 의사소통 상황’으로는 5순위를 기록하였는

데, 이는 환자가 의료진이 항시 대기 중인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이었다.

셋째, ‘상황별 기능적 어휘’는 의사소통기능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의사소통 상황에 참여하기 위한 어휘는 환자의 실어증 중증

도에 관계없이 유사하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부사 어휘는 ‘상황

간 공통 어휘’로 선정되며 그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반영하여 보호자 보고를 통해

실어증 환자의 의사소통기능에 따른 수준별 어휘 수집을 시도한 점, 이

해 및 표현 어휘를 모두 고려함으로써 선행연구보다 광범위한 어휘를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되는 말: 실어증, 중증도, 병원 환경 의사소통, 상황별 어휘, 보호

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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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에 따른 의사소통 상황별 어휘

: 실어증 입원 환자의 보호자 보고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향 희>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지 혜

Ⅰ. 서론

1. 이론적 배경

의사소통의 성공 여부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인

간은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

며, 상대방과 감정을 공유하고 친밀감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

할 수 있다.1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러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 능력의 손상(impairment)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제

한(limitation)과 사회적 참여 제약(restriction)까지의 모든 불이익을 내포한다.2

이는 곧 정서적인 위축과 사회적 고립감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삶의 질마저

저하시키는데, 이러한 의사소통 문제는 실어증 환자에서도 관찰된다.3

실어증이란 언어습득시기 이후 뇌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천적인 언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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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 병소(lesion) 부위와 손상의 정도에 따라 실어증의 유형과 중증도가 달

라진다. 실어증 환자는 이해하고, 말하고, 읽고, 쓰는 네 가지 언어 양식 모두

에 걸쳐 결함을 보이면서 의사소통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4 특히 명

칭실증(anomia)은 실어증 하위 유형에 상관없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언

어적 결함으로, 대화 시 필요한 사물이나 동작의 이름을 말해야 할 때 적절한

단어가 인출되지 않는 현상이다. 이는 착어, 에두르기, 간투사 등의 오류들로

나타나게 되며, 의사소통을 단절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실어증 환자의 기능적

인 의사소통 수행력을 저하시킨다.5 기능적 의사소통(functional communi-

cation)이란, 개인이 현재 갖고 있는 말·언어 능력을 실제 일상생활에서 효과

적으로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말한다.6 즉, 실어증 환자는 언어 능력

이 손상되어 의사소통에 효율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회적 참여 제

약을 경험하고, 이로 인한 고립감과 불안 및 우울 등의 심리적인 문제까지 겪

게 된다.7

실어증은 뇌졸중(stroke)과 같은 혈관성(vascular) 질환에 기인하는 경우가

약 80%에 달하는데, 그 출현율은 노년층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8 또한 예

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연령 요인은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다.9,10 따라서 실어증은 노년기 의사소통 능력에 더욱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언어치료사들은 실어증 환자 중에서도 특히 노년층에 주목하여

이들의 의사소통 결함 정도와 의사소통기능 수준을 파악하여 적절한 중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사소통 중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의사소통 장애인이 가진

언어적 결함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재 가지는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의사소통을 기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다양한 상호작용에

효율적으로 관여하게 하는 것이다.4 즉, 의사소통 장애인이 언어적 결함으로

겪는 참여 제약을 최소화하여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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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궁극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11 이는 근거기반

실무 모델(evidence-based practice model)의 원칙하에 최적의 치료법을 제공

하면서도 내담자의 가치(patient value)를 우선시하여 치료의 내용(contents)을

구성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중재효과이다.4

치료의 내용이 되는 어휘는 화자의 인지능력, 연령, 성별, 문화나 사회적 지

위 등에 따라 달라지며, 대화 상대자나 환경과 같은 의사소통 상황(context)에

도 영향을 받는다.11 예를 들면, 여자와 남자는 선호하는 어휘가 서로 다르며,

말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12 연령에 따라서는 사용하는 어휘 뿐 아니라

대화 주제도 달라지며,13 ‘낯선 이’와 대화 시에는 말의 내용이 친구나 가족과

대화할 때와는 달라질 것이다. 더불어 어휘의 속성이나 난이도, 단어 친숙도

(familiarity)에 따라 어휘가 환자의 수행력이나 일반화에 미치는 영향 수준이

달라지는데,14-18 실어증 환자의 손상된 언어 능력이 개인마다 각기 다르기 때

문이다. 따라서 실어증 환자의 의사소통 중재 시 적절한 목표 어휘를 선정하

기 위해서는 환자의 언어적 손상 뿐 아니라 개인의 특성 및 의사소통 환경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즉, 실어증 환자가 처한 환경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의

사소통 상황들(예: 몸 상태 설명하기)에 대한 과제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목표

수준과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해 중재에 필요한 어휘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료 전문가들은 노년기에 발생하는 뇌졸중의 경우 합병증 예방과 재

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기 검진과 추후 관리를 권고하고 있다.19 뿐만

아니라, 뇌졸중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영향을 주

는 만성적인 기능 장애를 수반하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는 보호자의 장기적인

간병이 요구된다.20 이에 환자들은 건강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를 받기 위

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도 많다.21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노

년층 실어증 환자의 의사소통 중재에서는 병원이라는 환경이 반드시 반영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년층 실어증 환자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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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상황 중에서도, 어떤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지, 더욱 참여하기를 원하

는지 상황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중재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입원 중인 뇌졸중 환자의 기본적 일상생활(Basic Activity of Daily Living,

이하 BADL) 항목은 외래 환자의 항목과 다르다.22 마찬가지로, 의사소통 상황

도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는 다를 수 있다. 뇌졸중 환자의 실용의사소통능력

(Communicative Activity of Daily Living, 이하 CADL)항목을 살펴보면, ‘쇼

핑’, ‘전화로 음식 주문하기’, ‘병원 방문하여 외래 진료받기’ 등의 항목이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경험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들이다.23

따라서, 노년층 실어증 환자가 경험하는 병원 중심의 의사소통 상황은 일반적

인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고, 환자들이 각 상황들에 적극적인 의사소통

자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어휘는 무엇인지 수집할 필요가 있다.

어휘 목록 구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AC) 분야에서 핵심 어휘를 수집하는 목적

으로 이루어져 왔다. AAC는 구어와 문어 의사소통 방식을 포함하여 말과 언

어의 표현 및 이해에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들의 손상과 활동의 한계, 이로 인

한 참여 제한 등을 연구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시도들을 말한다.24

AAC 체계에는 손상된 의사소통 기술을 보완 및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징(symbols)이 있는데, 발성이나 제스처, 표정과 같은 비도구적(unaided) 상

징과 그림이나 사진 등의 도구적(aided) 상징이 포함된다.11 AAC 중재 성패는

이러한 AAC 체계에 적용된 어휘가 사용자에게 얼마나 적절한가에 달려있기

에, 국내외의 AAC 연구자들은 ‘핵심 어휘(core vocabulary)’와 ‘부수 어휘

(fringe vocabulary)’를 밝혀 AAC 적용과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자 하였다.25-45

여러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어휘의 판별 기준은 다양한데, 먼저 ‘핵심 어휘’

는 여러 사람들이 높은 빈도(high frequency)로,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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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로서, 대명사, 전치사, 접속사 등과 같은 기능어(function

word)와 동사, 형용사와 같은 내용어(content word)가 포함되며,25-27 의사소통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다양한 연령에서 높은 공통성을 보인다.28 화자

가 실제로 표현하는 어휘를 중심으로 해당 어휘의 누적 빈도를 계산한 뒤,

1000낱말 당 출현율을 분석하여 고빈도 어휘를 추출하는데, 한국어의 경우 .

2‰을 기준으로 한다.29 이 외에도 상위 500개의 어휘를 제시하거나,30 어휘 공

통성이 높은 어휘로서 과반수(50%) 이상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어

휘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31 반면 ‘부수 어휘’는 화자가 실제로 표현하는 어

휘를 중심으로 하나, 좀 더 개별적인 요구가 반영된 어휘 목록이다. 때문에

‘핵심 어휘’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낱말을 포함하는데, 주로 저빈도 어휘

로 명사가 다수를 이룬다.32,33

또한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기능적 어휘

(functional vocabulary)'라는 개념으로 어휘를 수집하기도 한다. ‘기능적 어휘’

란 화자가 의사소통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어휘로서,

선행 연구에서는 읽기 단어를 중심으로 어휘를 수집하였는데,34,35 이해가 필요

한 어휘까지를 다룬다는 점에서 ‘핵심 어휘’나 ‘부수 어휘’와는 다른 의미를 가

진다.

이러한 어휘 목록 개발은 수집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

는 생활 연령이나 환경이 유사한 정상 화자의 자발화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

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설문지를 활용한 보호자 보고 방식으로, 자발화 수집

과는 다르게 정상 화자가 아닌 환자를 대상으로 어휘를 수집할 때 사용된다.

실제로 이는 재활 전문가로부터 보고되는 정보보다도 더욱 구체적이고 유용할

수 있다.46 Shewan & Kertesz(1984)의 연구에서 실어증 환자가 겪는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조사하기 위해, 환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설

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환자의 보호자는 실어증에 대한 전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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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접하지 못한 경우라도 일상생활에서 환자를 간병하면서 경험하는 상황

들을 통해 환자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는 요인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

다.47 따라서 보호자 보고를 통한 어휘 수집 방법은 구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환자의 의사소통 요구를 반영하는 데에 상당히 타당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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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실어증 환자는 그들의 언어적 결함으로 인해 의사소통에서의 단절뿐만 아니

라 심리·사회적인 문제까지 경험하게 된다. 언어치료사는 이러한 실어증 노인

환자의 의사소통 중재 시, 적절한 목표 어휘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 연구 결과

를 활용하여 치료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병원 중심의 의사소통 상황과 어휘를 수집한 국내 연구

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지난 30년간, 어휘 목록 연구는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성인,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다.25-45 먼저 정상군을 대상으

로 하여 자발화를 분석함으로써 고빈도 어휘를 수집한 연구로는 두 개의 연구

가 있다. 정상 성인 20명을 포함하여 핵심 어휘를 추출한 김영태 등(2003)의

연구와,48 20대에서 30대로 구성된 평균연령 31.42세의 정상 성인 12명을 대상

으로 대화를 분석하여 어휘를 수집한 신상은(2017)의 연구인데,49 두 선행연구

모두 성인을 대상으로 어휘를 수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대상자로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년층 의사소통 중재에 적용하기

는 적절치 않다.

반면 실어증 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통해 어휘를 수집

한 연구는 정세은(2009)의 연구가 유일한데, 비록 보호자 보고 방식이기는 하

나 실어증 환자의 실용의사소통 상황을 반영한 필수 산출 어휘를 수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50 그러나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Korean version-the

Western Aphasia Battery, 이하 K-WAB) 상 유창성 점수 5점 이하의 중증

비유창실어증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선정된 어휘의 수가 다소 제

한적이며, 이해 측면에서의 어휘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년층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다소 특수하지만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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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처하는 환경인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상황을 중심으로 실어

증 환자 전반에 적용 가능한 어휘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해 및 표현

모두를 고려한 ‘기능적 어휘’의 개념으로 광범위한 어휘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 실어증 환자를 실어증 중증도에 따라 경도, 중

등도, 심도의 세 군으로 나누어 병원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 중에서도 환자들이 어떤 상황에 더욱 참여하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에

더욱 제약을 받는지, 그리고 이것이 의사소통기능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각각의 의사소통 상황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

적 어휘, 상황 간의 공통 어휘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노년층 실어증 환자에

게 중재 필요성이 높은 의사소통 상황과 어휘는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이들

의 의사소통 중재 시 어휘 선정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추후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 AAC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어휘 선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AAC를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될

국내 잠재 수요자는 후천적인 의사소통 장애 성인의 경우 약 31만 3,6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51 또한, 언어치료 목표 설정에 있어 실어증 환자의 보

호자들은 언어치료사에 비해 ‘AAC 활용’을 좀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52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를 통해 AAC가 필요한 성인 의사소통 장애

인의 예상 수요에 따라 추후 이루어질 AAC 연구 및 적용을 위한 유용한 기

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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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앞서 언급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보호자 보고에 따라, 병원 환경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노년층 실어증 환자는

실어증 중증도(경도, 중등도, 심도)에 따라

가. 11가지 상황별 기능적 어휘는 무엇인가?

나. 11가지 상황 간 공통적 어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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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일반적으로 어휘 수집 연구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바와 같이 대상자

의 대화나 자발화를 수집하여 산출된 어휘의 빈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

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언어적 결함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발화 내 어휘 빈도 분석은 연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노년층 실어증 환자의 보호자가

필요한 어휘 및 표현을 보고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어휘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전반적인 절차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과제번호: 4-2018-0026)의 승인을 거쳐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병원 담당자에게 미리 연구 진행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규정된 동의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실어증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하면서 참여 의사를 물어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는 대상자 동의 획득 절차에 따라 연구 참여에 대

한 서면동의를 얻었다(부록 1).

연구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째, 설문지 개발 과정인

1차 연구 단계, 두 번째는 1차 연구를 통해 개발된 최종 설문지를 적용(배포

및 회수)하는 2차 연구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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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대상

가. 대상자 정보: 환자군

환자군 선정 기준으로는 (1) 만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 (2) 설문 조사 당시

병원에 입원 중, (3) 진료 기록에 K-WAB 검사 결과 실어증으로 진단받은 경

우에만 연구 대상자로 포함하였다. (4) 환자의 실어증 중증도에 따라 경도, 중

등도, 심도의 세 군으로 나누어 모집하였으며, 이는 ‘한국판 의사소통기능 설

문평가지(The Communicative Effectiveness Index, 이하 CETI, 이옥분,

2013)’를 실시하여 환자의 의사소통기능 점수에 따라 분류하였다. 1차 연구에

서는 경도군 4명, 중등도군 3명, 심도군 3명, 총 10명의 대상자를, 2차 연구에

서는 각 군당 20명씩 총 6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1차 연구에 참여한

10명이 모두 2차 연구까지 진행하여 총 대상자 수는 60명이었다.

경도군은 남자가 12명, 여자가 8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만 75.4(±5.38)세였

다. 최종학력은 중학교 졸업(7∼12년)이 10명, 고등학교 졸업 이상(13년 이상)

이 10명이었다. 진단명은 뇌경색이 10명, 뇌출혈이 10명이었다. 전반적인 실어

증 중증도를 파악하기 위해 CETI를 실시한 결과, 환자가 직접 보고한 최대

문항의 수는 평균 15.6(±0.89)개, 총점 80점 중 평균은 52(±2.34)점(범위=49∼

57점)이었다. 인지-언어 능력은 ‘노년기 인지-언어 능력에 대한 정보제공자 보

고형 평가척도(Informant-Report Scale on Cognitive-Linguistic Abilities of

Elderly, 이하 ISCOLE, 이미숙, 2016)’를 실시하여 살펴본 결과, 총점 108점 중

평균 14.8(±4.35)점(범위=8∼25점)이었다.

중등도군은 남자가 9명, 여자가 11명으로, 평균 연령은 만 77.4(±6.72)세였

다.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업(1∼6년)이 1명, 중학교 졸업이 11명, 고등학교

졸업이 8명이었고, 진단명은 뇌경색이 10명, 뇌출혈이 10명이었다. CETI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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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어증

중증도
대상자 성별 연령1

최종

학력
진단명 CETI2,3 ISCOLE2,4

보호자

유형

경 도

1 남 70 고졸 뇌출혈 51(16) 15 가족

2 여 78 중졸 뇌경색 51(16) 17 가족

3 남 65 고졸 뇌출혈 52(16) 12 가족

4 여 76 중졸 뇌경색 49(13) 25 가족

5 여 73 고졸 뇌출혈 51(16) 15 가족

6 여 77 고졸 뇌출혈 50(15) 18 가족

7 남 76 고졸 뇌경색 57(16) 9 가족

8 남 68 중졸 뇌출혈 53(16) 12 가족

는 평균 42.1(±3.46)점(범위=38∼48점, 환자가 직접 보고한 최대 문항 수의 평

균=12.2(±3.31)개), ISCOLE 점수는 평균 34.7(±8.16)점(범위=20∼47점)이었다.

심도군은 남자 8명, 여자 12명으로, 평균 연령은 만 78.3(±6.36)세였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2명, 중학교 졸업이 10명, 고등학교 졸업이 8명이었

고, 진단명은 뇌경색이 12명, 뇌출혈이 8명이었다. CETI 점수는 평균

33.0(±3.64)점(범위=23∼37점, 환자가 직접 보고한 최대 문항 수의 평균

=3.9(±1.60)개), ISCOLE 점수는 평균 53.5(±7.79)점(범위=40∼69점)이었다(표 1).

카이스퀘어 검사(chi-squate 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크루

스칼-월리스 검사(Kruskal-Wallis test) 결과 세 군 간에는 성별(χ2=1.74,

p=.420), 연령(F=1.15, p=.323), 그리고 학력(H=.983, p=.612)의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 정보: 환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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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도

(계속)

9 남 72 고졸 뇌출혈 52(16) 13 가족

10 여 78 중졸 뇌경색 49(14) 19 간병인

11 남 85 중졸 뇌출혈 50(14) 23 간병인

12 남 76 고졸 뇌경색 55(16) 11 간병인

13 남 78 고졸 뇌경색 52(16) 13 간병인

14 여 74 중졸 뇌경색 55(16) 10 간병인

15 남 75 중졸 뇌출혈 51(16) 15 간병인

16 여 72 고졸 뇌경색 54(16) 13 간병인

17 여 68 고졸 뇌출혈 56(16) 8 가족

18 남 81 중졸 뇌출혈 52(16) 14 간병인

19 남 86 중졸 뇌경색 49(15) 18 간병인

20 남 79 중졸 뇌경색 51(16) 16 간병인

중등도

1 남 80 중졸 뇌경색 38(7) 45 가족

2 여 73 고졸 뇌경색 38(9) 44 간병인

3 여 68 고졸 뇌출혈 44(14) 33 가족

4 남 67 고졸 뇌출혈 46(16) 26 가족

5 여 85 중졸 뇌출혈 39(12) 41 간병인

6 여 77 중졸 뇌경색 40(11) 38 간병인

7 여 79 중졸 뇌출혈 42(13) 35 가족

8 남 76 중졸 뇌경색 48(16) 22 가족

9 남 66 고졸 뇌경색 42(12) 36 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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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

(계속)

10 여 79 중졸 뇌경색 41(12) 34 간병인

11 여 76 중졸 뇌출혈 40(11) 35 간병인

12 남 77 중졸 뇌출혈 39(9) 40 간병인

13 여 87 초졸 뇌경색 45(16) 29 간병인

14 남 75 고졸 뇌출혈 41(13) 31 간병인

15 여 81 중졸 뇌경색 47(16) 24 간병인

16 여 72 고졸 뇌경색 46(16) 27 간병인

17 남 88 중졸 뇌출혈 38(6) 47 간병인

18 여 85 고졸 뇌출혈 39(7) 46 간병인

19 남 86 중졸 뇌출혈 41(11) 39 간병인

20 남 70 고졸 뇌경색 48(16) 20 간병인

심 도

1 여 85 고졸 뇌경색 37(7) 40 간병인

2 여 83 중졸 뇌경색 23(2) 69 간병인

3 여 86 초졸 뇌경색 33(4) 58 간병인

4 남 70 고졸 뇌경색 34(6) 55 가족

5 여 79 중졸 뇌출혈 36(4) 48 간병인

6 남 67 고졸 뇌경색 33(4) 57 간병인

7 여 77 고졸 뇌출혈 37(5) 44 간병인

8 여 80 중졸 뇌출혈 34(3) 54 간병인

9 남 78 고졸 뇌경색 35(4) 50 간병인

10 남 75 중졸 뇌경색 35(5) 49 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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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도

(계속)

11 남 80 중졸 뇌출혈 30(3) 60 가족

12 여 74 중졸 뇌경색 34(4) 54 가족

13 남 68 고졸 뇌출혈 37(6) 43 가족

14 여 82 중졸 뇌출혈 33(3) 55 간병인

15 여 85 중졸 뇌경색 32(2) 59 가족

16 여 73 중졸 뇌출혈 36(5) 43 간병인

17 여 88 초졸 뇌경색 27(1) 65 간병인

18 남 76 고졸 뇌출혈 35(5) 48 간병인

19 여 72 고졸 뇌경색 30(2) 57 간병인

20 남 87 중졸 뇌경색 29(2) 62 간병인

1 단위: 세
2 값: 점수(환자가 직접 보고한 문항 수)
3 CETI: The Communicative Effectiveness Index (총점: 80점, 총 16문항)
4 ISCOLE: Informant-Report Scale on Cognitive-Linguistic Abilities of the Elderly (총점:

108점, 총 2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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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자 정보: 보호자군

위의 기준을 만족하는 환자의 보호자로, (1)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들 중

(2) 환자의 일과를 가장 많이 공유하여 시간을 보내는 경우에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경도군 보호자는 남자가 1명, 여자가 19명으로, 평균 연령은 53.3(±8.97)세였

으며, 보호자 유형은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 11명(55%), 간병인이 9명

(45%)이었다. 환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일당 최저 6시간부터 12시간까지 평

균 9.0(±1.49)시간이었다.

중등도군 보호자는 여자 20명, 평균 연령은 58.0(±4.99)세였으며, 보호자 유

형은 가족 7명(35%), 간병인 13명(65%)이었다. 환자와 함께 보내는 평균 시간

은 일당 9.5(±1.43)시간(범위=7∼12시간)이었다.

심도군 보호자는 남자 1명, 여자 19명으로, 평균 연령은 57.4(±6.25)세였으

며, 보호자 유형은 가족 8명(40%), 간병인 12명(60%)이었다. 환자와 함께 보

내는 평균 시간은 일당 9.7(±1.81)시간(범위=7∼12시간)이었다(표 2). 카이스퀘

어 검사(chi-squate test), 크루스칼-월리스 검사(Kruskal-Wallis test) 결과 세

군 간에는 보호자의 성별(χ2=1.03, p=.596) 및 연령(H=3.89, p=.143), 보호자 유

형(χ2=1.77, p=.414), 그리고 환자와 보내는 시간(H=1.81, p=.405)의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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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어증

중증도
인구학적 특성

경 도

성 별1

남 1

여 19

연 령2,4 53.3(±8.97)

환자와의

관 계1

가 족 11

간병인 9

환자와

보내는 시간3,4
8.6(±1.73)

중등도

성 별1 여 20

연 령2,4 58.0(±4.99)

환자와의

관 계1

가 족 7

간병인 13

환자와

보내는 시간3,4
10.1(±1.50)

표 2. 대상자 정보: 보호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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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도

성 별1

남 1

여 19

연 령2,4 57.4(±6.25)

환자와의

관 계1

가 족 8

간병인 12

환자와

보내는 시간3,4
10.2(±1.61)

1 단위: 명
2 단위: 세
3 단위: 시간
4 값: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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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의 각 보호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은 뒤에, 기본 정보 수집, 환자의 실어증 중증도 및 인지-언어 능력

평가, 설문지 배부, 보호자의 설문지 작성, 설문지 회수 순으로 연구를 실시하

였다. 설문지는 증례 기록지 A와 B 두 가지로 나뉜다. ‘부록 2. 증례 기록지

A’는 환자 및 보호자의 기본 정보, 환자의 실어증 중증도 및 인지-언어 능력

평가를 포함하며, 연구자가 기관에 처음 방문하였을 때 환자와 보호자와의 면

담을 통해 직접 작성하여 즉시 회수하였다. ‘부록 3. 증례 기록지 B’는 보호자

가 직접 기록하는 설문지로, 설문지 작성 방법에 대한 보호자의 충분한 숙지

가 이루어졌다는 판단 하에 약 일주일간 이루어졌다. 설문지 회수는 배부일

기준 7일 뒤에 연구자가 기관을 직접 재방문하여 회수하였다.

가. 기본 정보 수집

(1) 인구학적 특성

환자와 보호자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환자의 성별과 연령, 최종 학력, 입원

여부와 입원 기간을 조사하였다. 더불어 설문 응답자인 보호자의 성별과 연령,

최종 학력, 환자와의 관계, 환자와 보내는 시간을 조사하였다.

(2) 병력

환자의 진단명과 실어증 진단 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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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판 의사소통기능 설문평가지(CETI)

환자의 실어증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해 CETI를 사용하였다. CETI는 뇌 손

상 성인의 기능적인 의사소통 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고안된 검사도구로

Lomas et al(1989) 개발되어 이미 여러 나라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어

왔으며, 웨스턴 실어증 검사의 실어증 지수와도 상관성이 검증되어 연계 가능

성이 입증되었다. 뿐만 아니라 실어증 환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전반적인(general) 결과를 얻는 데에 기존의 언어중심 평가(예: 웨스턴 실어증

검사)에 비해 좀 더 적합할 수 있다.53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판의 경우 번안 과정을 거치면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항상 그

렇다)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수정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환자가 직접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것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대신 보고하여 기

록할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것으로 간주

되며, 얻은 점수(총점 80점)를 기준으로 경도(48.2≦χ<58.8), 중등도(37.6≦χ

<48.2), 심도(χ≦37.6)로 대상자를 분류하였다.54

(4) 노년기 인지-언어 능력에 대한 정보제공자 보고형 평가척도(ISCOLE)

환자의 인지-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ISCOLE를 사용하였다. ISCOLE는

정보제공자, 즉 보호자의 보고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지-언어

능력이 손상된 성인 환자에 대해서도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얻

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총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점(아니다)

부터 4점(항상 그렇다)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반응을 기록할 수 있다. 총점은

108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인지-언어 능력이 보존된 것으로 판단한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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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문 조사

(1) 의사소통 상황 및 어휘 수집 설문지

의사소통 상황 및 어휘 수집 설문지는 환자의 보호자가 작성하며, ‘부록 2.

증례 기록지 B’에 제시한 설문지는 1차 연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발된 2

차 연구용 설문지이다. 1차 연구에서 사용된 초기 설문지는 연구자가 문헌고

찰을 통해 직접 개발하였으며, 병원 내에서 의사소통이 요구되는 주요 상황

13가지와 각각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기능적 어휘 총 540개로 구성하였다.

병원 내의 의사소통 상황 선정에 있어, BADL에 제시된 기본적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실어증 환자의 의사소통 상황을 구성한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를 재

구성하여, ‘기상/취침 및 수면’, ‘개인위생; 씻기, 목욕’, ‘개인위생; 몸단장하기’,

‘식사 및 먹기’, ‘화장실 이용 및 용변 처리’, ‘몸 상태 설명하기’, ‘이동 및 실내

보행’, ‘휴식 및 여가; 실내 활동’, ‘휴식 및 여가; 실외 활동’, ‘사회적 친밀감’을

포함하였다.50 이후, 뇌졸중 환자의 실용의사소통에 관한 선행 연구의 의사소

통능력 항목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외부 편의시설 이용하기’를 추가

하였으며, ‘식사 및 먹기’ 상황을 ‘식사 및 약 복용’으로 수정하였다.23 여기에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 평가에 관한 연구와 기관 삽관 환자의 병원 내 의사

소통에 관한 선행 연구의 항목 일부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면회 및

외출’을 더하였으며,22,56 ‘긴급한 상황 알리기’는 1차 연구 전 사전 조사를 통해

환자의 보호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보고를 받아 추가한 것이다.

어휘 선정은 앞서 의사소통 상황을 선정하면서 수집한 어휘 160개에 더불

어,50 성인의 고빈도 핵심 어휘에 대한 연구 및 기관 삽관 환자를 위한 병원

어휘 수집 연구를 참고하여 일부 선정하였다.48,49,56 그 후에, ‘한국어 기본어휘

의미 빈도 사전’을 참고하여 선정된 체언과 의미빈도가 높은 용언을 추가로

선정함으로서,57 총 540개의 어휘를 1차 연구용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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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의사소통기능 수준에 따라 경도 수준의 실어증 환자 4명, 중등도 3명,

심도 3명, 총 10명의 환자에 대한 보호자에게 적용하여 1차 연구를 실시하였

다. 이는 1차적인 소규모 조사과정을 통해 문헌조사에서는 누락된 실용의사소

통 어휘들까지도 설문 문항으로서 포함하기 위함이었다. 1차 연구 결과, 먼저

의사소통 상황에 대해서는 보호자로부터 새롭게 보고된 바가 없었으나, 기존

에 구성하였던 13가지 의사소통 상황 중에 ‘휴식 및 여가; 실내 활동’과 ‘휴식

및 여가; 실외 활동’은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각각의 상황으로 보기 어려

웠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에 두 상황을 ‘휴식 및 여가’라는 하나의 상황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외부 편의시설 이용하기’의 경우 ‘편의점’, ‘푸드코트’ 등의

어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3차종합병원이 아닌 대부분의 재활병원에서는 이

러한 시설이 없어 이용할 수 없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에 ‘외부 편의시설 이용

하기’ 어휘 목록 중, 보호자 10명 모두에게서 필요성이 0점(필요 없음)으로 보

고된 일부 어휘를 제외한 나머지 어휘를 추출하여 ‘면회 및 외출’ 상황에 추가

하였다. 이에 총 11가지의 의사소통 상황으로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상황별 어휘에 대해서는 보호자로부터 총 210개의 표현이 추가적으로 보고

되었다. 여기에 연구자가 1차 연구 기간 동안 기관을 방문하며 생리학적 접근

방식으로 직접 수집한 어휘 12개와 ‘한국어 기본어휘 의미 빈도 사전’을 참고

하여 선정한 어휘 18개를 포함한 240개의 어휘를 기존의 설문 목록에 추가하

여,57 총 780개의 어휘로 구성된 2차 연구용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최종 설문

지에 수정 및 추가된 어휘는 ‘부록 4. 1차 연구 결과, 수정 및 추가된 어휘’에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발된 최종 설문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가) ‘Checklist A: 병원 내 의사소통 상황’과 (나) ‘Checklist B: 의사소통 상

황에 따른 어휘’로 구성하였다. 먼저, 보호자는 ‘Checklist A: 병원 내 의사소

통 상황’ 목록에 제시된 병원 내 주요 의사소통 상황에 대하여 환자가 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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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으로 인해 참여 제약을 느끼는 정도를 ‘매우 제한됨’(3점), ‘제한됨’(2점),

‘약간 제한됨’(1점), ‘제한 없음’(0점)의 4점 척도로 평가한다. 참여가 필요한 정

도 역시 ‘매우 필요함’(3점), ‘필요함’(2점), ‘약간 필요함’(1점), ‘필요 없음’(0점)

의 4점 척도로 평정한다. ‘Checklist B: 의사소통 상황에 따른 어휘’에는 제시

된 어휘 목록에 대해 해당 어휘에 대한 필요성의 정도를 ‘매우 필요함’(3점),

‘필요함’(2점), ‘약간 필요함’(1점), ‘필요 없음’(0점)의 4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

가하도록 하였다.

위의 방법으로 설문을 일주일간 진행하였으며, 신뢰할 수 있는 설문 결과를

얻기 위해 대상자에게 작성법을 설명 시, 절대 한번에, 또는 하루에 모든 문항

을 다 작성하려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일주일에 나누어 천천히 작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설문에 대한 평가자 내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 대상

자의 15%(9명)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을 재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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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가. 상황 분석

‘우선적 의사소통 상황’, ‘제약적 의사소통 상황’으로 판별한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론적 배경에 제시한 선행 연구의 방법론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조작

적으로 내린 정의이다.

(1) 필요성 점수의 평균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여 상위 50%까지의 의사소

통 상황을 ‘우선적 의사소통 상황’으로 선정하였다.

(2) 참여 제약 점수의 평균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여 상위 50%까지의 의

사소통 상황을 ‘제약적 의사소통 상황’으로 선정하였다.

나. 어휘 분석

‘상황별 기능적 어휘’, ‘상황 간 공통 어휘’로 판별한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역시 연구자가 선행 연구의 방법론을 참고하여 조작적으로 내린 정의이다.

(1) 1가지의 상황에서 필요성 점수가 평균 1점(약간 필요함) 이상인 어휘는

‘상황별 기능적 어휘’로 선정하였다.

(2) 2가지 이상의 상황에서 필요성 점수가 평균 1점(약간 필요함) 이상인

어휘는 ‘상황 간 공통 어휘’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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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의 통계적 처리

연구에 참여한 환자와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어증 환자의 병원 내 의사소통 상황 중에서 ‘우선적 의사

소통 상황’과 ‘제약적 의사소통 상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실어증 중증

도 군 간에 순위 상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스피어만

서열 상관분석(Spearman rank-order co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각 의

사소통 상황에 참여하기 위한 기능적 어휘와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공통

적으로 출현하는 어휘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한, 설문에 대한 평가자 내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통계 분석은 IBM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24.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으며, 통계학적 검정에 의한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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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실어증 중증도에 따른 의사소통 상황

가. 우선적 의사소통 상황

병원 환경에서의 11가지 의사소통 상황 중, 실어증 환자의 실어증 중증도에

따른 우선적 의사소통 상황을 살펴본 결과, 경도군에서는 긴급한 상황 알리기

(2.85±0.37), 사회적 친밀감(2.80±0.41), 몸 상태 설명하기(2.65±0.49), 면회 및

외출(2.55±0.51), 휴식 및 여가(2.20±0.70), 화장실 이용 및 용변처리(1.55±0.60)

순으로 나타났다. 중등도군에서는 사회적 친밀감(2.75±0.44), 긴급한 상황 알리

기(2.55±0.51), 몸 상태 설명하기(2.40±0.50), 면회 및 외출(2.10±0.79), 화장실

이용 및 용변처리(1.95±0.89), 식사 및 약 복용(1.80±0.77) 순으로 나타났으며,

심도군에서는 몸 상태 설명하기(2.80±0.41), 긴급한 상황 알리기(2.70±0.47), 개

인위생: 몸 씻기, 목욕(2.45±0.51), 사회적 친밀감(2.30±0.47), 식사 및 약 복용

(2.15±0.37), 개인위생: 옷 갈아입기(1.95±0.83) 순으로 나타났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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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실어증 중증도

경 도 중등도 심 도

1
긴급한 상황 알리기

(2.85±0.37)

사회적 친밀감

(2.75±0.44)

몸 상태 설명하기

(2.80±0.41)

2
사회적 친밀감

(2.80±0.41)

긴급한 상황 알리기

(2.55±0.51)

긴급한 상황 알리기

(2.70±0.47)

3
몸 상태 설명하기

(2.65±0.49)

몸 상태 설명하기

(2.40±0.50)

개인위생: 몸 씻기, 목욕

(2.45±0.51)

4
면회 및 외출

(2.55±0.51)

면회 및 외출

(2.10±0.79)

사회적 친밀감

(2.30±0.47)

5
휴식 및 여가

(2.20±0.70)

화장실 이용, 용변처리

(1.95±0.89)

식사 및 약 복용

(2.15±0.37)

6
화장실 이용, 용변처리

(1.55±0.60)

식사 및 약 복용

(1.80±0.77)

개인위생: 옷 갈아입기

(1.95±0.83)

표 3. 실어증 중증도에 따른 우선적 의사소통 상황1

1 의사소통 상황(필요성 점수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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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 심 도

경 도 .936** .506

중등도 .547

나. 우선적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실어증 중증도 군 간 서열상관관계

선정된 우선적 의사소통 상황에 대하여, 실어증 중증도 군 간에 산출된

서열상관계수는 경도군과 중등도군(r＝.936, p＜.01) 간에서만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였다. 경도군과 심도군(r＝.506, p＝.113), 중등도군과 심도군(r＝.547,

p＝.082)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4).

표 4. 우선적 의사소통 상황 내 실어증 중증도 군 간 서열상관계수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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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약적 의사소통 상황

병원 환경에서의 11가지 의사소통 상황 중, 실어증 환자의 실어증 중증도에

따른 제약적 의사소통 상황을 살펴본 결과, 경도군에서는 몸 상태 설명하기

(2.60±0.50), 사회적 친밀감(2.45±0.51), 면회 및 외출(2.30±0.66), 휴식 및 여가

(1.55±0.51), 긴급한 상황 알리기(1.50±0.51), 화장실 이용 및 용변처리

(1.25±0.72) 순으로 나타났다. 중등도군에서는 사회적 친밀감(2.40±0.50), 몸 상

태 설명하기(2.35±0.49), 긴급한 상황 알리기(1.95±0.51), 면회 및 외출

(1.35±0.49), 화장실 이용 및 용변처리(1.20±0.95), 식사 및 약 복용(1.15±0.93)

순으로 나타났으며, 심도군에서는 몸 상태 설명하기(2.70±0.47), 개인위생: 몸

씻기, 목욕(2.65±0.49), 긴급한 상황 알리기(2.05±0.39), 사회적 친밀감

(1.90±0.72), 개인위생: 옷 갈아입기(1.80±0.95), 화장실 이용 및 용변처리

(1.70±0.80) 순으로 나타났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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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실어증 중증도

경 도 중등도 심 도

1
몸 상태 설명하기

(2.60±0.50)

사회적 친밀감

(2.40±0.50)

몸 상태 설명하기

(2.70±0.47)

2
사회적 친밀감

(2.45±0.51)

몸 상태 설명하기

(2.35±0.49)

개인위생: 몸 씻기, 목욕

(2.65±0.49)

3
면회 및 외출

(2.30±0.66)

긴급한 상황 알리기

(1.95±0.51)

긴급한 상황 알리기

(2.05±0.39)

4
휴식 및 여가

(1.55±0.51)

면회 및 외출

(1.35±0.49)

사회적 친밀감

(1.90±0.72)

5
긴급한 상황 알리기

(1.50±0.51)

화장실 이용, 용변처리

(1.20±0.95)

개인위생: 옷 갈아입기

(1.80±0.95)

6
화장실 이용, 용변처리

(1.25±0.72)

식사 및 약 복용

(1.15±0.93)

화장실 이용, 용변처리

(1.70±0.80)

표 5. 실어증 중증도에 따른 제약적 의사소통 상황1

1 의사소통 상황(참여 제약 점수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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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 심 도

경 도 .773** .373

중등도 .645*

라. 제약적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실어증 중증도 군 간 서열상관관계

선정된 제약적 의사소통 상황에 대하여, 실어증 중증도 군 간에 산출된

서열상관계수는 경도군과 중등도군(r＝.773, p＜.01), 중등도군과 심도군

(r＝.645, p＜.05)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경도군과 심도군

(r＝.373, p＝.259)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6).

표 6. 제약적 의사소통 상황 내 실어증 중증도 군 간 서열상관계수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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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어증 중증도에 따른 어휘

가. 상황별 기능적 어휘

실어증 환자의 실어증 중증도에 따른 ‘상황별 기능적 어휘’를 필요도 점수별

로 살펴본 결과, 경도군은 3점대 어휘는 185개, 2점대는 424개, 1점대는 99개

로 총 708개의 어휘가 선정되었다. 중등도군은 3점대 어휘 161개, 2점대 어휘

391개, 2점대 어휘 130개로 총 682개, 심도군은 3점대 어휘 85개, 2점대는 318

개, 1점대는 158개로 총 561개의 어휘가 선정되었다(표 7). 실어증 중증도에

따른 ‘상황별 기능적 어휘’는 아래의 표로 각각 제시하였다(표 8-18).

나. 상황 간 공통 어휘

선정된 기능적 어휘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출현한 ‘상황

간 공통 어휘’는 경도군에서 130개, 중등도군에서 129개, 심도군에서 116개가

선정되었다. 이들 어휘는 아래의 상황별 기능적 어휘 표에서 진하게(bold) 처

리하여 제시하였다(표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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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상황

필요성 점수별 기능적 어휘 수1

경 도 중등도 심 도

3 2 1 3 2 1 3 2 1

기상/취침 및 수면 6 64 21 4 69 21 5 54 24

개인위생: 몸 씻기. 목욕 34 50 13 25 47 15 29 26 18

개인위생: 옷 갈아입기 19 46 13 8 44 17 3 29 18

식사 및 약 복용 38 45 6 22 55 11 11 38 16

화장실 이용, 용변 처리 18 26 2 24 18 4 6 30 5

몸 상태 설명하기 17 34 7 14 35 9 8 25 13

이동 및 실내보행 18 18 10 7 24 12 0 32 9

휴식 및 여가 14 45 14 17 39 15 5 40 16

면회 및 외출 7 36 3 13 24 5 1 26 9

사회적친밀감 14 44 9 20 29 18 12 13 25

긴급한상황알리기 0 16 1 7 7 3 5 5 5

총
185 424 99 161 391 130 85 318 158

708 682 561

표 7. 실어증 중증도에 따른 필요성 점수별 기능적 어휘 수

1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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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상/취침 및 수면

군 간

공통

어휘

응 아니 좋다 싫다 알겠어 졸리다

자다 일어나다 편하다 불편하다 피곤하다 안(자다)

그만(자다) 침대 베개 이불 방 불

잠 시끄럽다 덮다 주무시다 깨다 걷다

오늘 어제 앉다 눕다 밝다 어둡다

켜다 끄다 잘 못 더 너무

조금 좋은 나쁜 낮 밤 목

어깨 올리다 내리다 덥다 춥다 일으키다

아프다 따뜻하다 (잠)오다 일찍 늦게 떨어지다

위험하다 저녁 왜 무슨 밤새 새벽

자꾸 낮잠 커튼 (눈)부시다 (커튼)치다 (몇)시

오전 오후 깨끗하다 더럽다 햇빛 냄새

(냄새)나다 결리다 (잠)많다 (잠)없다 부드럽다 까슬거리다

(꿈)꾸다 늦잠

군 별

개별

어휘

경 도 중등도 심 도

(하품)나다 하품 (자세)바꾸다 (하품)나다 (자세)바꾸다

낙상사고 꿈 하품 낙상사고

두껍다 얇다 꿈 두껍다

(빛)비추다 딱딱하다 얇다 (빛)비추다

푹신하다 딱딱하다 푹신하다

코 고는 소리 난간 손잡이

표 8. 실어증 중증도에 따른 ‘기상/취침 및 수면’ 상황의 기능적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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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인위생; 몸 씻기, 목욕

군 간

공통

어휘

화장실 몸 얼굴 이(빨) 손 발

머리 칫솔 치약 수건 휴지 물

옷 씻다 닦다 입다 벗다 뜨겁다

차갑다 응 아니 비누 냄새 속옷

세수하다 (머리)감다 말리다 바르다 더럽다 아프다

여기 저기 문 불 눈 코

입 샴푸 거울 땀 깨끗하다 따뜻하다

(물)틀다 (물)끄다 거기 다 덜 조금만

많이 따갑다 목욕하다 열다 닫다 들어가다

나오다 가렵다 긁다 켜다 끄다 (물)시원하다

(물)잠그다 (코)풀다 빨리 로션 찝찝하다 보다

살살 드라이기 샤워하다 (손톱)길다 (손톱)짧다 (휴지)뜯다

(눈에)들어가다

군 별

개별

어휘

경 도 중등도 심 도

아직 욕실 아직 욕실

젖다 바람 젖다 바람

(땀이)나다 끈적거리다 (땀이)나다 끈적거리다

귀찮다 개운하다 귀찮다 개운하다

바디워시 매끈하다 바디워시 매끈하다

산뜻하다 눈곱 산뜻하다 눈곱

시원하다 면도하다 시원하다 면도하다

수염 조심하다

표 9. 실어증 중증도에 따른 ‘개인위생; 몸 씻기, 목욕’ 상황의 기능적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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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별

개별

어휘

(계속)

경 도 중등도 심 도

(눈곱)떼다 (눈곱)끼다

면도기 (수염)깎다

(수염)밀다 욕조

스킨 베이다

구분 개인위생; 옷 갈아입기

군 간

공통

어휘

옷 좋다 싫다 팬티 바지 양말

신발 머리 있다 없다 (갖다)줘 입다

벗다 신다 올리다 편하다 불편하다 안(어울려)

너무 (단추)잠그다 예쁘다 오래 속옷 손톱

발톱 손톱깎이 빗 아프다 춥다 덥다

단추 작다 크다 더럽다 깨끗하다 옷장

핸드폰 (서랍)안 갈아입다 내리다 넣다 빼다

깎다 꺼내다 빗다 어디있어? 새(옷) 목

세탁하다 서랍

군 별

개별

어휘

경 도 중등도 심 도

(옷에)묻다 윗도리 (옷에)묻다 주머니

주머니 찾다 찾다 별로

별로 걸다 걸다 뒤집어입다

뒤집어입다 어울리다 어울리다 시계

시계 찝찝하다 찝찝하다 겉옷

겉옷 단정하다 단정하다 손가락

표 10. 실어증 중증도에 따른 ‘개인위생; 옷 갈아입기’ 상황의 기능적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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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별

개별

어휘

(계속)

경 도 중등도 심 도

손가락 까슬거리다 까슬거리다 손목

손목 입술 입술 쓰다

쓰다 얇다 얇다 두껍다

두껍다 (잘)맞다 (잘)맞다

옷걸이 모자

(소매)접다 실내화

환자복 잠바

카디건

구분 식사 및 약 복용

군 간

공통

어휘

밥 국 김치 물 숟가락 젓가락

먹다 뱉다 배고프다 배부르다 찌개 고기

과일 반찬 냉장고 약 마시다 주다

삼키다 목마르다 맛있다 맛없다 있다 없다

많이 조금 여기 이것 저것 목(에걸리다)

식사 아침 점심 저녁 음식 귤

그릇 차갑다 뜨겁다 사레(걸리다) 사과 수박

바나나 짜다 싱겁다 달다 쓰다 맵다

시다 너무 딸기 포도 생선 접시

뚜껑 크다 작다 (물)병 상하다 닦다

떡 흘리다

표 11. 실어증 중증도에 따른 ‘식사 및 약 복용’ 상황의 기능적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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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별

개별

어휘

경 도 중등도 심 도

간식 김치찌개 간식 김치찌개

된장찌개 자르다 된장찌개 자르다

요플레 자판기 요플레 자판기

사레 같이 사레 같이

칼 가위 칼 가위

빵 정수기 빵 정수기

갈증나다 과자 갈증나다 과자

생선가시 기다리다 생선가시 기다리다

데우다 식다 데우다 식다

입맛에맞다 포크 입맛에맞다 포크

우유 주스 우유 주스

(가시)바르다 커피 (가시)바르다

구분 화장실 이용 및 용변 처리

군 간

공통

어휘

화장실 마렵다 싸다 불 바지 소변

대변 물 휴지 팬티 속옷 옷

손 벗다 입다 가고 싶다 열다 닫다

(용변)보다 닦다 씻다 있다 없다 안(마렵다)

다(쌌다) 비누 들어가다 나오다 내리다 문

갈아입다 올리다 앉다 일어서다 (물)틀다 (물)내리다

켜다 끄다 누르다 냄새 (냄새)나다

표 12. 실어증 중증도에 따른 ‘화장실 이용 및 용변 처리’ 상황의 기능적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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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별

개별

어휘

경 도 중등도 심 도

묻다 변기 묻다 변기

세면대 젖다 세면대 젖다

막히다 막히다

구분 몸 상태 설명하기

군 간

공통

어휘

머리 다리 팔 (약)먹다 좋다 아프다

네 아니요 약 배 몸 의사

간호사 어지럽다 심하다 있다 없다 안(아프다)

많이 조금 약간 열 어지러움 좋아지다

나빠지다 너무 주사 허리 가슴 병원

어깨 무릎 등 통증 구토 몸 상태

기분 계속 답답하다 (열)나다 내리다 가렵다

부르다 엉덩이 (주사)놓다

군 별

개별

어휘

경 도 중등도 심 도

이제는 해야한다 이제는 해야한다

치료받다 체하다 치료받다 체하다

저리다 전보다 저리다 전보다

어제보다 치료사 어제보다 치료사

발목 병실 발목 병실

(주사)놓다 한것같다 (주사)놓다 한것같다

쑤시다 쑤시다

표 13. 실어증 중증도에 따른 ‘몸 상태 설명하기’ 상황의 기능적 어휘



- 40 -

구분 실내 이동 및 보행

군 간

공통

어휘

위 아래 옆 여기 저기 거기

안 밖 걷다 앉다 오다 가다

일어서다 없다 있다 열다 닫다 나가다

가고 싶다 힘들다 문 잡다 들어오다 쉬다

의자 소파 올라가다 내려가다 갖다 주다 침대

엘리베이터 다녀오다 어디? 잠깐 손잡이 병원

타다 휠체어 밀다 지팡이 짚다

군 별

개별

어휘

경 도 중등도 심 도

병실 간호데스크 병실 검사실

안내데스크 검사실

치료실 에스컬레이터

표 14. 실어증 중증도에 따른 ‘실내 이동 및 보행’ 상황의 기능적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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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휴식 및 여가

군 간

공통

어휘

좋다 싫다 TV 이불 베개 보다

틀다 있다 없다 쉬다 눕다 자다

걷다 아프다 춥다 덥다 (해도)되다 안되다

조금 너무 안(들리다) 안 밖 켜다

끄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가다 오다 나가다

들어가다 덮다 베다 (가고)싶다 그만 다른 것

소리 높이다 낮추다 운동 키우다 시끄럽다

따뜻하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바람)쐬다 다녀오다 예쁘다

산책 잠깐 어디? 들리다 오래 꽃

낮잠 드라마 뉴스 지팡이 짚다 휠체어

타다

군 별

개별

어휘

경 도 중등도 심 도

신문 바람(쐬다) 바람(쐬다) 책

책 잔디 잔디 채널

채널 병실 병실 공원

공원 옥상 옥상 스트레칭

정원 화단 돌아가다 (채널)돌리다

돌아가다 (채널)돌리다

표 15. 실어증 중증도에 따른 ‘휴식 및 여가’ 상황의 기능적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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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회 및 외출

군 간

공통

어휘

집 인사하다 오랜만이다 반갑다 고맙다 건강하다

좋아지다 보고 싶다 가고 싶다 앉다 여기 저기

주다 딸 아들 손녀 손자 가다

오다 걱정 마 이것 저것 나빠지다 안(좋다)

잘(지내다) 가족 조금, 좀 다녀오다 친척 친구

지내다 꺼내다 식당 약국 깎다 손님

군 별

개별

어휘

경 도 중등도 심 도

예전 어떻게? 예전 과일

과일 휴게실 휴게실 (가족)들

(가족)들 주스 주스 얼마에요?

얼마에요? 아내

슈퍼 은행

표 16. 실어증 중증도에 따른 ‘면회 및 외출’ 상황의 기능적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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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회적 친밀감

군 간

공통

어휘

행복해 사랑해 힘들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보고 싶어요 네 아니요

괜찮다 미안합니다 같이

기분 좋다 딸 아들

손자 손녀 나도

맛있게 먹었어요 운동 피곤하다

가족 산책 과일 먹을래요?

안 좋다 잘 잤어요 잘 못잤어요

날씨가 좋네요 친척 친구

건강하세요 식사맛있게하셨어요? 오늘 뭐 했어요?

다음에 잘 잤어요? 내일 뭐해요?

그러게요 수고하세요 드라마

의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 다음에 또 봐요

내일봐요 친하게 지내요 뉴스

별로예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군 별

개별

어휘

경 도 중등도 심 도

산책 갈래요? 산책 갈래요?

오늘 기분이 어때요? 오늘 기분이 어때요?

TV 볼래요? TV 볼래요?

전화 했어요 전화 했어요

표 17. 실어증 중증도에 따른 ‘사회적 친밀감’ 상황의 기능적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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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긴급 상황 알리기

군 간

공통

어휘

불이야 다쳤어 어지러워 여기요 도와줘요 넘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불러주세요 화재 못 걸어 비상구 사고

숨 막혀 119 112

군 별

개별

어휘

경 도 중등도 심 도

큰일 났어 낙상 큰일 났어 낙상

군 별

개별

어휘

(계속)

보러왔어요 보러왔어요

얘기 했어요 얘기 했어요

간식 먹을래요? 간식 먹을래요?

운동 좋아해요? 운동 좋아해요?

다른 것 봐도 될까요? 다른 것 봐도 될까요?

다녀왔어요 다녀왔어요

왜요? 왜요?

식사 식사

치료 치료

치료사선생님 치료사선생님

무슨 프로그램볼래요? 무슨 프로그램볼래요?

요즘재밌는거있어요? 요즘재밌는거있어요?

면회 왔어요 면회 왔어요

표 18. 실어증 중증도에 따른 ‘긴급 상황 알리기’ 상황의 기능적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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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 r 상관계수 r 상관계수 r

평가자1 .950** 평가자4 .917** 평가자7 .933**

평가자2 .866** 평가자5 .942** 평가자8 .915**

평가자3 .926** 평가자6 .908** 평가자9 .879**

3. 설문 응답 신뢰도

가. 평가자 내 신뢰도

설문 응답에 대한 평가자 내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의 15%

(9명)에게 설문을 재실시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검사-재검사

간 신뢰도는 재실시한 평가자 모두에게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상관계수의 평균은 r＝.915(±.027), 범위는 r＝.866∼.950이었다(표 19).

표 19. 설문 응답에 대한 평가자 내 신뢰도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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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실어증은 언어적 결함을 동반하므로, 실어증 환자들은 다양한 의사소통 상

황에서 참여 제약을 겪게 된다. 특히, 실어증의 가장 큰 원인은 뇌졸중으로서,

이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호자의 간병을 요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실어증 환자는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치

료를 받게 되므로, 이들의 언어 치료 시 병원 환경에서의 의사소통 상황과 관

련된 어휘를 치료 목표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

로 병원 환경에서의 어휘를 수집한 국내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입

원중인 실어증 환자의 보호자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환자가

병원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과 관련 어휘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11가지의 의사소통 상황 중, 경도, 중등도, 심도 세 군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았던 상황은 ‘긴급한 상황 알리기’와 ‘몸 상태 설명하기’였다. 특

히 ‘몸 상태 설명하기’의 경우 제약을 느끼는 정도도 세 군 모두에서 각각 1순

위, 2순위, 1순위를 기록하며 해당 상황에 대한 높은 참여 요구를 보였다. 그

러나 ‘사회적 친밀감 형성하기’의 경우, ‘우선적 의사소통 상황’으로서 경도와

중등도 군에서는 각각 2순위, 1순위를 기록하며 높은 요구를 보였으나, 심도군

에서는 ‘개인위생: 몸 씻기, 목욕’ 상황보다 낮은 4순위로 보고되면서 상대적으

로 낮은 요구를 보고하였다. 이는 ‘제약적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동일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중증의 실어증 환자들의 경우, 생명 유지 및 생리적 욕구와 관

련된 표현들에 대한 요구도가 높으며, ‘감정 및 애정 표현’에 대한 요구는 상

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정세은(2009)의 연구 결과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였

다.50 즉, 의사소통기능 수준에 따라 환자가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소통 상황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실어증 환자의 의사소통 중재 시

고려할 점으로서 환자의 사회적 참여 및 여가, 대인관계 등의 중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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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다.58,59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심도의 의사소통기능을 보이는 실어증

환자의 의사소통 중재 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경도나 중등도 수준의 실어증 환

자와는 다르게, 사회적 참여보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좀 더 집중

하여 치료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긴급한 상황 알리기’의 경우, 모든 실어증 중증도 군에서 ‘우선적 의사소통

상황’으로서 1, 2순위를 기록하였으나, ‘제약적 의사소통 상황’으로는 경도군의

경우 5순위를 차지하며 ‘휴식 및 여가’ 상황보다도 낮은 순위를 보였다. 이러

한 부분에 대해 ‘긴급한 상황 알리기’ 상황이 매우 필요하나(참여 필요 3점)

약간 제한됨(참여 제약 1점)을 보고한 보호자는 환자가 언제 다시 위험한 상

황에 놓이게 될 지에 대한 걱정이 크기는 하나, 병원이라는 전문 보호시설 내

에 있기 때문에 위급함을 최대한 빨리 주변의 의료진이나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는 정도의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즉,

이는 병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 연구에 의

하면, 대화 상대자 및 환경은 실어증 환자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인으로서, 실어증에 대한 대화 상대자의 지식과 이해, 대화 전략의 사용

여부는 환자의 의사소통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60 또한, 환자의 언어적 결함으

로 인해 환자-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환자와 의료진 모두 불안

과 좌절을 경험한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진들은 환자의 언어적 결함을 이해하

고, 의사소통 전략(예: AAC)을 통해 환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자

한다.61,62,63

기능적 어휘는 실어증 중증도에 따른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실어증 중증

도에 따른 상황별 기능적 어휘 수를 보면 경도 708개, 중등도 682개, 심도 561

개로, 경도와 중등도가 비슷한 수로 어휘가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두 집단 간 기능적 어휘의 일치도는 95.1%(677/712)로 서로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경도의 유창성 실어증 환자와 중등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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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서로 정보전달량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정보전달효율성에는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64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에 빗대어 볼 때, 경도의 실어증

환자와 중등도의 실어증 환자가 의사소통에 필요로 하는 어휘는 서로 유사하

나, 이를 구사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중등도군과 심도군 간 기능적 어휘의 일치도는 82.3%(561/682), 경도

군과 심도군 간의 일치도는 79.0%(560/709)로 비교적 낮기는 하였으나, ‘(자세)

바꿔줘’를 제외한 심도군의 기능적 어휘 560개가 경도와 중등도 군의 기능적

어휘에 속하는 것이었다. 즉, 심도군의 기능적 어휘는 대부분이 ‘군 간 공통어

휘’에 해당하며, 실어증 중증도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들에게 요구도가 높은 필

수 어휘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계층에서 범용되는 공통 어휘들은 고

빈도의 핵심 어휘로서 치료에 적용될 수 있다.31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다르게 ‘안, 못’ 등의 부정어를 비롯한 ‘더, 조금’

등의 부사를 독립된 하나의 문항 또는 서술어와 함께 제시(예: 못 걸어)하여

그 필요성을 알아보았는데, ‘너무, 조금, 많이, 안, 그만’ 등의 부사 문항들은

전반적으로 공통 어휘로 선정됨과 동시에 2점 이상의 높은 필요도를 기록하였

다. 즉, 부사는 명사나 동사에 비해 의사소통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

며,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 실어증 환자의 자

발화 내 품사별 오류 양상을 정상인과 비교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부사의 오

류율은 환자군과 정상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65 이는 부사어

가 다른 품사 어휘에 비해 환자의 의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통적으로 실어증 환자의 치료는 주로 환자의 언어적 결함을 밝혀

그것을 중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결함보다도 환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환자의 사

회적 참여를 이끌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66 이러한 관

점에서 부사는 실어증 환자의 의사소통 중재에 큰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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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실어증 전반에 수준별로 적용 가능한 병원 내 의사소통 상황별

어휘를 광범위하게 수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병원에 단기

적으로 입원중인 경도의 실어증 환자들도 병원 환경에서의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참여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그것이 실어증

중증도에 따라서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서, 좀 더 환자의 가

치를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 중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

니라 추후 이루어질 성인 의사소통 장애인을 위한 AAC 개발에도 기초 연구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어휘 연구의 경우, 목표 대상과 유사한 요인을 가진 정상 화자의 자발

화를 분석하여 어휘를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는 실제 노년층 실

어증 환자에게 필요로 한 어휘를 환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어휘를 수집하고

자 하였기 때문에, 자발화 분석이 아닌 보호자 보고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러

나 설문 조사를 통한 어휘 수집은 주로 명사와 동사를 위주로만 어휘가 수집

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조사와 같은 기능어는 한국어에서 산출 빈도가 높음에

도 불구하고 결과로 잘 반영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42 뿐만 아니라 간접적

방식의 보호자 보고는 실제 환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어휘와 다를 수 있다. 따

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입원 중이면서 실어증이 없는 뇌졸중 환자의 자발화를

분석하여 어휘를 수집해보고, 이것이 보호자 보고 방식의 결과와는 어떤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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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입원중인 노년층 실어증 환자 60명의 보호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환자가 병원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과 각 상황에 필요

한 어휘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도, 중등도 군 환자의 보호자는 참여 요구가 높은 활동으로 ‘사회적

친밀감 형성하기’를 보고한 반면, 심도군 환자의 보호자는 ‘사회적 친밀감 형

성하기’보다 ‘개인위생: 몸 씻기, 목욕’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즉, 의사

소통기능 수준이 낮을수록 더 기본적인 생활 영위와 관련된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참여 요구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긴급한 상황 알리기’의 경우 중등도, 심도 군에서는 ‘우선적 의사소통

상황’과 ‘제약적 의사소통 상황’으로서 모두 1∼2순위의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

다. 그러나 경도군에서는 ‘우선적 의사소통 상황’으로서 1순위를 기록한데 반

해, ‘제약적 의사소통 상황’으로는 5순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환자가 의료진이

항시 대기 중인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기능적 어휘는 실어증 중증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의사소통

상황에 참여하기 위한 어휘는 환자의 의사소통기능 수준에 관계없이 주로 유

사하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부사 어휘는 필요성 2점 이상의 기능적 어

휘이자 공통 어휘로 선정되며 그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보호자 보고를 통해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반영하여 실어증

환자의 실어증 중증도에 따른 수준별 어휘를 수집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

과를 토대로 병원 환경에서 실어증 환자의 의사소통 중재 시 어휘 선정에 대

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후 실어증 환자를 위한

AAC 개발에도 본 어휘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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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대상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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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증례 기록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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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증례 기록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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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취침 및 수면

주무세요 좋은 나쁜 꿈 꾸다

왜? 무슨? 어제 오늘 낮

저녁에 밤새 너무 조금 아파서

코 고는 소리 시끄럽다 편하다 밝아서→밝다 응

아니 알겠어 더 그만 잘래

피곤해 안(자다) 늦게 낙상사고 손잡이

난간 떨어져 위험해 내리면 안돼 침상

올려줘 내려줘 푹신해 딱딱해 (이불)덮어줘

(이불)걷어줘 따뜻해 더워 추워 촉감

부드럽다 까슬거리다 좋다 싫다 알람소리

깨다 (알람)맞추다 (알람)울리다 일어나다 눈 부셔

자세 바꿔줘 블라인더 걷어줘 (이불)커버

하품 (하품)나와

개인위생; 몸 씻기, 목욕

긁어줘 (드라이기)바람 (땀)냄새 끈적거려 (로션)발라

수염 (수염)길다 (수염)짧다 (수염)깎다 (수염)밀다

(물)틀다 (물)잠그다 (물)끄다 시원해 살살해줘

여기 저기 거기 응 좋아

아니 싫어 그만해 아파 다 씻었어

덜 씻었어

개인위생; 옷 갈아입기

편해 불편해 소매 접어 (소매)올리다

(소매)내리다 (옷깃)세우다 찾아봐 없어 (옷을)걸다

너무 손톱 발톱 머리 목

손가락 손목 립글로즈 입술 단정하다

차분하다

부록 4. 1차 연구 결과 수정 및 추가된 어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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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및 약 복용

기다리다 너무 작다 갈증나다 있다

없다 식히다 요플레 시다 입맛에 맞다

어디 있어? 여기 흘렸어 닦아줘 사과

귤 포도 딸기 수박 바나나

김치 된장

화장실 이용 및 용변 처리

(가고)싶어 열다 닫다 들어가다 나오다

있다 옷 (레버)누르다

자신의 몸 상태 설명하기

(선생님)불러줘 좋아요 싫어요 이제는 계속

아프신 데 있으세요? 전보다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있다 없다 다리

기분 어떠세요? 등 가슴 엉덩이

몸 상태는 어떠세요? 발목 다리

이동 및 실내 보행

(지팡이)짚다 갖다 주다 다녀오자 잠깐 밖으로

안으로 가자 가고 싶다 거기 어디야?

휴식 및 여가

너무(시끄러워) 안(들려) 낮잠 (이불)덮다 (베개)베다

운동 스트레칭 책 병실로 돌아가다

(산책)가자 다녀오다 잠깐 오래(동안) 지팡이

휠체어 안 밖 (나가고)싶다 좋다

다리 아파 추워 더워 따뜻해 꽃

예쁘다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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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및 외출

(가족)들 친척 예전 직장동료 선후배

동창 (와줘서)고맙다 보고 싶다 인사해 (간식)꺼내줘

슈퍼 가고 싶다 조금, 좀 다녀오다 앉다

기다리다 잠깐

사회적 친밀감 형성하기

나도 기분 잘 못 잤다

(기분)나쁘다 왜요? 가족들 면회 오다 보러 오다

전화 통화하다 얘기하다 -선생님 날씨가 좋네요

별로에요 맛있게 먹었어 그러게요 다음에 가요 -좋아해요?

다른 것

무슨 프로그램 봐요? 요즘 재미있는 프로그램 뭐 있어요?

다른 것 틀어도/봐도 될까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긴급한 상황 알리기

(갑자기)어지러워 침대에서 떨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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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취침 및 수면

어 휘 잠 낮잠 늦잠 아침잠 새벽잠 꿈 오늘

경도
M 2.7 2.15 1.85 0.5 0.65 1.5 2.6

SD 0.47 0.37 0.37 0.51 0.49 0.51 0.50

중등도
M 2.75 1.95 1.7 0.65 1 1.3 2.8

SD 0.44 0.60 0.57 0.49 0.79 0.47 0.41

중도
M 2.7 1.35 1.25 0.3 0.35 0.65 2.6

SD 0.47 0.49 0.55 0.47 0.49 0.49 0.75

어 휘 어제 아침 낮 저녁 오전 오후 밤

경도
M 2.6 2.5 2.5 2.5 2.05 2.05 2.5

SD 0.50 0.51 0.51 0.51 0.69 0.69 0.51

중등도
M 2.75 2.65 2.1 2.4 1.7 1.7 2.7

SD 0.44 0.59 1.02 0.68 0.47 0.47 0.47

중도
M 2.6 2.65 2.65 1.85 1.55 1.55 2.75

SD 0.75 0.49 0.49 1.09 0.60 0.60 0.44

어 휘 밤새 새벽
코 고는

소리

알람 소

리
침대 침상 난간

경도
M 2.35 2.35 1.3 0.15 2.85 0.75 0.9

SD 0.49 0.49 0.73 0.37 0.37 0.64 0.79

중등도
M 2.7 2.7 0.5 0.5 2.95 0.3 1.1

SD 0.47 0.47 0.51 0.51 0.22 0.47 0.55

중도
M 1.45 1.95 0 0 2.9 0.35 0.05

SD 0.83 0.51 0.00 0.00 0.31 0.49 0.22

어 휘 낙상사고 손잡이 베개 이불 커버 촉감 냄새

경도
M 1.75 0.65 2.85 2.85 0.55 0.95 1.65

SD 0.44 0.75 0.37 0.37 0.51 0.51 0.49

중등도
M 1.85 1.6 2.95 2.95 0.75 0.6 2.1

SD 0.49 0.50 0.22 0.22 0.55 0.50 0.55

중도
M 0.45 0.5 2.9 2.9 0 0.7 1.6

SD 0.51 0.51 0.31 0.31 0.00 0.66 0.50

부록 5. 의사소통 상황별 어휘의 필요성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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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휘 햇빛 커튼 블라인더 방 불 목 어깨

경도
M 1.9 2.25 0.8 2.85 2.85 2.6 2.6

SD 0.55 0.55 0.52 0.37 0.37 0.50 0.50

중등도
M 2.4 2.35 0.6 2.9 2.9 2.85 2.85

SD 0.50 0.49 0.50 0.31 0.31 0.37 0.37

중도
M 1.35 1.85 0.5 2.75 2.75 2.6 2.55

SD 0.49 0.59 0.51 0.44 0.44 0.50 0.51

어 휘 자세 하품 자다 주무시다 일어나다 깨다 꾸다

경도
M 0.8 1.9 3 2.55 3 2.4 1.5

SD 0.41 0.79 0.00 0.51 0.00 0.50 0.51

중등도
M 0.65 1.6 2.95 2.8 2.95 2.9 1.25

SD 0.49 0.50 0.22 0.41 0.22 0.31 0.44

중도
M 0.35 0.85 2.8 2.6 2.95 2.6 1.4

SD 0.49 0.59 0.41 0.50 0.22 0.50 0.50

어 휘 아프다 시끄럽다 편하다 불편하다 일으키다 앉다 눕다

경도
M 2.15 2.75 2.85 2.85 2.5 2.75 2.75

SD 0.37 0.44 0.37 0.37 0.83 0.44 0.44

중등도
M 2.75 2.85 2.95 2.95 2.1 2.9 2.9

SD 0.44 0.37 0.22 0.22 0.97 0.31 0.31

중도
M 2.65 2.05 2.6 2.6 2.7 2.85 2.85

SD 0.49 0.83 0.50 0.50 0.47 0.37 0.37

어 휘 졸리다
(잠이)오

다
피곤하다 올리다 내리다 떨어지다 위험하다

경도
M 3 3 2.85 2.45 2.45 2.25 2.25

SD 0.00 0.00 0.37 0.51 0.51 0.44 0.44

중등도
M 2.9 2.85 2.6 2.25 2.25 2.4 2.4

SD 0.31 0.37 0.60 0.55 0.55 0.50 0.50

중도
M 2.95 2.9 2.55 2.45 2.45 1.7 1.95

SD 0.22 0.31 0.83 0.83 0.83 0.9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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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휘 푹신하다 딱딱하다 덮다 걷다 따뜻하다 덥다 춥다

경도
M 1.35 1.35 2.7 2.4 2.25 2.4 2.4

SD 0.49 0.49 0.47 0.50 0.44 0.50 0.50

중등도
M 1.6 1.6 2.9 2.9 2.95 2.9 2.9

SD 0.50 0.50 0.31 0.31 0.22 0.31 0.31

중도
M 0.8 0.8 2.9 2.5 2.25 2.3 2.3

SD 0.52 0.52 0.45 0.69 0.44 0.47 0.47

어 휘 두껍다 얇다 부드럽다
까슬거리

다
좋다 싫다

(알람)맞

추다

경도
M 1.75 1.75 1.65 1.65 2.95 2.95 0.65

SD 0.44 0.44 0.49 0.49 0.22 0.22 0.49

중등도
M 1.3 1.3 1.3 1.3 3 3 0.25

SD 0.47 0.47 0.47 0.47 0.00 0.00 0.44

중도
M 0.65 0.65 1.35 1.3 3 3 0

SD 0.49 0.49 0.67 0.66 0.00 0.00 0.00

어 휘
(알람)울

리다
결리다

(자세)바

꾸다
비추다 밝다 어둡다

눈이 부

시다

경도
M 0.65 2 0.85 1.35 2.75 2.75 2.25

SD 0.49 0.73 0.49 0.49 0.44 0.44 0.44

중등도
M 0.25 2.3 1.9 1.5 2.4 2.4 2.3

SD 0.44 0.86 0.79 0.83 0.50 0.50 0.57

중도
M 0 1.8 2.55 0.8 2.35 2.35 1.45

SD 0.00 0.89 0.51 0.52 0.49 0.49 0.51

어 휘
(커튼)치

다
켜다 끄다

(하품)나

다
깨끗하다 더럽다

(냄새)나

다

경도
M 2.25 2.75 2.75 1.55 1.85 1.85 1.65

SD 0.44 0.44 0.44 0.51 0.59 0.59 0.49

중등도
M 2.6 2.85 2.85 1.7 2.7 2.7 2.3

SD 0.60 0.37 0.37 0.47 0.47 0.47 0.47

중도
M 1.35 2.7 2.7 1.2 2.65 2.65 2.3

SD 0.49 0.47 0.47 0.62 0.49 0.49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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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휘 (잠)많다 (잠)없다 0시 잘 못 더 그만

경도
M 1.9 1.9 2.05 2.75 2.75 2.75 2.9

SD 0.64 0.64 0.89 0.44 0.44 0.44 0.31

중등도
M 2.65 2.5 1.95 2.4 2.4 2.4 2.7

SD 0.67 0.69 0.69 0.50 0.50 0.50 0.47

중도
M 2.35 2.35 2 2.65 2.65 2.65 2.65

SD 0.49 0.49 0.00 0.49 0.49 0.49 0.49

어 휘 안 자꾸 일찍 늦게 좋은 나쁜 너무

경도
M 2.9 2.35 2.95 2.95 2.75 2.75 2.75

SD 0.31 0.49 0.22 0.22 0.44 0.44 0.44

중등도
M 2.7 2.3 2.7 2.7 2.3 2.3 2.7

SD 0.47 0.47 0.47 0.47 0.47 0.47 0.47

중도
M 2.65 1.35 1.35 1.35 2.3 2.3 2.3

SD 0.49 0.49 0.49 0.49 0.47 0.47 0.47

어 휘 조금 응 아니 알겠어 왜 무슨

경도
M 2.75 3 3 2.9 2.4 2.4

SD 0.44 0.00 0.00 0.31 0.50 0.50

중등도
M 2.7 3 3 2.7 2.4 2.4

SD 0.47 0.00 0.00 0.47 0.50 0.50

중도
M 2.3 3 3 3 1.35 1.35

SD 0.47 0.00 0.00 0.00 0.49 0.49

개인위생; 몸 씻기, 목욕하기

어 휘 화장실 욕실 문 불 몸 얼굴 이(빨)

경도
M 3 2.6 2.85 2.85 3 3 3

SD 0.00 0.50 0.37 0.37 0.00 0.00 0.00

중등도
M 3 2.3 2.7 2.7 3 3 3

SD 0.00 0.47 0.47 0.47 0.00 0.00 0.00

중도
M 3 0.65 3 3 3 3 3

SD 0.00 0.49 0.00 0.00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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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휘 손 발 눈 코 입 머리 비누

경도
M 3 3 2.7 2.7 2.5 3 3

SD 0.00 0.00 0.47 0.47 0.51 0.00 0.00

중등도
M 3 3 2.6 2.6 2.6 3 2.7

SD 0.00 0.00 0.50 0.50 0.50 0.00 0.47

중도
M 3 3 3 3 3 3 2.1

SD 0.00 0.00 0.00 0.00 0.00 0.00 0.72

어 휘 폼클렌저 칫솔 치약 수건 휴지 샴푸 린스

경도
M 0.2 3 3 3 3 3 0.25

SD 0.41 0.00 0.00 0.00 0.00 0.00 0.44

중등도
M 0.1 3 3 3 3 2.3 0

SD 0.31 0.00 0.00 0.00 0.00 0.47 0.00

중도
M 0 3 3 3 3 1.3 0

SD 0.00 0.00 0.00 0.00 0.00 0.66 0.00

어 휘 드라이기 바람 바디워시 로션 스킨 수염 면도기

경도
M 2.5 2.6 2.1 2.75 1.35 1.35 1.35

SD 0.51 0.50 0.79 0.44 0.49 1.53 1.53

중등도
M 2.2 1.3 1.9 2.4 0.9 0.85 0.85

SD 0.41 0.47 0.85 0.50 0.91 1.23 1.23

중도
M 1.7 0.2 0 1.15 0.2 0.35 0.55

SD 0.66 0.41 0.00 0.59 0.41 0.59 0.89

어 휘 욕조 거울 물 물기 눈곱 땀 냄새

경도
M 1.25 3 3 0.5 1.65 3 3

SD 0.44 0.00 0.00 0.51 0.49 0.00 0.00

중등도
M 0.6 2.7 3 0 1.3 2.6 2.6

SD 0.50 0.47 0.00 0.00 0.47 0.50 0.50

중도
M 0 1.4 3 0 0.35 1.35 2

SD 0.00 0.50 0.00 0.00 0.49 0.49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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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휘 옷 속옷 생리대 기저귀 씻다 닦다 세수하다

경도
M 3 3 0 0 3 3 3

SD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중등도
M 3 3 0 0.05 3 3 2.8

SD 0.00 0.00 0.00 0.22 0.00 0.00 0.41

중도
M 3 2.9 0 0.45 3 3 2.85

SD 0.00 0.31 0.00 0.76 0.00 0.00 0.37

어 휘 샤워하다 목욕하다
(머리)감

다
말리다 바르다

(수염)깎

다

(손톱)길

다

경도
M 2.5 2.85 3 3 3 1.05 2.4

SD 0.51 0.37 0.00 0.00 0.00 1.23 0.50

중등도
M 2 2.8 2.8 2.8 2.8 0.85 1.4

SD 0.00 0.41 0.41 0.41 0.41 1.23 0.50

중도
M 1.65 2.6 2.7 2.75 2.55 0.75 1

SD 0.49 0.50 0.47 0.44 0.51 1.21 0.56

어 휘 짧다 입다 벗다
(눈곱)떼

다

(휴지)뜯

다
가렵다 긁다

경도
M 2.4 3 3 1.6 2.5 2.75 2.75

SD 0.50 0.00 0.00 0.50 0.51 0.44 0.44

중등도
M 1.4 3 3 0.8 1.85 2.55 2.5

SD 0.50 0.00 0.00 0.41 0.37 0.51 0.51

중도
M 1 3 3 0.65 1.75 2.65 2.85

SD 0.56 0.00 0.00 0.49 0.44 0.49 0.37

어 휘 조심하다 시원하다
(땀이)나

다

끈적거리

다
더럽다 찝찝하다 깨끗하다

경도
M 1.65 1.6 2.4 2.4 3 2.5 2.95

SD 0.49 0.50 0.50 0.50 0.00 0.69 0.22

중등도
M 0.9 1.45 2.3 2.3 2.6 2.2 2.6

SD 0.31 0.51 0.47 0.47 0.50 1.01 0.50

중도
M 0.65 0.3 0.7 0.7 2.65 1.05 2.65

SD 0.49 0.47 0.47 0.47 0.49 0.83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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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휘 개운하다 산뜻하다 매끈하다 베이다
(수염)밀

다
면도하다 뜨겁다

경도
M 2.25 2.25 2.25 1.15 1.35 1.35 3

SD 0.44 0.44 0.44 1.35 1.53 1.53 0.00

중등도
M 1.3 1.3 1.3 0.8 0.85 1 3

SD 0.47 0.47 0.47 1.20 1.23 1.41 0.00

중도
M 0.45 0.25 0.3 0.5 0.4 0.4 3

SD 0.51 0.44 0.47 0.83 0.68 0.68 0.00

어 휘 차갑다 따뜻하다 시원하다 (물)틀다
(물)잠그

다
(물)끄다 보다

경도
M 3 2.85 2.85 2.95 2.85 2.95 2.7

SD 0.00 0.37 0.37 0.22 0.37 0.22 0.47

중등도
M 3 2.45 2.45 2.6 2.5 2.6 2.3

SD 0.00 0.51 0.51 0.50 0.51 0.50 0.47

중도
M 3 2.65 2.65 2.25 1.85 2.25 1.1

SD 0.00 0.49 0.49 0.64 0.81 0.64 0.79

어 휘 젖다
(눈에)들

어가다
따갑다

(기저귀)

갈다
귀찮다

(눈곱)끼

다
(코)풀다

경도
M 2.65 2.85 2.75 0 2.2 1.1 2.8

SD 0.49 0.37 0.44 0.00 0.70 0.64 0.41

중등도
M 1.3 2.6 2.6 0.05 1.9 0.3 2.3

SD 0.47 0.50 0.50 0.22 0.85 0.47 0.47

중도
M 0.7 1.95 2.3 0.55 0.35 0.35 1.35

SD 0.47 0.51 0.47 0.76 0.49 0.49 0.49

어 휘 들어가다 나오다 열다 닫다 끄다 켜다 아프다

경도
M 2.7 2.7 2.85 2.85 2.65 2.65 2.9

SD 0.47 0.47 0.37 0.37 0.49 0.49 0.31

중등도
M 2.6 2.6 2.95 2.95 2.65 2.65 3

SD 0.50 0.50 0.22 0.22 0.49 0.49 0.00

중도
M 2.35 2.35 2.75 2.75 2.75 2.75 3

SD 0.49 0.49 0.44 0.44 0.44 0.44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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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휘 여기 저기 거기 다 덜 살살 조금만

경도
M 2.85 2.85 2.85 3 3 2.6 2.9

SD 0.49 0.49 0.49 0.00 0.00 0.60 0.31

중등도
M 3 3 2.8 2.3 2.3 2.7 2.8

SD 0.00 0.00 0.41 0.47 0.47 0.47 0.41

중도
M 3 3 2.65 1.65 1.65 1.65 2.5

SD 0.00 0.00 0.49 0.49 0.49 0.49 0.76

어 휘 많이 빨리 아직 응 아니

경도
M 2.9 2.85 2.85 3 3

SD 0.31 0.37 0.37 0.00 0.00

중등도
M 2.9 1.6 1.3 3 3

SD 0.31 0.50 0.47 0.00 0.00

중도
M 2.65 1.05 0.65 3 3

SD 0.49 0.51 0.49 0.00 0.00

개인위생; 옷 갈아입기

어 휘 옷 팬티 속옷 환자복 윗도리 바지 양말

경도
M 3 3 3 1.6 2.6 3 3

SD 0.00 0.00 0.00 0.50 0.50 0.00 0.00

중등도
M 3 2.95 2.3 0.35 0.65 3 2.55

SD 0.00 0.22 0.57 0.49 0.49 0.00 0.51

중도
M 3 2.9 1.7 0 0 2.65 2.65

SD 0.00 0.31 0.86 0.00 0.00 0.49 0.49

어 휘 신발 실내화 잠바 가디건 겉옷 모자 카라

경도
M 3 1.6 1.25 1.25 2.25 1.75 0.85

SD 0.00 0.50 0.44 0.44 0.44 0.85 0.37

중등도
M 3 0.35 0.35 0.3 1.7 0.45 0.2

SD 0.00 0.49 0.59 0.47 0.47 0.51 0.41

중도
M 2.65 0 0 0 0.95 0.1 0

SD 0.49 0.00 0.00 0.00 0.69 0.31 0.00



- 93 -

어 휘 소매 주머니 단추 서랍 옷장 옷걸이 손톱

경도
M 0.5 2.6 2.85 1.75 2.25 1.1 2.85

SD 0.51 0.50 0.37 0.44 0.44 0.97 0.37

중등도
M 0.2 2.1 2.5 1.55 2.3 0.55 2.5

SD 0.41 0.45 0.51 0.51 0.47 0.51 0.51

중도
M 0 0.45 2.1 1.2 2 0.3 2.15

SD 0.00 0.51 0.79 0.41 0.79 0.57 0.75

어 휘 발톱 머리 손톱깎이 빗 머리끈 목걸이 반지

경도
M 2.85 3 2.85 2.85 0.2 0.3 0.3

SD 0.37 0.00 0.37 0.37 0.41 0.47 0.47

중등도
M 2.5 2.95 2.95 2.95 0 0 0

SD 0.51 0.22 0.22 0.22 0.00 0.00 0.00

중도
M 2.15 2.65 2 2.05 0 0 0

SD 0.75 0.49 0.86 0.83 0.00 0.00 0.00

어 휘 시계 향수 립글로즈 립스틱 목 손가락 손목

경도
M 2.4 0.1 0 0.15 2.15 2.1 2.05

SD 0.50 0.31 0.00 0.37 0.59 0.72 0.69

중등도
M 1.95 0 0 0 1.75 1.3 1.15

SD 0.94 0.00 0.00 0.00 0.72 0.47 0.49

중도
M 0.3 0 0 0 1.05 0.85 0.7

SD 0.47 0.00 0.00 0.00 0.76 0.59 0.57

어 휘 입술 파우더 지갑 핸드폰 (서랍)안 있다 없다

경도
M 2.05 0 0.85 2.85 2.45 3 3

SD 0.69 0.00 0.75 0.37 0.60 0.00 0.00

중등도
M 1.1 0 0 2.7 2.6 3 3

SD 0.64 0.00 0.00 0.47 0.50 0.00 0.00

중도
M 0.45 0 0 1.35 1.35 2.35 2.35

SD 0.51 0.00 0.00 0.49 0.49 0.49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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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휘
(가져다)

주다
좋다 싫다 입다 갈아입다

뒤집어입

다
벗다

경도
M 2.85 3 3 3 2.85 2.65 3

SD 0.37 0.00 0.00 0.00 0.37 0.49 0.00

중등도
M 3 3 3 2.95 2.6 1.2 2.95

SD 0.00 0.00 0.00 0.22 0.50 0.52 0.22

중도
M 2.75 3 3 2.4 1.4 0.65 2.4

SD 0.44 0.00 0.00 0.50 0.50 0.67 0.50

어 휘
(단추)잠

그다
신다 쓰다

(옷깃)세

우다

(소매)접

다
올리다 내리다

경도
M 3 3 1.9 0.15 1.65 2.8 2.8

SD 0.00 0.00 0.91 0.37 0.49 0.41 0.41

중등도
M 2.95 2.95 1.2 0 0.95 2.4 2.4

SD 0.22 0.22 0.41 0.00 0.76 0.60 0.60

중도
M 2.3 2.35 0.1 0 0 1.8 1.8

SD 0.47 0.49 0.31 0.00 0.00 0.77 0.77

어 휘 넣다 빼다 꺼내다 어울리다 걸다 깎다 빗다

경도
M 2.7 2.7 2.7 2.55 2.7 2.75 2.6

SD 0.47 0.47 0.57 0.51 0.47 0.44 0.50

중등도
M 2.45 2.45 2.1 1.5 1.65 2.35 2.3

SD 0.69 0.69 0.31 0.61 0.49 0.75 0.47

중도
M 1.9 1.9 1.65 0.4 0.85 1.4 1.45

SD 0.79 0.79 0.49 0.50 0.75 0.50 0.51

어 휘 묶다 아프다
(목걸이)

걸다

(반지)끼

다

(시계)차

다

(향수)뿌

리다

(립스틱)

바르다

경도
M 0.2 2.65 0 0 0 0.1 0

SD 0.41 0.59 0.00 0.00 0.00 0.31 0.00

중등도
M 0 2.95 0 0 0 0 0

SD 0.00 0.22 0.00 0.00 0.00 0.00 0.00

중도
M 0 2.9 0 0 0 0 0

SD 0.00 0.31 0.00 0.00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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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휘 찝찝하다 얇다 두껍다 춥다 덥다 작다 크다

경도
M 2.2 1.85 1.85 2.85 2.85 2.7 2.7

SD 0.41 0.67 0.67 0.37 0.37 0.47 0.47

중등도
M 1.35 1.45 1.45 2.9 2.9 2.45 2.45

SD 0.67 0.51 0.51 0.31 0.31 0.60 0.60

중도
M 0.4 0.25 0.25 2.6 2.6 2 2

SD 0.60 0.44 0.44 0.50 0.50 0.79 0.79

어 휘 (잘)맞다 세탁하다 더럽다 깨끗하다
까슬거리

다
편하다 불편하다

경도
M 1.95 2 2.85 2.85 2.2 3 3

SD 0.51 0.79 0.37 0.37 0.52 0.00 0.00

중등도
M 1.6 2.2 2.55 2.55 1.45 2.9 2.95

SD 0.50 0.52 0.51 0.51 0.51 0.31 0.22

중도
M 0.3 1.35 2.05 2.05 0.3 2.6 2.65

SD 0.47 0.49 0.83 0.83 0.47 0.50 0.49

어 휘 묻다 찾다 예쁘다 단정하다 차분하다 별로 안

경도
M 2.95 2.5 2.55 2.05 1 2.2 3

SD 0.22 0.51 0.51 0.60 0.79 0.62 0.00

중등도
M 2.15 2.3 2.4 1.2 0.2 2.45 2.85

SD 0.59 0.73 0.50 0.41 0.41 0.51 0.37

중도
M 0.7 0.4 1.35 0.2 0 0.7 2.55

SD 0.47 0.50 0.59 0.41 0.00 0.98 0.60

어 휘 너무 오래 새
어 디 있

어?

경도
M 3 2.2 2.2 2.65

SD 0.00 0.41 0.41 0.49

중등도
M 2.3 2.15 2.15 2.5

SD 0.47 0.59 0.59 0.51

중도
M 2.25 1.15 1.05 1.4

SD 0.55 0.59 0.69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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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및 약 복용

어 휘 식사 아침 점심 저녁 음식 밥 국

경도
M 3 3 3 3 3 3 3

SD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중등도
M 2.6 2.6 2.6 2.6 2.6 3 3

SD 0.50 0.50 0.50 0.50 0.50 0.00 0.00

중도
M 1.25 1.5 1.5 1.5 1 3 3

SD 0.72 0.69 0.69 0.69 0.73 0.00 0.00

어 휘 김치 찌개 고기 생선 생선가시 과일 반찬

경도
M 3 3 3 2.95 2.55 3 3

SD 0.00 0.00 0.00 0.22 0.51 0.00 0.00

중등도
M 3 3 2.75 2.6 1.95 2.7 2.95

SD 0.00 0.00 0.44 0.75 0.76 0.47 0.22

중도
M 3 2.35 2.35 1.25 0.15 2 2.35

SD 0.00 0.49 0.49 0.44 0.37 0.86 0.49

어 휘 간식 과자 빵 사탕 떡 물 우유

경도
M 3 2.05 2.5 0.15 1.7 3 1.75

SD 0.00 0.22 0.51 0.37 0.73 0.00 0.55

중등도
M 2.3 2.15 2.45 0.4 1.5 3 1.4

SD 0.66 0.81 0.60 0.50 0.51 0.00 0.50

중도
M 0.6 0.25 0.35 0.1 1.1 3 0.65

SD 0.60 0.44 0.49 0.31 0.55 0.00 0.49

어 휘 주스 커피 술 요플레 사과 귤 포도

경도
M 1.75 1.05 0 2.65 2.9 2.9 2.3

SD 0.55 0.69 0.00 0.49 0.31 0.31 0.47

중등도
M 1.85 0.6 0 2.5 2.8 2.85 2.55

SD 0.59 0.60 0.00 0.51 0.41 0.37 0.60

중도
M 0.65 0.25 0 0.95 2.1 2.2 2.05

SD 0.49 0.44 0.00 0.83 0.64 0.70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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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휘 딸기 수박 바나나 김치찌개 된장찌개 숟가락 젓가락

경도
M 2.4 2.85 2.9 2.9 2.9 3 3

SD 0.50 0.37 0.31 0.31 0.31 0.00 0.00

중등도
M 2.8 2.85 2.9 2.4 2.35 3 3

SD 0.41 0.37 0.31 0.50 0.59 0.00 0.00

중도
M 2.3 2.25 2.25 0.6 0.45 3 3

SD 0.57 0.72 0.55 0.50 0.51 0.00 0.00

어 휘 포크 칼 가위 그릇 접시 식판 (물)병

경도
M 1.9 2.5 2.5 2.9 2.75 0.65 2.65

SD 0.64 0.51 0.51 0.31 0.44 0.67 0.49

중등도
M 1.3 2.1 2.25 2.35 2.25 0.3 2.3

SD 0.47 0.55 0.55 0.59 0.55 0.47 0.57

중도
M 0.3 0.65 0.75 2.2 1.6 0 1.65

SD 0.47 0.59 0.55 0.70 0.94 0.00 0.93

어 휘 뚜껑 냉장고 이쑤시개 약 정수기 자판기 사레

경도
M 2.8 3 0.5 3 2.6 2.75 2.75

SD 0.41 0.00 0.51 0.00 0.50 0.44 0.44

중등도
M 2.25 2.9 0.3 3 2.25 1.7 2.3

SD 0.64 0.31 0.47 0.00 0.44 0.73 0.47

중도
M 1.35 2.35 0 2.75 0.8 0 0.85

SD 0.49 0.49 0.00 0.44 0.83 0.00 0.81

어 휘
목(에 걸

리다)
먹다 마시다 주다 기다리다 뱉다 삼키다

경도
M 3 3 3 2.9 2.4 3 3

SD 0.00 0.00 0.00 0.31 0.50 0.00 0.00

중등도
M 3 3 3 3 1.9 2.6 2.65

SD 0.00 0.00 0.00 0.00 0.55 0.75 0.59

중도
M 2.35 3 2.35 2.85 0.35 1.35 2.15

SD 0.49 0.00 0.67 0.37 0.49 0.49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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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휘 배고프다 배부르다 목마르다 갈증나다 맛있다 맛없다 좋다

경도
M 3 3 3 2.35 3 3 3

SD 0.00 0.00 0.00 0.49 0.00 0.00 0.00

중등도
M 3 3 3 2.5 2.9 2.9 3

SD 0.00 0.00 0.00 0.61 0.31 0.31 0.00

중도
M 3 3 2.85 0.85 2.7 2.7 3

SD 0.00 0.00 0.37 0.75 0.57 0.57 0.00

어 휘 싫다 크다 작다 자르다 있다 없다
(가시)바

르다

경도
M 3 2.7 2.7 2.9 3 3 1.15

SD 0.00 0.47 0.47 0.31 0.00 0.00 0.37

중등도
M 3 2.85 2.85 3 3 3 1.2

SD 0.00 0.37 0.37 0.00 0.00 0.00 0.62

중도
M 3 1.3 1.3 0.65 2.35 2.35 0

SD 0.00 0.73 0.73 0.88 0.49 0.49 0.00

어 휘 차갑다 뜨겁다 데우다 식다 상하다 짜다 싱겁다

경도
M 2.9 2.9 2.25 2.25 2.35 2.85 2.85

SD 0.31 0.31 0.64 0.64 0.75 0.37 0.37

중등도
M 2.95 2.95 1.75 1.8 2.35 2.95 2.95

SD 0.22 0.22 0.64 0.62 0.59 0.22 0.22

중도
M 2.7 2.7 0.35 0.4 1.35 2.35 2.35

SD 0.57 0.57 0.49 0.50 0.81 0.49 0.49

어 휘 달다 쓰다 맵다 시다
입 맛 에

맞다

입 맛 이

없다

입 맛 이

돈다

경도
M 2.85 2.85 2.85 2.85 2.15 0.6 0.4

SD 0.37 0.37 0.37 0.37 0.37 0.60 0.50

중등도
M 2.95 2.95 2.95 2.95 2.3 0.55 0.15

SD 0.22 0.22 0.22 0.22 0.57 0.51 0.37

중도
M 2.35 2.35 2.35 2.35 0.25 0.2 0

SD 0.49 0.49 0.49 0.49 0.44 0.4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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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휘 흘리다 닦다
(사레)걸

리다
안 많이 조금 너무

경도
M 2.15 2.4 2.75 3 3 3 2.8

SD 0.37 0.75 0.44 0.00 0.00 0.00 0.41

중등도
M 1.9 2.85 2.9 2.7 3 3 2.6

SD 0.64 0.37 0.31 0.47 0.00 0.00 0.50

중도
M 1.35 1.7 2.2 2.65 2.3 2.3 2

SD 0.49 0.73 0.70 0.49 0.66 0.66 0.86

어 휘 여기 이것 저것 같이

경도
M 3 3 3 2.6

SD 0.00 0.00 0.00 0.50

중등도
M 2.6 2.85 2.85 2.1

SD 0.50 0.37 0.37 0.91

중도
M 2 2.75 2.75 0.65

SD 0.79 0.55 0.55 0.81

화장실 이용 및 용변 처리

어 휘 화장실 불 문 바지 소변 대변 냄새

경도
M 3 3 2.85 3 3 3 2.6

SD 0.00 0.00 0.37 0.00 0.00 0.00 0.50

중등도
M 3 2.65 2.85 3 3 3 2.75

SD 0.00 0.49 0.37 0.00 0.00 0.00 0.44

중도
M 3 2.8 2.8 2.9 2.5 2.5 1.65

SD 0.00 0.41 0.41 0.31 0.69 0.69 0.49

어 휘 물 휴지 기저귀 팬티 속옷 옷 손

경도
M 3 3 0 3 2.9 2.9 2.95

SD 0.00 0.00 0.00 0.00 0.31 0.31 0.22

중등도
M 3 3 0.05 3 3 3 3

SD 0.00 0.00 0.22 0.00 0.00 0.00 0.00

중도
M 2.95 2.95 0.5 2.8 2.35 3 3

SD 0.22 0.22 0.76 0.41 0.49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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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휘 변기 세면대 비누 변비약 켜다 끄다 들어가다

경도
M 2.25 2.25 2.95 0 2.7 2.7 2.85

SD 0.44 0.44 0.22 0.00 0.47 0.47 0.37

중등도
M 1.85 1.7 2.9 0 2.85 2.85 2.6

SD 0.88 0.73 0.31 0.00 0.37 0.37 0.50

중도
M 0.35 0.35 2.35 0 1.95 1.95 2.05

SD 0.59 0.59 0.49 0.00 0.69 0.69 0.76

어 휘 나오다 벗다 입다 올리다 내리다 가고싶다 열다

경도
M 2.85 3 3 2.65 2.65 2.9 2.9

SD 0.37 0.00 0.00 0.49 0.49 0.31 0.31

중등도
M 2.6 3 3 2.6 2.6 3 3

SD 0.50 0.00 0.00 0.50 0.50 0.00 0.00

중도
M 2.05 2.95 2.95 2.25 2.25 3 2.25

SD 0.76 0.22 0.22 0.64 0.64 0.00 0.55

어 휘 닫다 마렵다 보다 싸다 닦다 씻다 있다

경도
M 2.9 3 2.95 3 3 3 3

SD 0.31 0.00 0.22 0.00 0.00 0.00 0.00

중등도
M 3 3 3 3 3 3 3

SD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중도
M 2.25 3 2.3 3 2.9 2.8 2.35

SD 0.55 0.00 0.57 0.00 0.31 0.52 0.49

어 휘 없다 젖다 갈다 갈아입다 묻다 막히다 앉다

경도
M 3 1.9 0.45 2.9 2.5 1.15 2.55

SD 0.00 1.21 0.51 0.31 0.51 0.37 0.51

중등도
M 3 2.7 0.45 2.45 1.7 1.15 2.7

SD 0.00 0.47 0.76 0.51 0.66 0.67 0.47

중도
M 2.35 0.5 0.5 2 0.35 0.2 2.25

SD 0.49 0.51 0.51 0.73 0.49 0.41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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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휘 일어서다 틀다 누르다 내리다
(냄새)나

다
안 다

경도
M 2.55 2.55 2.55 2.55 2.15 3 3

SD 0.51 0.51 0.51 0.51 0.37 0.00 0.00

중등도
M 2.7 2.6 2.2 2.7 2.35 3 3

SD 0.47 0.50 0.77 0.66 0.49 0.00 0.00

중도
M 2.25 2 1.1 2 1.25 2.35 2

SD 0.64 0.79 0.85 0.86 0.64 0.49 0.79

자신의 몸 상태 설명하기

어 휘 병원 병실 약 주사 몸 상태 기분 열

경도
M 2.4 1.65 3 2.7 2.7 2.55 2.95

SD 0.50 0.49 0.00 0.47 0.47 0.51 0.22

중등도
M 2.6 1.6 3 2.6 2.15 2.05 2.9

SD 0.50 0.50 0.00 0.50 0.67 0.69 0.31

중도
M 2.15 0.35 2.75 2.2 1.6 1.55 2.75

SD 0.59 0.49 0.44 0.62 0.50 0.51 0.44

어 휘 통증 어지러움 구토 머리 어깨 무릎 허리

경도
M 2.8 2.85 2.75 3 2.3 2.3 2.6

SD 0.52 0.37 0.55 0.00 0.47 0.47 0.50

중등도
M 2.35 2.7 2.65 3 2.65 2.65 2.65

SD 0.59 0.47 0.67 0.00 0.59 0.59 0.59

중도
M 1.45 2 1.35 3 2.35 2.35 2.35

SD 0.69 0.65 0.49 0.00 0.49 0.49 0.49

어 휘 다리 팔 배 몸 등 가슴 엉덩이

경도
M 3 3 3 3 2.15 2.55 1.8

SD 0.00 0.00 0.00 0.00 0.37 0.51 0.70

중등도
M 3 3 2.8 2.9 2.35 2.75 2.1

SD 0.00 0.00 0.41 0.31 0.49 0.44 0.85

중도
M 3 3 2.75 2.9 2.1 2.1 1.35

SD 0.00 0.00 0.44 0.31 0.79 0.79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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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휘 발목 의사 간호사 치료사 치료받다 (약)먹다
(주사)놓

다

경도
M 1.6 2.85 2.85 1.9 2.1 3 1.6

SD 0.60 0.37 0.37 0.72 0.55 0.00 0.50

중등도
M 1.35 3 3 1.75 2.35 3 1.35

SD 0.49 0.00 0.00 0.44 0.67 0.00 0.49

중도
M 0.35 2.35 2.35 0.35 0.35 3 1

SD 0.49 0.49 0.49 0.49 0.49 0.00 0.00

어 휘
(주사)맞

다
좋다 부르다 해야한다 아프다 어지럽다 심하다

경도
M 2.45 3 2.05 2.45 3 2.9 3

SD 0.51 0.00 0.51 0.51 0.00 0.31 0.00

중등도
M 2.35 3 1.35 2.5 3 3 2.9

SD 0.49 0.00 0.49 0.51 0.00 0.00 0.31

중도
M 2 3 1 0.55 3 2.85 2.35

SD 0.00 0.00 0.00 0.60 0.00 0.37 0.49

어 휘 체하다 저리다 쑤시다 가렵다 답답하다
(발목)삐

다
좋아지다

경도
M 2.3 2.25 1.35 2.25 2.4 0.4 2.9

SD 0.66 0.44 0.49 0.44 0.50 0.50 0.31

중등도
M 2.35 2.2 1.7 2.75 2.4 0.35 2.7

SD 0.67 0.70 0.47 0.44 0.75 0.49 0.47

중도
M 0.75 0.35 0.05 1.35 1.35 0 2.35

SD 0.55 0.49 0.22 0.49 0.49 0.00 0.49

어 휘 나빠지다 있다 없다 (열)나다 내리다 한것같다 이제는

경도
M 2.9 3 3 2.4 2.4 1.5 2.6

SD 0.31 0.00 0.00 0.50 0.50 0.51 0.50

중등도
M 2.7 3 3 2.35 2.35 1.3 2.1

SD 0.47 0.00 0.00 0.59 0.59 0.73 0.72

중도
M 2.3 2.6 2.6 1.35 1.35 0.3 0.75

SD 0.57 0.50 0.50 0.49 0.49 0.47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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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휘 전보다 어제보다 안 계속 약간 조금 많이

경도
M 2.6 2.45 3 2.55 2.65 3 3

SD 0.50 0.51 0.00 0.51 0.49 0.00 0.00

중등도
M 1.75 1.75 2.7 2.45 2.65 2.7 2.7

SD 0.44 0.44 0.47 0.69 0.59 0.47 0.47

중도
M 0.3 0.3 2.35 1.15 1.4 2.65 2.65

SD 0.47 0.47 0.49 0.59 0.50 0.49 0.49

어 휘 너무 네 아니요

경도
M 2.95 3 3

SD 0.22 0.00 0.00

중등도
M 2.7 3 3

SD 0.47 0.00 0.00

중도
M 2.65 3 3

SD 0.49 0.00 0.00

이동 및 실내 보행

어 휘 지팡이 휠체어 경사로
엘리베이

터

에스컬레

이터
손잡이 병원

경도
M 1.45 1.35 0.25 2.95 1.45 2.65 2.35

SD 0.51 0.49 0.44 0.22 1.23 0.49 0.49

중등도
M 1.2 1.25 0.4 2.7 0.6 2.4 2.8

SD 0.41 0.44 0.50 0.47 0.94 0.50 0.41

중도
M 1.25 1.85 0 1.35 0.3 1.4 2.15

SD 0.44 0.37 0.00 0.59 0.47 0.50 0.49

어 휘 병실 침대 의자 소파 벤치 문 로비

경도
M 1.55 2.4 2.55 2.55 0.7 2.85 0.25

SD 0.51 0.50 0.51 0.51 0.73 0.37 0.44

중등도
M 1.6 2.35 2.8 2.7 0.8 2.85 0.3

SD 0.60 0.49 0.41 0.47 0.70 0.37 0.47

중도
M 0.4 2.3 2.7 2.1 0.25 2.75 0

SD 0.50 0.57 0.47 0.64 0.55 0.44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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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휘 접수창구 외래 수납 주차장 휴게실 진찰실 치료실

경도
M 0 0 0 0.4 0.85 0.8 1

SD 0.00 0.00 0.00 0.50 0.67 0.83 0.73

중등도
M 0 0 0 0.15 0.5 0.75 0.8

SD 0.00 0.00 0.00 0.37 0.61 0.44 0.52

중도
M 0 0 0 0 0.25 0.05 0.3

SD 0.00 0.00 0.00 0.00 0.44 0.22 0.47

어 휘 수술실 대기실 검사실 탕비실
간호데스

크

안네데스

크
라운지

경도
M 0 0.1 1.4 0.15 1.4 0.95 0

SD 0.00 0.31 0.50 0.37 0.50 0.94 0.00

중등도
M 0 0 1.3 0.25 0.55 0.3 0

SD 0.00 0.00 0.80 0.44 0.51 0.47 0.00

중도
M 0 0 0.15 0 0.1 0 0

SD 0.00 0.00 0.37 0.00 0.31 0.00 0.00

어 휘 위 아래 옆 여기 저기 거기 안

경도
M 3 3 3 3 3 3 3

SD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중등도
M 3 3 3 3 3 3 2.3

SD 0.00 0.00 0.00 0.00 0.00 0.00 0.47

중도
M 2.35 2.35 2.4 2.95 2.95 2.35 2.05

SD 0.49 0.49 0.50 0.22 0.22 0.49 0.83

어 휘 밖 짚다 타다 밀다 걷다 앉다 일어서다

경도
M 3 1.45 1.7 1.4 3 3 3

SD 0.00 0.51 0.92 0.50 0.00 0.00 0.00

중등도
M 2.3 1.2 1.45 1.25 3 3 2.9

SD 0.47 0.41 0.83 0.44 0.00 0.00 0.31

중도
M 2.05 1.25 2.15 1.9 2.85 2.65 2.45

SD 0.83 0.44 0.67 0.55 0.37 0.49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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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휘 올라가다 내려가다 잡다 오다 가다 다녀오다 없다

경도
M 2.55 2.55 2.85 3 3 2.9 3

SD 0.51 0.51 0.37 0.00 0.00 0.31 0.00

중등도
M 2.75 2.75 2.95 2.95 2.95 2.6 3

SD 0.44 0.44 0.22 0.22 0.22 0.50 0.00

중도
M 2.4 2.35 2.7 2 2 1.45 2.35

SD 0.50 0.49 0.57 0.86 0.86 1.05 0.49

어 휘 있다 갖다주다 쉬다 힘들다 열다 닫다 나가다

경도
M 3 2.6 2.8 2.9 3 3 3

SD 0.00 0.50 0.41 0.31 0.00 0.00 0.00

중등도
M 3 2.95 2.85 3 2.85 2.85 2.9

SD 0.00 0.22 0.37 0.00 0.37 0.37 0.31

중도
M 2.35 2.2 2.25 2.95 2.35 2.35 2.8

SD 0.49 0.62 0.64 0.22 0.49 0.49 0.41

어 휘 들어오다 가고싶다 잠깐 어디?

경도
M 2.9 2.95 2.65 2.95

SD 0.31 0.22 0.49 0.22

중등도
M 2.9 3 2.6 2.8

SD 0.31 0.00 0.60 0.41

중도
M 2.8 2.95 1.3 1.9

SD 0.41 0.22 0.66 0.55

휴식 및 여가

어 휘 TV 뉴스 드라마 채널 책 신문 라디오

경도
M 3 1.9 2.2 1.7 2.1 2.1 0.35

SD 0.00 0.97 0.83 0.57 0.55 0.55 0.49

중등도
M 3 1.6 1.75 1.75 1.55 0.6 0.15

SD 0.00 0.94 0.72 0.85 0.76 0.82 0.37

중도
M 2.9 1 1.05 0.95 0.25 0.2 0.05

SD 0.31 0.65 0.69 0.69 0.44 0.41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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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휘 운동 스트레칭 산책
바람 (쐬

다)
옥상 정원 공원

경도
M 2.75 0.35 2.65 1.5 1.55 1.3 1.2

SD 0.44 0.59 0.49 0.61 0.60 0.47 0.41

중등도
M 2.95 1.05 2.35 1.6 1.15 0.9 1

SD 0.22 0.76 0.49 0.75 0.37 0.64 0.32

중도
M 2.35 0 1.3 0.55 0 0 0

SD 0.49 0.00 0.47 0.60 0.00 0.00 0.00

어 휘 꽃 잔디 화단 병실 낮잠 이불 베개

경도
M 2.3 2 1.3 1.55 2.2 2.95 2.95

SD 0.47 0.73 0.47 0.60 0.41 0.22 0.22

중등도
M 2.75 2.1 0.55 1.65 2.15 3 3

SD 0.44 0.72 0.51 0.75 0.49 0.00 0.00

중도
M 1.35 0.6 0.2 0.35 1.4 3 3

SD 0.49 0.50 0.41 0.49 0.50 0.00 0.00

어 휘 지팡이 휠체어 안 밖 좋다 싫다 보다

경도
M 1.45 1.35 2.95 2.95 3 3 2.95

SD 0.51 0.49 0.22 0.22 0.00 0.00 0.22

중등도
M 1.2 1.25 2.35 2.35 3 3 3

SD 0.41 0.44 0.49 0.49 0.00 0.00 0.00

중도
M 1.25 1.85 2.1 2.1 3 3 2.35

SD 0.44 0.37 0.85 0.85 0.00 0.00 0.49

어 휘 틀다 켜다 끄다
(채널)돌

리다
소리 높이다 키우다

경도
M 2.95 2.95 2.95 1.6 2.85 2.85 2.55

SD 0.22 0.22 0.22 0.50 0.37 0.37 0.51

중등도
M 3 2.85 2.85 1.3 2.6 2.6 2.3

SD 0.00 0.37 0.37 0.47 0.50 0.50 0.47

중도
M 2.3 2.2 2.2 0.65 2.35 2.25 2

SD 0.57 0.62 0.62 0.49 0.49 0.64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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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휘 낮추다 있다 없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시끄럽다 들리다

경도
M 2.85 3 3 2.45 2.45 2.65 2.6

SD 0.37 0.00 0.00 0.51 0.51 0.49 0.50

중등도
M 2.6 3 3 2.4 2.25 2.8 2.6

SD 0.50 0.00 0.00 0.50 0.55 0.41 0.50

중도
M 2.25 2.35 2.35 2 2 2.2 1.65

SD 0.55 0.49 0.49 0.86 0.86 0.77 0.59

어 휘 쉬다 눕다 자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돌아가다 가다

경도
M 3 3 3 2.95 2.95 1.6 2.95

SD 0.00 0.00 0.00 0.22 0.22 0.50 0.22

중등도
M 3 3 3 2.65 2.65 1.35 2.95

SD 0.00 0.00 0.00 0.49 0.49 0.75 0.22

중도
M 2.25 2.45 2.5 2.2 2.2 0.65 2.9

SD 0.55 0.51 0.51 0.52 0.52 0.49 0.31

어 휘 오다
(바람)쐬

다
나가다 들어가다 다녀오다 걷다 짚다

경도
M 2.95 2.7 2.95 2.95 2.7 3 1.5

SD 0.22 0.47 0.22 0.22 0.47 0.00 0.61

중등도
M 2.95 2.35 2.95 2.95 2.25 3 1.2

SD 0.22 0.81 0.22 0.22 0.55 0.00 0.41

중도
M 2.9 1.25 2.85 2.85 1.25 2.95 1.25

SD 0.31 0.55 0.37 0.37 0.55 0.22 0.44

어 휘 타다 아프다 춥다 덥다 따뜻하다 예쁘다 덮다

경도
M 1.4 2.95 2.85 2.85 2.55 2.8 2.9

SD 0.60 0.22 0.37 0.37 0.51 0.41 0.31

중등도
M 1.25 3 3 3 2.55 2.7 2.65

SD 0.44 0.00 0.00 0.00 0.51 0.47 0.49

중도
M 1.85 3 2.35 2.35 2.25 1.9 2.3

SD 0.37 0.00 0.49 0.49 0.64 0.79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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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휘 베다
(나가고)

싶다

(해도)되

다
안되다 그만 다른것 잠깐

경도
M 2.9 2.95 3 3 2.95 2.85 2.6

SD 0.31 0.22 0.00 0.00 0.22 0.37 0.50

중등도
M 2.65 2.7 2.95 2.95 2.95 2.9 2.7

SD 0.49 0.47 0.22 0.22 0.22 0.31 0.47

중도
M 2.25 2.65 2.95 2.95 2.95 2.9 1.65

SD 0.44 0.49 0.22 0.22 0.22 0.31 0.49

어 휘 오래 조금 너무 안 어디?

경도
M 2.45 3 3 3 2.6

SD 0.51 0.00 0.00 0.00 0.50

중등도
M 2.5 2.7 2.7 3 2.7

SD 0.51 0.47 0.47 0.00 0.47

중도
M 1.6 2.45 2.45 2.4 1.95

SD 0.50 0.51 0.51 0.50 0.83

면회 및 외출

어 휘 가족 친척 친구 손님 지인 아내 손자

경도
M 2.65 2.65 2.65 2.4 0.45 1.35 2.65

SD 0.49 0.49 0.49 0.50 0.60 1.53 0.49

중등도
M 2.7 2.4 2.6 2 0.15 0.9 3

SD 0.47 0.68 0.60 0.79 0.37 1.29 0.00

중도
M 2.3 1.45 1.95 1.25 0 0.1 2.35

SD 0.57 0.51 0.69 0.44 0.00 0.31 0.49

어 휘 손녀 아들 딸 직장동료 선후배 동창 사이

경도
M 2.65 2.65 2.65 0 0 0.65 0.25

SD 0.49 0.49 0.49 0.00 0.00 0.67 0.44

중등도
M 3 3 3 0 0 0.2 0.15

SD 0.00 0.00 0.00 0.00 0.00 0.41 0.37

중도
M 2.35 2.35 2.35 0 0 0 0

SD 0.49 0.49 0.49 0.00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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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휘 주스 과일 집 식당 슈퍼 카페 약국

경도
M 2.2 2.3 3 2.4 1.45 0.55 2.55

SD 0.41 0.47 0.00 0.50 0.51 0.76 0.51

중등도
M 1.5 1.9 3 2.3 0.75 0.3 2.2

SD 0.51 0.64 0.00 0.66 0.44 0.47 0.70

중도
M 0.25 0.35 2.85 1.45 0 0 1.6

SD 0.44 0.59 0.37 0.60 0.00 0.00 0.50

어 휘 은행 휴게실 가다 오다 인사하다
오랜만이

다
반갑다

경도
M 1.15 2.3 2.95 2.95 2.95 3 3

SD 0.37 0.47 0.22 0.22 0.22 0.00 0.00

중등도
M 0.35 1.75 2.95 2.95 3 2.8 2.8

SD 0.49 0.44 0.22 0.22 0.00 0.41 0.41

중도
M 0 0.85 2.9 2.9 2.25 2.2 2.2

SD 0.00 0.37 0.31 0.31 0.64 0.77 0.77

어 휘 고맙다 건강하다 지내다 좋아지다 나빠지다 걱정마 보고싶다

경도
M 3 3 2.6 2.95 2.7 2.95 3

SD 0.00 0.00 0.50 0.22 0.47 0.22 0.00

중등도
M 3 2.95 2.35 3 2.85 2.95 3

SD 0.00 0.22 0.49 0.00 0.37 0.22 0.00

중도
M 2.95 2.3 1.85 2.35 2 2.35 2.9

SD 0.22 0.66 0.81 0.49 0.65 0.49 0.31

어 휘 꺼내다 깎다 다녀오다 가고싶다 앉다 여기 저기

경도
M 2.65 2.35 2.95 2.95 3 2.95 2.95

SD 0.49 0.49 0.22 0.22 0.00 0.22 0.22

중등도
M 2.3 2.1 2.7 3 2.95 3 3

SD 0.47 0.55 0.47 0.00 0.22 0.00 0.00

중도
M 1.4 1.1 1.7 2.95 2.35 2.95 2.95

SD 0.60 0.72 0.98 0.22 0.49 0.22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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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휘 안(좋다)
잘 (지내

다)
조금,좀 (가족)들 예전 이것 저것

경도
M 2.7 2.7 2.6 2.35 2.85 2.95 2.95

SD 0.47 0.47 0.50 0.49 0.37 0.22 0.22

중등도
M 2.7 2.8 2.55 1.05 2.25 2.9 2.9

SD 0.47 0.41 0.51 0.69 0.55 0.31 0.31

중도
M 2.35 2.45 2.1 0.1 0.1 2.35 2.35

SD 0.49 0.51 0.45 0.31 0.31 0.49 0.49

어 휘
얼 마 에

요?
어떻게? 주세요

경도
M 2 2.4 2.95

SD 0.73 0.68 0.22

중등도
M 1.25 0.55 3

SD 0.64 0.51 0.00

중도
M 0.15 0.05 3

SD 0.49 0.22 0.00

사회적 친밀감

어 휘
오늘 기분

어때요?
기분좋다 안좋다 나도 행복해 사랑해 힘들다

경도
M 2.5 2.65 2.65 2.95 3 3 3

SD 0.51 0.49 0.49 0.22 0.00 0.00 0.00

중등도
M 2 3 2.6 2.6 3 3 3

SD 0.00 0.00 0.50 0.50 0.00 0.00 0.00

중도
M 0.3 2.25 1.65 2.2 3 3 3

SD 0.47 0.44 0.49 0.52 0.00 0.00 0.00

어 휘 피곤하다 괜찮다
감사합니

다

고맙습니

다

미안합니

다

안녕하세

요

안녕히계

세요

경도
M 2.65 3 3 3 3 3 3

SD 0.49 0.00 0.00 0.00 0.00 0.00 0.00

중등도
M 2.6 3 3 3 3 3 3

SD 0.50 0.00 0.00 0.00 0.00 0.00 0.00

중도
M 2.05 2.65 3 3 2.45 3 3

SD 0.76 0.49 0.00 0.00 0.51 0.00 0.00



- 111 -

어 휘
다음에또

봐요
내일봐요

즐거운하루

보내세요

잘 잤 어

요?
잘잤어요

잘못잤어

요
왜요?

경도
M 2.05 2.05 1.45 2.35 2.65 2.65 1.85

SD 0.51 0.51 0.76 0.49 0.49 0.49 0.67

중등도
M 1.7 1.65 1.3 2.2 2.65 2.65 2.1

SD 0.73 0.59 0.47 0.62 0.49 0.49 0.72

중도
M 1.75 1.6 1.05 1.65 1.9 1.2 0.4

SD 0.72 0.50 0.60 0.49 0.31 0.52 0.50

어 휘
친하게

지내요

수고하세

요

건강하세

요

내일뭐해

요?

오늘뭐했

어요?

식사맛있게

하셨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경도
M 2.05 2.25 2.55 2.35 2.5 2.55 2.85

SD 0.83 0.64 0.51 0.49 0.51 0.51 0.37

중등도
M 1.85 1.95 1.8 2.45 2.85 2.55 2.95

SD 0.37 0.69 0.41 0.51 0.37 0.51 0.22

중도
M 1.2 1.4 1.15 1.15 1.15 1.3 2.1

SD 0.52 0.50 0.59 0.59 0.67 0.47 0.55

어 휘
날씨가

좋네요
같이

산책갈래

요?

간식먹을

래요?

과일먹을

래요?

운동좋아

해요?

TV

볼래요?

경도
M 2.7 2.85 2.6 2.6 2.85 2.15 2.35

SD 0.47 0.37 0.50 0.50 0.37 0.37 0.49

중등도
M 2.75 3 2.1 1.95 2.6 1.95 2

SD 0.44 0.00 0.55 0.60 0.60 0.60 0.65

중도
M 1.85 2.35 0.3 0.35 1.25 0.3 0.45

SD 0.75 0.49 0.47 0.49 0.55 0.47 0.69

어 휘
무슨프로그

램볼래요?

요즘재밌는

거있어요?

다른것봐

도될까요?
뉴스 드라마 골프 등산

경도
M 1.5 1.55 2.15 1.9 2.25 0.5 0.55

SD 0.61 0.51 0.37 1.02 0.79 0.69 0.83

중등도
M 1.05 1 1.75 1.6 1.85 0.15 0.4

SD 0.60 0.46 0.72 0.94 0.67 0.37 0.82

중도
M 0 0 0.4 1 1.15 0 0

SD 0.00 0.00 0.50 0.65 0.59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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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휘 좋아해요 싫어해요
보고싶어

요
가족 친척 친구 손자

경도
M 3 3 3 2.65 2.65 2.65 2.65

SD 0.00 0.00 0.00 0.49 0.49 0.49 0.49

중등도
M 3 3 3 2.7 2.4 2.6 3

SD 0.00 0.00 0.00 0.47 0.68 0.60 0.00

중도
M 3 3 3 2.3 1.45 1.95 2.35

SD 0.00 0.00 0.00 0.57 0.51 0.69 0.49

어 휘 손녀 아들 딸 지인
면회왔어

요

보러왔어

요

전화했어

요

경도
M 2.65 2.65 2.65 0.45 1.2 2.15 2.3

SD 0.49 0.49 0.49 0.60 0.41 0.37 0.47

중등도
M 3 3 3 0.15 1.3 2.15 2.4

SD 0.00 0.00 0.00 0.37 0.47 0.59 0.50

중도
M 2.35 2.35 2.35 0 0 0.65 0.65

SD 0.49 0.49 0.49 0.00 0.00 0.49 0.49

어 휘
얘기했어

요

치료사선

생님

의사선생

님

간호사선

생님
치료 식사 운동

경도
M 2.15 1.65 2.1 2.1 1.95 2.45 2.9

SD 0.37 0.75 0.72 0.72 0.51 0.51 0.31

중등도
M 2 1.5 2.1 2.05 1.4 2 2.8

SD 0.56 0.51 0.64 0.51 0.50 0.79 0.41

중도
M 0.65 0.35 1.4 1.4 0.4 0.55 2.25

SD 0.49 0.49 0.50 0.50 0.50 0.76 0.44

어 휘 산책
다녀왔어

요
다음에 네 아니요 그러게요 별로에요

경도
M 2.85 2 2.45 3 3 2.4 1.75

SD 0.37 0.56 0.51 0.00 0.00 0.68 0.72

중등도
M 2.1 1.95 2.4 3 3 2.3 1.65

SD 0.45 0.51 0.68 0.00 0.00 0.73 0.75

중도
M 1.35 0.35 1.35 3 3 1.35 1.35

SD 0.49 0.49 0.59 0.00 0.00 0.49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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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상황 알리기

어 휘 사고 낙상 화재 불이야 다쳤어 숨막혀 못걸어

경도
M 2.45 1.6 2.15 2.95 2.75 2.35 2.55

SD 0.51 0.50 0.67 0.22 0.44 0.49 0.51

중등도
M 2.2 1.4 2.8 3 3 2.6 1.85

SD 0.52 0.50 0.41 0.00 0.00 0.50 0.67

중도
M 1.55 0.95 2.05 3 3 1.85 2

SD 0.51 0.39 0.89 0.00 0.00 0.67 0.56

어 휘 어지러워 여기요 도와줘요 비상구 큰일났어
넘어졌어

요

떨어졌어

요

경도
M 2.85 2.9 2.9 2.6 2.15 2.8 2.8

SD 0.37 0.31 0.31 0.50 0.67 0.41 0.41

중등도
M 3 3 3 2.5 1.75 3 3

SD 0.00 0.00 0.00 0.51 0.55 0.00 0.00

중도
M 3 3 3 1.4 0.4 2.55 2.55

SD 0.00 0.00 0.00 0.60 0.50 0.51 0.51

어 휘 112 119
불러주세

요

경도
M 2 2.05 2.45

SD 0.86 0.83 0.51

중등도
M 2.3 2.3 2.65

SD 0.47 0.47 0.49

중도
M 1.5 1.75 2.25

SD 0.51 0.64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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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verity-dependent situational vocabulary

: Reported by caregivers of inpatients with aphasia

Hye Ji

Graduate Program in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angHee Kim)

Due to the fact that aphasia is accompanied by language deficits,

aphasic patients experience participation restrictions in a variety of

communication situations. Speech-language therapists can expect the

greatest effect when using the vocabulary related to the environment

of the patients for their intervention. But there is no research that

collects the vocabulary referring to the hospital-centered

communication situations of the patients with aphasia.

Thu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mmunication situations

and the situational vocabulary that aphasic patients experienc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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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 through caregiver surveys. Participants were screened based

on their severity of aphasia. Sixty patients(20 with mild, 20 with

moderate, and 20 with severe aphasia)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small-scale application, and consists of 11 communication situations

and 780 vocabularies. Caregivers were asked to indicate on a 4-point

scale from 0, meaning unnecessary/unrestricted, to 3, meaning very

necessary/extremely restricted’, to assess participation demand and

restriction in each situation. Then they also evaluated the necessity

of each vocabulary using a 4-point scale. The communication

situations were ranked by its demand and restriction score and

categorized into the ‘priority communication situation’ and the

‘restricted communication situation’. Then it was investigated by

Spearman’s rank-order correlation analysis among the severity

groups. In addition, the vocabulary were sorted into ‘functional

vocabulary in each situation’ and ‘common vocabulary among

situations’ according to its necessity scor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aregivers responded that ‘social

interaction’ has a high level of participation demand and restriction

in both the mild and moderate group. On the other hand, the severe

group valued ‘personal hygiene; washing and bathing’ more than

‘social interaction’.

Second, ‘emergency announcement’ was ranked either 1st or 2n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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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ority communication situation’ and the ‘restricted

communication situation’ in both moderate and severe groups.

However, in the mild group, ‘emergency announcement’ was ranked

1st in the ‘priority communication situation’, but 5th in the ‘restricted

communication situation’. This was because the patients were in a

special situation where the medical staff was on standby.

Third, ‘functional vocabulary in each situation’ did not differ much

based on aphasia severity. In addition, adverbs were selected as

‘common vocabulary among situations’ and their importance was

prove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attempted to collect the

hospital-centered vocabulary of the patients with aphasia through

their caregivers' report. It also has value that it took consideration

of comprehensive vocabulary in both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based on the severity of aphasia.


Key words : aphasia, severity, situational vocabulary, caregi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