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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언어 능력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듦에 따라 저하된다. 그 능력은 다면적으로 측정되어야 

하며, 타당한 측정을 위한 기본 가정은 문항이나 하위 검사들이 측정을 위하여 규정된 내용을‘제

로’측정하는지를 나타내는‘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고령층 의사소통능력평가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하위 검사들의 내

용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인언어(장애)를 전문 영역으로 하는 언어치료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0명에게 총 13개 하위 검사(언어 영역 6개, 말 영역 7개)들을 평정하기 위한 

리커드 5점 척도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점수에 근거한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정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언어 영역에서는 단어정의하기만이 CVI .73이었고, 나머지 5

개 모두 절단점(cut-off score)인 .75보다 높은 CVI를 보였다. 말 영역에서는 7개 하위 검사 모두가 

절단점인 .75보다 높은 CVI를 나타냈다. 이로써, 본 평가도구의 하위 검사들은 고령층을 상으로 

말-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 적절하게 부합되며, 내용 영역을 잘 표하는 타당성을 

갖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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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람의 말(speech)과 언어(language) 능력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듦에 따라 저하된다고 알려

져 있다. 여기서‘언어’란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위하여 상 방에게 전달하고자 의도된 

바가 낱말이나 문장 등의 단위로 표현(즉, 표현언어)되거나 이해(즉, 이해언어)되는 객체이다. 

이에 반해,‘말’은“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서 만들어낸, 언어학적 의미를 가진 소리”이다

(신지영, 차재은, 2003). 그러므로‘언어’와‘말’의 공통점은 그 목적이‘의사소통’에 있다. 의

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언어’뿐만 아니라‘말’의 영역 모두를 목표로 해야 한다. 

즉,‘의사소통능력’은 일차원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면적으로, 기능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김수련, 김향희, 2012). 지금부터 고령층에서 관찰되는 언어 및 말 능력의 특색에 하여 간략

하게 살펴본 후, 본 연구의 목적을 기술하도록 한다.

1. 고령층의 언어능력 특색

고령층의 언어와 말 능력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영역들로는 언어 측면에서는 크게 

표현언어와 이해언어 측면으로 나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고령층이 보이는 언어와 말 특색에 

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표현언어 측면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고령층의 표현언어 능력은 단어인출 능력의 감소에 따

른 이름 기 능력의 저하이다. 검사의 평균 점수가 낮아지고(Zec et al., 2007), 반응시간

(response time)이 길어지며(Tsang & Lee, 2003), 그 수행력은 자극어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Ramsay et al., 1999). 

이름 기 능력의 저하로 인해 고령층의 발화는 말의 흐름이 중단되는 구어적 휴지(verbal 

standstill)를 보이거나, 문장을 완전하게 끝마치지 못하고, 범주적 이름 기와 같은 단어유창

성 기술이 감소한다. 구문론적 측면에서 실제 담화 산출 시 올바른 구문을 사용하지만, 다양

한 구문 형태를 구사하지는 못한다(Bates et al., 1995). 

담화적인 측면에서는 단어인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고, 인지처리 속

도가 느려서 말하는 중간에 쉼이 나타나며, 주의력 손상으로 인하여 주제 일관성 및 응집정도

가 떨어진다(Glosser & Deser,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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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언어 측면

고령층은 시력 및 청력의 감퇴로 인하여 소리로 표현되는 언어, 그리고 문자로 표현되는 

언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Burda, 2007). 또한 언어이해 능력은 인지능력과 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보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작업기억력이 감소하면서 청 ․장년층에 비해 이

해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Wingfield et al., 1999). 

단어 수준의 의미론적 측면에서는 고령층의 이해능력이 청 ․ 장년층과 차이가 없다는 견해

가 일반적이다(Federmeier & Kutas, 2005). 반면, 구문론적 측면에서는 고령층의 수행력이 청

․장년층과 차이가 없다는 보고(Burda, 2007)와 수행력이 낮다는 보고(Federmeier & Kutas, 

2005; Wingfield et al., 2006)가 공존하나, 복잡한 문장 이해(Salis, 2011) 및 일화적 기억(Naveh- 

Benjamin et al., 2003)을 요구하는 과제에서 수행력 감소를 보인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담화

론적 측면에서는 문장에 포함된 단어의 예측가능성에 따라 이해 정도에 차이가 있다(Yonan 

& Sommers, 2000).

2. 고령층의 말능력 특색

말 측면에서는 하위 말산출(speech production) 체계별 능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말

산출 체계란 말을 산출하기 위한 하위 체계를 일컬으며, 표적으로 호흡체계, 발성체계, 조음

체계를 포함한다. 

본 절에서는 각 체계별로 고령층의 산출능력을 선행연구 결과에 준하여 확인하고자 하며, 

호흡 및 발성능력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최근의 문헌 연구 논문(임애리 외, 2013)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 호흡능력

노년기에는 폐의 기능이 감소하면서 잔류용적(pulmonary reserve)이 줄어들고(Johns et al., 

2011), 최 호기류율(maximum expiratory flow rate)이 감소한다(Linville, 2004). 이로 인해 발

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발성을 길게 내지 못하고, 기식성이 증가된 목소리를 

산출하게 된다(Awan, 2006). 호흡체계의 기능 감소는 말의 자연스런 흐름이나 리듬을 저해하

여 운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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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성능력

노화가 진행되면 후두기관의 신경근육이 퇴화하면서 성  점막층(lamina propria)의 표층

(superficial layer)이 변화된다(Linville, 2004). 이러한 변화는 성별로 다른데, 남성의 경우에는 

표층이 위축(atrophy)되면서 음도(pitch)가 높아지는 반면(Linville, 2004), 여성의 경우에는 부

종(edema)이 두드러지면서 음도가 낮아진다(Torre & Barlow, 2009). 음량(loudness)을 조절하

는 능력이 감소되어 최소 음량은 젊은 층에 비해 크게, 최  음량은 젊은 층에 비해 작게 산출

하여 음량 조절의 범위가 좁아진다(Morris & Brown, 1994). 또한, 신경근육의 퇴화로 인하여 

쉰목소리, 떨리는 목소리, 거친소리, 바람새는소리 등의 특징이 증가되어 음성의 질이 나빠진

다(Honjo & Isshiki, 1980). 

3) 조음능력

고령층은 구강인두구조의 변화를 겪게 되며(Xue & Hao, 2003), 이로 인하여 조음 교 운동

속도(diadochokinetic rate) 과제 수행 시 말속도가 느려지고, 멈추는 현상이 빈번하며, 부정확

한 발음을 보인다(Kahane, 1981). 또한, 말산출을 조절하는 신경운동기제의 변화로 인해 자극

에 한 민감성 및 진동감각이 감소되어 구강의 피드백이 감소된다(Sonies, 1991).

3. 연구목적

고령층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말-언어문제는 체계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말이나 언어 능력

의 타당한 평가를 위한 기본 가정은 하위 검사나 문항들이 측정을 위하여 규정된 내용을‘제

로’측정하는지를 나타내는‘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내

용타당도는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나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와 더불어 측정이

나 평가 분야에서 중요시 다루는 타당도의 한 유형으로서, 검사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영역을 잘 반영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성태제, 2002). 그러므로, 내용타당도는 공인타당도

나 구인타당도와는 달리 검사를 피검자에게 실질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일차적으로 검증되

고 다루어져야 할 타당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층의 말-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중인‘고령층 의사

소통능력평가 프로토콜’의 하위 검사들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고령층의 말-언어 능력

은 노화에 따라 변화하며(Bohnenkamp & Hageman, 2011), 다면적 성격을 지닌 말과 언어 능

력을 다양하고 다각적인 측면의 하위 검사들을 활용하여 그 변화의 특색 및 정도를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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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평가는 정상 고령층에서의 말-언어 능력의 변화 추이에 한 관찰뿐만 아니라 정상 

고령층과의 변별이 쉽지 않은 뇌백질변성(Stamatakis et al., 2011)이나 경도인지장애(Kawano 

et al., 2010)를 겪는 환자군과의 감별진단에도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단계의 과정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첫째, 성인언어장애의 말-언어 능력을 평가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적인 평가도구

들의 하위 검사 및 문항들을 정리하였다. 

둘째, 고령층의 말-언어 능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하위 검사를 선행연구 결

과에 근거하여 선택하였고, 하위 검사에 적합한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셋째, 이들 하위 검사들에 한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제1단계: 기존 평가도구들의 하위 검사 및 문항 정리

 본 연구의 제1단계로서 성인언어장애 환자들의 말-언어 능력을 평가하는데 널리 사용되

고 있는 표적인 평가도구들을 말과 언어 영역으로 나누어 하위 검사 및 문항들을 살펴보았

다. 기존 평가도구들은 모두 고령층을 포함한 성인을 상으로 실어증과 같은 신경언어장애 

평가를 목적으로 개발된 도구들이거나, 치매와 같이 퇴행성 인지장애 평가를 주목적으로 사

용되는 도구들이다. 이 도구들에서 영역별로 하위 검사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검사들에 포

함되는 문항들을 정리하였다.

2. 제2단계: 하위 검사 개발

앞서 소개했듯이 기존 평가도구들은 말-언어장애자들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본 연

구의 제2단계에서는 기존 평가도구들의 하위 검사나 문항들에 바탕을 두어 고령층 말-언어능

력 평가에 활용될 하위 검사들과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이때, 하위 검사의 선택은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고령층’의 말-언어능력 검사에 적합하다는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또

한, 기존 평가도구들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특정 과제를 통하여 고령층의 말-언어능력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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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노화에 따른 차이를 검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위 검사로 채택하였다. 각 하위 검사

에 포함되는 문항들은 기존 검사의 문항수를 단축한 형태로 포함하거나(예, 보스톤이름 기

검사), 연구자들에 의하여 신규로 제작되었다. 문항수의 단축은 원저자의 허가 하에 진행되었

다.   

3. 제3단계: 내용타당도 검증

1) 검증 절차

고령층의 의사소통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하위 검사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내용타당도에 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는데 <부록>과 같이

‘언어’와‘말’ 영역에서 각각 6개와 7개, 총 13개의 하위 검사를 포함하였다.

‘언어’ 영역에서는 표현언어와 이해언어로 나누어 각각에 해당하는 하위 검사에 한 평정

을 의뢰하였다. 예컨 , 표현언어 영역 중 이름 기의 하위 검사로는 생성이름 기(generative 

naming), 면이름 기(confrontation naming), 동사이름 기가 포함되었다.‘말’ 영역에서는 

총 7개의 하위 검사를 평정하되, 측정 영역 각각에 각 하위 검사가 적절한지를 측정하였으므

로, 같은 하위 검사가 여러 차례 평정되었다. 예컨 ,‘속도’라는 영역을 측정하기 위하여 네 

개의 하위 검사, 조음 교 운동속도, 문단읽기, 그림설명하기, 자발화에 해 개별적으로 평정

(rating)하도록 하였다. 

평정을 위하여 5점 리커드(Likert) 척도(5=매우 적절함, 4=적절함, 3=보통임, 2= 부적절함, 

1=매우 부적절함)를 사용하였다. 또한, 평정자의 응답이‘1’ 또는‘2’에 해당하는 경우, 즉 매

우 부적절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평정한 경우에는 평정의 이유를 설문지 칸에 적도록 하였다. 

이 설문지는 총 24명의 평정자(rater)들에게 이메일로 배포되었으며, 그 중 20명(남 :여 = 1 :

19, 평균 연령: 35.25세, 표준편차: 5.83세, 범위 : 29~43세)에게서 회신을 받아 83%의 회수율

을 보였다. 

<표 1>에서 제시되었듯이, 평정자는 모두 1급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하였으며, 석사, 박

사수료, 박사 학위가 각각 10명, 3명, 7명이었고, 평균 임상경력은 7.05년(표준편차: 3.59년, 범

위 : 3~16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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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평정자 정보

성별 만 연령(세) 임상경력(년) 최종학위 근무지

 1

 2

 3

 4

 5

 6

 7

 8

 9

10

여

여

여

남

여

여

여

여

여

여

32

36

45

32

32

38

37

41

37

38

 3

 9

 7

 4

 7

 8

11

14

 4

11

박사

박사수료

박사수료

석사

박사

박사

석사

박사

박사

박사

학교

병원

박사과정

박사과정

학교

학교

학교

병원

학교

병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31

30

30

43

32

39

30

40

29

33

 4

 5

 4

 7

 5

 6

 6

16

 3

 7

석사

석사

석사

석사

석사

박사수료

석사

박사

석사

석사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학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평균: 35.25±4.77 평균: 7.05±3.59

2) 통계 분석

내용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CVI를 산출하였다. 내용타당도 지수 산출 방법은 각 척도 점

수별로 1점, 2점, 3점, 4점, 5점에  각각‘0’,‘.25’,‘.50’,‘.75’,‘1.00’을 할당한 후, 각 하위 

검사별로 평정자들이 평가한 수치들의 평균을 산정하는 것이었다(Fehring, 1987). 이때, CVI= 

.75가 CVI의 절단점(cut-off score)으로 간주하여, 절단점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하위 검사는 

내용타당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Chung, Wong & Griffiths, 2007), 연구목적에 

따라 .70이나 .75를 선택하기도 하며, CVI가 .80 이상인 경우에는‘주요 특성(major charac- 

teristic)’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김향희 외, 2008).



354 재활복지 제17권 제3호

Ⅳ. 결 과

1. 제1단계: 기존 평가도구들의 하위 검사

1) 언어 영역

언어 영역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기존 평가도구들에 포함된 하위 검사들을 <표 2>에 정리

해놓았다. 하위 검사들은 크게‘표현언어’와‘이해언어’로 나뉜다. 표현언어를 평가하기 위한 

하위 검사들로는 발화산출, 따라말하기, 이름 기, 단어정의하기, 사물묘사, 쓰기 등이 있다

(김향희, 2012). 여기서, 이름 기 검사는 면이름 기와 생성이름 기로 구분된다. 이해언어 

평가에는‘예-아니오 검사’, 청각적 이해력 검사, 명령이행, 읽기, 따라말하기 등의 하위 검사

가 활용된다. 

<표 2> 하위 검사역별 성인언어능력 평가도구

하위 검사
평가도구

대분류 소분류

표현

언어

발화산출 WAB-R1), BDAE-32), MTDDA3)  

따라말하기 WAB-R, BDAE-3, MTDDA, MMSE4)

이름 기: 면이름 기 WAB-R, BDAE-3, MTDDA, MMSE,  ABCD5) BNT6), ANT7)

이름 기: 생성이름 기 WAB-R, BDAE-3, MTDDA, ABCD

단어 정의하기 MTDDA, ABCD

사물 묘사 ABCD

쓰기 WAB-R, BDAE-3, MTDDA, MMSE, PICA8) 

이해

언어

예-아니오 검사 WAB-R, BDAE-3, MTDDA, ABCD

청각적 이해력 검사
WAB-R, BDAE-3, MTDDA, ABCD, PICA, ACTS9), DCT10), 

RCBA-211)

명령이행 WAB-R, MMSE, ABCD

읽기 WAB-R, BDAE-3, MTDDA, MMSE,  ABCD

따라말하기 ABCD

주: 1) WAB: Western Aphasia Battery, 2) BDAE-3: The Boston Diagnostic Aphasia Examination-3rd ed., 3) MTDDA: 

Minnesota Test for Differential Diagnosis of Aphasia, 4) MMS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5) ABCD: 

Arizona Battery for Communication Disorders of Dementia,  6) BNT: Boston Naming Test, 7) ANT: Action 

Naming Test, 8) PICA: Porch Index of Communication Ability,  9) ACTS: Auditory Comprehension Test for 

Sentences, 10) DCT: Discourse Comprehension Test, 11) RCBA-2: Reading Comprehension Battery for Aph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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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 영역

말 영역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기존 평가도구들에 포함된 하위 검사들을 <표 3>에 정리해

놓았다. 이때, 말 영역에‘음성(voice)’를 포괄적으로 포함시켰는데, 동일한 하위 검사들을 통하

여‘말’뿐만 아니라‘음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 하위 검사 별 성인 말능력 평가도구

하위 검사
평가도구

대분류 소분류

말

모음연장발성 FDA-21), ABA-22) 

DDK FDA-2, ABA-2 

모음 FDA-2, AIDS3)

자음 FDA-2, AIDS 

문단 읽기 ABA-2 

그림설명하기 ABA-2 

따라말하기 FDA-2, ABA-2 

숫자 세기 FDA-2

주: 1) FDA: Frenchay Dysarthria Assessment, 2) ABA-2: Apraxia Battery for Adults, 3) AIDS: Assessment of 

Intelligibility in Dysarthric Speakers

2. 제2단계: 하위 검사 개발

기존 평가도구들을 기초로 하여, <표 4>에 제시된 것과 같이‘고령층 의사소통능력평가 프로

토콜’에 포함되는 하위 검사 13개를 선정하였다.

‘언어’ 영역은 총 6개의 하위 검사를 포함하였는데, 표현언어 4개의 하위 검사(즉, 생성이름

기, 면이름 기, 동사이름 기, 단어정의하기)와 이해언어 2개의 하위 검사(즉, 문장이해

하기, 토큰검사)로 이루어졌다.‘말’ 영역에서는 총 7개의 하위 검사(즉, 모음연장발성, DDK, 

모음, 자음, 문단읽기, 그림설명하기, 자발화)를 선정, 개발하였다. 그 선정 및 개발 과정을 영

역별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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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고령층의 말-언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하위 검사 및 문항 예 

측정 영역 하위 검사
문항

문항갯수 문항 예

언어

표현

생성이름 기 - 30초 동안 동물이름을 최 한 많이 말하기

면
이름
기 

단축형 K-BNT 15 ‘용’,‘거미줄’,‘올챙이’

동사이름 기 15
‘(비누방울을) 불다’,‘(꽃이) 피다’,

‘(팽이가) 돌다’

 단어정의하기 10 ‘수박’,‘기차’,‘소풍’,‘질투’

이해 

 

문장이해하기 12
‘여자가 남자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있다.’, 

‘나는 모자를 쓴 남자와 길에서 이야기했다.’

토큰검사 24

하위 검사 1 :‘색깔×모양’(6)

하위 검사 2 :‘크기×색깔×모양’(6) 

하위 검사 3 :‘색깔1×크기1＋색깔2×크기2’(6)  

하위 검사 4 :‘크기1×색깔1×모양1＋크기2×

색깔2×모양2’(6)

말

음성 모음연장발성 1 /아/를 최 한 길게 내기 

말

DDK1) 4
AMR /퍼/, /터/, /커/

SMR /퍼터커/

모음 17
단모음: /ㅣ, ㅔ, ㅏ, ㅓ, ㅗ, ㅜ, ㅡ/(7)

이중모음: /ㅖ, ㅑ, ㅕ, ㅛ, ㅠ, ㅟ, ㅚ, ㅘ, ㅝ, ㅢ/(10)

자음 27

/ㅂ, ㅃ, ㅍ/ (3)

/ㄷ, ㄸ, ㅌ/ (3)

/ㄱ, ㄲ, ㅋ/ (3)

문단읽기 1 여행문단

그림 설명하기 1 STAND2) 검사의‘도로’그림

자발화 1 자녀(또는 건강)에 해 말하기

주: 1) DDK: diadochokinetic rate,  2) STAND: Screening Test for Aphasia & Neurologic Disorders

1) 언어 영역

(1) 표현언어

표현언어 영역에서‘이름 기’검사의 여러 유형으로서 생성이름 기, 면이름 기, 동사이

름 기 등 세 검사를 포함하였다. 첫째,‘생성이름 기’검사는 제한된 시간 내에 특정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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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 동물)나 특정한 글자(예:‘ㄱ’)로 시작하는 단어(즉, 명사)들을 자발적으로 최 한 많이 

말하도록 하는 과제이다(강연욱 외, 2000). 정상 고령층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은 수행력

을 보인다(Mathuranath et al., 2003).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두엽 내에서의 위축 및 손상 

등의 해부학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며(Chow et al., 2008), 생성이름 기 과제의 특성상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고 많은 단어를 산출해야 하므로(Troyer, 2000), 전두엽 기능장애가 생기면 과

제 시작이 느려지고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다양한 종류의 단어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Stuss, 2011). 본 평가도구에는 글자 생성이름 기검사가 아닌, 범주 생성

이름 기검사만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층에‘글자’에 한 인식이 어려

운 비문해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이희수 외, 2002). 또한, 기존의 수행시간인 1

분 신 30초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30초 수행력만으로도 타당성 있는 검사가 가능하

다는 선행연구(Kim et al., 2011)에 근거한다.

둘째, 면이름 기 검사는 사물 그림을 보고 사물의 이름(즉, 명사)을 말하는 과제이다. 단

어의 인출 및 이름 기 능력은 정상 노화 과정에서 흔히 손상되는 능력이다(Mackay & 

Connor, 2001). 50세 이상의 정상 성인을 상으로 단어인출 능력을 연구한 결과, 70  이후 

단어인출 능력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Marien et al., 1998), 노화에 따른 단어인출 능력의 

감소는 성별, 교육년수, 인종 등의 요인들을 모두 통제하였을 때도 유의하였다(Mackay et al., 

2002). 반면, 60개 전체 문항의 검사소요시간이 길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문항 단축형이 개

발되어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되었다(del Toro et al., 2011). 본 평가도구에서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면이름 기 평가도구인‘한국판 보스턴이름 기 검사’의 60개 문항을 

기초로 하여, 라쉬 분석(Rasch analysis)을 통해(Linacre, 2012) 고령층에게 적합한 문항 15개

(예:‘용’,‘거미줄’,‘올챙이’)로 단축하여 포함시켰다.

셋째, 동사이름 기(verb naming) 검사는 동작, 이동, 또는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동사가 표

현된 자극(예: 그림, 동영상)을 보고 해당하는 동사를 표현하는 면이름 기 검사이다. 정상

적인 노화 과정에서도 50 가 넘으면 동사를 인출하는 능력이 감소한다(Mackay et al., 2002). 

동사 이름 기 과제 수행 시 정적인 그림자극을 사용하면, 동사의 특징인 움직임이나 상태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므로(Almor et al., 2009), 최근에는 동영상을 이용한 동사 이름 기 과제

가 실시되고 있다(Méligne et al., 2011). 본 평가도구에 포함된 동사이름 기 검사는 15개의 

동사(예:‘(비누방울을) 불다’,‘(꽃이) 피다’)를 동영상으로 제시하여 피검자가 산출하도록 하

였다.

넷째,‘단어정의하기’(word definition) 검사는 주어진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과제이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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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정의하려면 단어에 한 의미론적인 지식과 그 지식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한 어휘목

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의미론적 지식을 정확하게 표현할 문법 형식과‘정의하기’가 무

엇인지에 한 상위언어적 지식(metalinguistic knowledge)이 요구된다(Nippold et al., 1999). 따

라서 단어정의하기 과제는 포괄적인 인지-언어적 능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단어의 

구체성(concrete effect)에 따라 처리하는 뇌의 위치 및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각적인 특

징이 강한 일반적인 명사와 추상명사를 같이 평가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Papagno 

et al., 2009).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정상 고령층은 청년층보다 정의하기 능력이 낮고 정의유

형에도 차이가 있었다(Astell & Harley, 2002). 

이상으로 본 평가도구에 포함된 4개의‘언어 표현’의 하위 검사를 정리하였다. 한편,‘쓰

기’과제는 기존 언어평가도구들에서는 부분 포함되나, 고령층에서의 높은 비문해자들의 

비율로 인하여, 본 평가도구에서는‘쓰기’와 같이 문해 능력을 전적으로 요구하는 과제를 제

외시키기로 하였다. 따라서 정신상태선별검사(즉, MMSE)의 쓰기 문항("오늘 기분/날씨를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을 통해 간단하게 문해정도를 선별하는 수준에서 쓰기능력을 평가하기

로 하였다.

(2) 이해언어

이해언어 영역의 하위 검사는 총 2개, 즉‘문장이해하기’검사와‘토큰검사’를 선정하였다. 

첫째,‘문장이해하기’검사를 개발하였는데, 많은 기존 평가도구들에서도 청각적 이해력을 평

가하기 위하여 이 검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검사는 1)문장을 듣고 그 내용에 해당하

는 그림을 고르거나(즉, 문장-그림 일치 과제)(Dronkers et al., 2004), 2)문장을 듣고 그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는 방식(민오영 외, 2011)으로 실시된다. 정상 노화 과정에서 문장이해하기 

과제의 수행 능력은 연령에 따라 점차 감소한다. 그 이유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노화에 따른 인지 변화, 즉 연령과 관련되는 처리속도의 느려짐(age-related slowing)과 

작업기억력(working memory)가 감소되기 때문이다(Federmeier et al., 2010). 다음으로는, 문

장 이해에 관여하는 신경해부학적인 구조나 그 연결이 노화에 따라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Wingfield & Grossman, 2006). 마지막으로는, 고령층의 청력저하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Schneider et al., 2005).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서 본 평가도구에서는 한국어의 단문 

및 복문 이해에 중요한 구문들(예: 의존 명사가 포함된 문장, 사동 및 피동문, 안은 문장)을 

기초로 총 12개 문장을 선정하였다. 

둘째,‘토큰검사’는 청각적으로 제시되는‘구(phrase)’로 구성된 지시사항(예:‘빨간 세모와 



359 고령층의 말 ․ 언어 능력 평가도구의 하위 검사에 대한 내용타당도

파란 동그라미’)을 듣고 다양한 모양(예: 동그라미, 세모)과 색깔(예: 빨강, 노랑)의 토큰들을 

차례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과제이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의 길이 및 복잡성의 자극을 이

해해야 하는 언어적 능력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작업기억력을 요구하는 과제이다(Eberwein 

et al., 2007). 토큰검사는 우리나라의 아동들을 상으로 타당성 및 신뢰도를 인정받은 표준화

된 검사이다(신문자, 이희란, 2010). 정상고령층을 상으로 토큰검사를 실시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수행력이 감소하였다(Peña-Casanova et al., 2009). 본 평가

도구에서의 토큰검사는 고령층의 집중력과 과제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한편,‘읽기’과제는‘쓰기’과제와 마찬가지로 기존 언어평가도구들에서는 부분 포함되

나, 고령층에서의 높은 비문해자들의 비율로 인하여 본 평가도구의 하위 검사로는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신상태선별검사(즉, MMSE)의 읽기문항(즉,“눈을 감아보세요”)을 통해 문

해정도를 판단하는 수준에서만 이루어졌다.

2) 말 영역

첫째,‘모음연장발성(Maximum Phonation Time)’검사는 호흡 및 발성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과제로서, 피검자에게 특정한 모음(/ㅏ/)을 최 한 길게 발성하도록 하여‘지속시간’과‘음성

(voice)의 변화’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지속 시간을 초단위로 측정하게 되는데, 노년기에는 그 

길이가 감소한다(Awan, 2006). 음성의 변화는 노화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주로 음성의 높이, 

즉 기본주파수 값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여성 노인들의 음성은 주로 낮아지나(Torre & 

Barlow, 2009), 남성 노인은 높아진다는 연구(Torre & Barlow, 2009)와 낮아진다는 연구

(Guimarães & Abberton, 2005)가 공존한다. 노년기 음성의 또 다른 변화는 음성 질 측면의 차

이이다. 노년기 음성은 청년층에 비해 불안정한 소리로 관찰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음향적으

로는 주파수 변동율(jitter)과 진폭 변동율(shimmer)을 통해 확인된다. 즉, 주파수 변동율이 유

의하게 상승하는데(Xue & Deliyski, 2001), 이는 지속적으로 동일한 높이의 음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높은 진폭 변동율이 동일한 강도의 음성 유지에도 어

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준다(Orlikoff, 1990). 따라서 고령층을 상으로 하는 본 평가도구

에서, 이들의 호흡 및 발성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과제로 모음연장발성을 포함하였다.

둘째,‘조음 교 운동속도’검사는 조음기관의 운동 능력을 보기 위한 검사로서, 피험자에

게 특정 음절을 반복하는(alternating motion rate; 이하 AMR) 문항과 세 개의 음절을 순차적으

로 반복하는(sequential motion rate, 이하 SMR)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조음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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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의 속도 및 규칙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AMR과 SMR 

모두 그 속도가 느려진다(천사라, 2008). 고령층을 상으로 규칙성 측면에서의 변화를 알아본 

연구는 미진하나, 실조형 마비말장애(ataxic dysarthria) 환자들에서 DDK 수행시 불안정성

(instability)이 보고된 바 있다(Louzada et al., 2011). 따라서 정상 고령층의 DDK 수행에 있어 

규칙성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환자군과의 감별진단에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러

한 목적에서, 본 평가도구의 하위 검사로 DDK 과제를 채택하여 그 속도와 규칙성 측면의 특

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셋째,‘모음(vowel)’검사는 주로 단모음(monothong)의 조음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

한다. 청지각적 관찰에서는 고령층의 모음 산출에 문제가 없어 보이나, 음향적인 분석 결과에

서는 70~80세의 여성 노인들의 모음이 청년층에 비해 감소된 포먼트 주파수를 나타낸다

(Torre & Barlow, 2009). 모음 검사는 노인의 말명료도 변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과제로 의

의가 있다. 단모음 측면에서의 변화와 함께 이중모음에서 나타나는 고령층의 발음 변화도 주

목할 만하다. 고령층에서는 이중모음 동작이 느려져서 음향학적으로는 활음에서 단모음으로 

이동할 때 제2포먼트(F2)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것이 보고되었다(최민경, 2012). 본 평가도구

에서는 모음 검사로 단모음 7개(/ㅣ, ㅔ, ㅏ, ㅓ, ㅗ, ㅜ, ㅡ/와 이중모음 10개(/ㅖ, ㅑ, ㅕ, ㅛ, 

ㅠ, ㅟ, ㅚ, ㅘ, ㅝ, ㅢ)를 운반구(carrier phrase)에 넣어서 발음하도록 하였다. 

넷째,‘자음(consonants)’검사는 한국어 파열 자음 9개의 정조음 여부와 음향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채택하였다. 영어에 비해 한국어는 파열음의 종류가 다양하여, 발성유형(즉, 

긴장성, 기식성)에 따라 평음(/ㅂ, ㄷ, ㄱ/), 경음(/ㅃ, ㄸ, ㄲ/), 격음(/ㅍ, ㅌ, ㅋ/)으로 나뉜다. 

이들 각 발성유형 간 차이가 부분적으로 중복되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노년기에는 이러

한 차이가 더욱 모호해지므로, 고령층을 위한 종합적인 검사로서 파열음 검사의 중요성이 강

조된다. 본 평가과제에서는 발성유형×조음위치×후행모음의 종류에 변화를 주어 다양한 환

경에서 나타나는 고령층 파열음 발음 특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섯째,‘문단 읽기(passage reading)’검사는 전반적인 조음 장애와 읽기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제로서, 본 평가과제에서는‘여행’(김향희, 2012)을 자극 문단으로 채택하였다.‘여

행’은 한국어 자음과 모음이 고루 포함된 문장으로서, 이를 읽는 동안 각 자모음의 조음정확

도와 전반적인 운율 패턴(속도, 억양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층의 문단읽기 수행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말속도의 저하이다(천사라, 2008). 

여섯째,‘그림설명하기’검사를 통해서는 언어적 표현 능력을 확인하고, 말의 유창성을 평

가할 수 있다. 본 평가과제에서는‘도로’그림을 자극으로 제시하였다. 말 측면에서‘그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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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기’의 결과는 피검자 음성에 한 청지각적 평가와 말속도 측정에 활용할 수 있다.‘모음

연장발성’검사에 비해‘그림설명하기’검사가 보다 자연스러운 피검자의 음성을 반영하므로, 

음성에 한 청지각적 평가를 본 과제로 다시 한 번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말속도 측면에

서는‘문단 읽기’검사에 비해‘그림설명하기’에서 그 속도가 더욱 느려지므로(Venkatagiri, 

1999), 다양한 과제에서의 속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하위 검사를 포함하였다.

일곱째,‘자발화’검사 역시 자연스러운 피검자의 발화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과제이다. 고령층에서 관찰되는 자발화 상의 말속도는‘문단 읽기’ 보다는 느리고‘그림

설명하기’ 보다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Venkatagiri, 1999), 다수의 피험자를 상으로 

한 정확한 규준 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존 평가도구들에 포함된‘따라말하기’와‘숫자세기’검사는 정상고령층에서는 문제가 나

타나지 않으므로, 정상고령층의 말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하위 검사로는 채택하기 않았으나, 

추후 환자군과의 비교에서 규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제3단계: 내용타당도 검증

언어 영역의 하위 검사로 채택된 생성이름 기, 면이름 기, 동사이름 기, 단어정의하

기, 문장이해하기, 토큰검사 등 총 6개의 하위 검사에 한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단어정의하

기의 CVI가 .73이었고, 토큰검사는 .77, 나머지 4개 하위 검사들은 모두 CVI가 .80 이상으로 

나타나, 언어 평가를 위해 구성된 하위 검사들 모두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6개 하위 검사 내에서 순위를 매겨 보았을 때, 면이름 기, 문장이해하기, 생성이름

기 순으로 노년층의 언어 평가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토큰검사와 단어정의하기 

검사는 상 적으로 낮은 순위에 위치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 영역 평

가에 있어 6개 하위 검사가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말 영역의 하위 검사로 채택된 모음연장발성, DDK, 모음, 자음, 문단읽기, 그림설명하기, 

자발화 등 총 7개의 하위 검사에 한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말 영역 하위 검사 7개 모두 

모든 측정 영역에서 CVI가 .75보다 높아 그 적절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음도 측정을 위한‘모

음연장발성’, 모음정확도 측정을 위한‘모음 검사’, 그리고 말속도 측정을 위한‘문단읽

기’와‘그림설명하기’는 .80을 약간 밑도는 수치를 보였으나, 나머지 검사들은 CVI가 .80 이

상으로 나타나, 말 평가를 위해 구성된 하위 검사들 모두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적절함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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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7개 하위 검사 내에서 순위를 매겨 보았을 때, 음량 및 이해가능도 측정을 위한‘자

발화’가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으며 말속도 측정을 위한‘자발화’와 규칙성 확인을 위한

‘DDK’가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말 영역 평가에 있어 

7개 하위 검사가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표 4> 하위 검사별 내용타당도 지수 및 순위1)

측정 영역 하위 검사 CVI2) 순위

언어
표현

이름 기

생성 이름 기   

면 이름 기   

동사 이름 기   

.88*

.93*

.85*

3

1

4

정의하기 단어 정의하기 .73 6

이해 

 
청각적 이해력 검사

문장 이해하기  

토큰검사

.90*

.77*

2

5

말

음성

호흡/발성능력 모음연장발성 .83* 11

음도
모음연장발성

자발화 

.77*

.88*

14

6

음량
모음연장발성

자발화

.81*

.92*

12

1

음질
모음연장발성

자발화

.86*

.90*

8

5

말

모음 정확도 모음 검사(단모음, 이중모음) .78* 13

자음 정확도
자음 검사(파열음)

문단 읽기(‘여행’)

.85*

.87*

10

7

속도

DDK

문단 읽기(‘여행’)

그림 설명하기(STAND검사의‘도로’)

자발화

.86*

.76*

.77*

.91*

8

16

14

3

규칙성 DDK .91* 3

이해 가능도 자발화 .92* 1

주 : 1) CVI는 언어 영역 6개, 말 영역 7개의 하위 검사뿐만 아니라, 측정 영역별로 하위 검사가 중복되어 제시됨.

2) CVI: Content Validity Index 

* CVI > .75인 하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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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제언

전세계적으로 급격한 고령화 속도에 따라 언어장애 전문가들은 노인의 말-언어 능력에서 

어떠한 부분이 정상적 노화인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증 되었다. 노인의 말-언어능력에 

한 정상 규준의 확보는 신경 말, 언어장애 환자를 감별하여 적절한 임상적 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있도록 하는 임상적 결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각 연령 에서 어려움을 

보일 수 있는 의사소통  영역을 발견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방법과 책략을 가르

칠 수 있는 교육적 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고령층의 말-언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들은 부분 치매, 뇌졸중 등 신경학적 뇌손상 

환자를 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환자를 상으로 한 도구를 사용하여 일반 노인의 

말-언어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문항의 특성과 결과 해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한다. 

또한, 70세 이상 성인 집단의 문맹률이 20%에 이르는 국내 노인의 문해 특성을 반영하여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09), 이에 상 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문항들을 

포함하거나, 정상적인 말 능력을 감별할 수 있는 규준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 평가도구도 매우 

드문 실정이다. 

말, 언어능력의 변화 정도가 개별 노인들마다 어떻게 다르고 연령 증가에 따라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또한 이러한 변화가 노인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어려움을 초래하는지에 해

서는 종합적으로 파악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고령층을 상으로 한 말-언어능력 

평가도구를 통해 감소된 기능을 하위 영역별로 파악하고, 각 영역별 정상 규준을 확보함으로

써, 그 감소 정도가 신경 말, 언어장애 환자가 보이는 양상과 어떻게 다른지 변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기초작업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언어능력

을 크게 표현언어과 이해언어 영역으로 구분하고, 음성 영역은 말 능력에 포함하여 고령층을 

상으로 한 말, 언어능력 평가도구에 포함될 문항에 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시도하였다.

본 평가도구의 언어 영역의 하위 검사로 생성이름 기, 면이름 기, 동사이름 기, 단어

정의하기, 문장이해하기, 토큰검사를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6개 언어 하위 검사들이 노년층의 

언어 능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지에 하여 전문가를 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6개 하위 검사 모두에서 그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위 검사 중 단어정의하기 검사

의 경우, 다른 하위 검사들에 비해 CVI가 .73으로 상 적으로 낮았다. 그 이유는 단어정의하기 

검사가 다른 언어 하위 검사들에 비해 기존의 성인언어평가도구에 포함된 비율이 낮아 검사에 

한 친숙도가 떨어지며, 결과 분석 면에서 양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평가까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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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하기 때문에 결과 해석 면에서 더 복잡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단어정의하

기 검사는 단어에 한 의미론적 지식 및 적절한 어휘목록, 이를 표현할 문법 형식 및‘정의하

기’라는 상위언어적 지식(metalinguistic knowledge)을 포괄적으로 요구하므로(McGhee- Bidlack, 

1990), 정상적인 노화과정에서 보이는 점진적인 언어능력 감소를 감별하기에 적절하다(Burda, 

2007). 다음으로 토큰검사의 경우, CVI가 .77으로 .80이 되지 못했는데, 이는 토큰검사에서 사

용되는 문항의 내용에‘원’,‘세모’,‘네모’와 같은 도형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 노년층에게 

친숙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평가도구에는 예비

조사를 통해‘원’ 신 노년층에게 익숙한‘동그라미’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도형의 이름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정하여 포함시켰다. 

그 외 세 가지 이름 기 검사들은 모두 정상 노년층의 의미론적 손상과 단어인출 문제를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적절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문장이해하

기 검사 또한 언어이해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표적인 검사로서, 노년층의 청력 손상과 인지-

언어 능력의 감소에 따른 수행력 변화를 잘 반영한다고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언어 

영역의 6개 하위 검사들은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그 적절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노년층의 

언어 능력 평가에 유용하다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말 영역의 하위 검사로 모음연장발성, DDK, 모음, 자음, 문단읽기, 그림설명

하기, 자발화를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이들 검사가 고령층의 말 능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

는지에 하여 전문가를 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7개 하위 검사 모두에서 

그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위 검사 중 모음 검사의 경우, CVI가 .73으로 상 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정상 고령층의 모음이 청지각적으로는 그 변화가 잘 감지되지 않고, 음향적인 

분석 결과 상에서 청년층과의 차이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Linville, 1987; Torre & Barlow, 

2009). 그러나 이러한 음향학적인 결과 차이는 고령층 모음 조음에 있어 조음 동작 측면의 차

이를 예측하므로, 전반적인 고령층의 말 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검사로 판단된다. 또한 모

음 검사에 포함된 이중모음의 경우, 조음 동작의 복잡성이 요구되는 음소로서, 고령층에서 산

출 양상의 변화가 확인된 바 있다(최민경, 2012). 따라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조음을 확인하

는 모음 검사를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와 선행연구의 보고를 근거로 하여, 최종적으로 하위 

검사에 포함시켰다. 모음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하위 검사들은 CVI .80 이상의 높은 점수

로 그 적절성을 검증받아 모두 최종 채택되었다. 

연령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말 특성 변화는 자음과 모음 등의 분절음(segment) 측면과 말속

도와 발화 상의 음도 및 강도와 같은 초분절음(suprasegment)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확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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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또한 고령층의 음성 변화 역시 고려되어야 하므로, 7개의 하위 검사 모두 그 필요성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말 영역의 7개 하위 검사들은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그 적절성이 확인되었으므로, 고령층의 말 능력 평가에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본 평가도

구를 통해 다수의 정상 고령층을 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면, 한국어 상의 정상 고령층 

말 능력에 한 규준이 설립될 것이며, 추후 말 장애를 보이는 환자군과의 비교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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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ent Validity of Speech-Language Assessment Items for the Elderly

Kim, Hyang Hee

(Professor, Graduate Program in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Department & Research Institute of Rehabilitation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im, Soo Ryon

(Doctoral Student, Graduate Program in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Yonsei University)

Yoo, Hyun Ji

(Doctoral Student, Graduate Program in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Yonsei University)

Kim, Jung Wan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peech and Language Therapy, Daegu University)

Speech-language ability of the elderly deteriorates with age. Thus,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the ability, responding to the growing population, is necessary. The 

fundamental assumption of valid assessment is to satisfy content validity, which refers that 

the content of the tool matches the assessment objectives. In this study, Content Validity 

Index(CVI) was calculated based on 5-point Likert scaling analysis, judged by 20 certified 

speech-language pathologists. It was found that CVIs of all language subtests except for 'word 

definition' task were above .75. All of speech subtests were above .75. Thus, it was 

determined that the subtests were adequate to evaluate speech-language ability of the 

elderly.  

■Key words：speech, language, elderly, aging, subtest, content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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