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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인간의 인지-화용언어 능력은 일반 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하된다. 노년층의 인지-화용언어 능

력을 평가하는 것은 인지 기능이나 치매 등 련 질병들에 한 측에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

의 인지-화용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한 기존의 도구들을 분석하고, 재 자들이 연구 개발 인 평가 

역  문항들에 한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를 검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17명의 언어치료사 

 임상심리사들이 단한 척도 수에 근거하여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정하

다. 연구 결과, 주의력, 기억력, 조직화 능력, 추론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화용언어 등 7개 역 모두 

CVI가 .75를 과하 다. 이에 따라,  문항들이 노년층의 인지-화용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한 목 과 

히 부합하는 내용  타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 중심어 :∣인지-화용언어 능력∣노년층∣평가∣내용타당도∣

Abstract

Cognitive-pragmatic language ability decreases during the normal aging process. Evaluating 

the ability might be useful in testing predicting cognitive level and diseases such as dementi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various assessment protocols for normal aging, and evaluate 

the content validity of the currently developing cognitive-pragmatic language test domains and 

items. Content Validity Index(CVI) was calculated based on ratings judged by 17 experts 

including speech-language pathologists and clinical psychologist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CVIs of all 7 domains including attention, memory, organization, reasoning, problem solving, 

executive function, pragmatic language were above .75. It was concluded that the test items 

contained the appropriate content validity to assess cognitive-pragmatic language for normal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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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간의 인지-화용언어 능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차 하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뇌에서 기능하는 

사고  행동에서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1]. 노년기

의 이같은 변화는 기 병리 인 단계와 구별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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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 으로 병리  진단 시에는 사회 , 기능 , 직

업  활동에 미치는 향력의 정도를 기 으로 삼는다.  

세계 인 고령화 추세는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AD)의 발병률을 더욱 증가시킨다. 65세 이상 

노년층  경미한 인지  장애를 갖는 경우는 약 17%

로 추정된다[2][3]. 치매(dementia)는 65세 미만 성인의 

1% 미만에게서 나타나는 반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발

병률은 3～11% 수 이며, 85세 이상의 경우 무려 33%

에 달한다[4]. 

치매 발병 이 의 인지  장애를 갖는 65세 이상 노

년층은  이같은 추세에 따라, 신경병리 이며 인지 인 

측면에서 치매의 조 증상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요

하다. 

따라서, 노년층의 인지-화용언어 능력에 한 평가는 

단순한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련된 여러 질병을 측

할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유용하다. 이같은 평가는 ‘인

지 장애의 선별 검사’, ‘ 련 질병의 진단’, ‘질병의 증

도  진  정도 측’ 등 세 가지 에서 활용될 수 

있다[3]. 

노년층의 인지-화용언어 능력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역들은 주의력, 기억력, 조직화 능력, 추론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화용언어 등이다. 이들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주의력
주의력은 지속주의력(sustained attention), 선택주의

력(selective attention), 교 주의력(alternating attention), 

분리주의력(divided attention) 등이 있는데, 이들은 연

령이 높아질수록 차 하된다[5]. 이는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비효율  행동(behavioral inefficiency)

의 기  원인으로서 언 된다[6].

지속주의력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는 시각  요구

나 자극이 많을수록  증가한다[7][8]. 따라서, 평가 시 

기억력의 향을 최소화한 과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과제 수행에 있어서 무 한 자극을 무시하면서 

목표화된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과 련된 선택주의력

은 나이가 들수록 하된다[5]. 특히, 시각  탐색

(visual search) 과제의 경우 연령에 따라 효율성에 뚜

렷한 차이를 보인다[9]. 교 주의력 역시 연령이 높을수

록 수행력이 하된다[10]. 분리주의력 한 나이가 들

수록 낮은 수행력을 보인다. 이는 주의력 환

(attention switch) 상의 어려움이 크고, 각 과제별 요구

로 인해 수행력이 하되기 때문이다[11].

 

2. 기억력
기억에 큰 향을 주는 변수로는 연령, 성별, 교육수

 등인데[12], 특히 노년층의 경우 즉각 기억(immediate 

memory), 지연 기억(delayed memory) 등이 보편 으

로 하된다. 

연령이 즉각 기억(immediate memory)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다소 논쟁 이다. 그러나, 연령이 기억의 

회상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  하나라는 사실에는 체

로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13]. 지연 기억(delayed 

memory)의 경우 자유 연상 과제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

가 가장 크다[5]. 연령이 지연 기억에 미치는 향과 

련된 변수로는 연상(association), 단서, 새로운 정보의 

양, 작업기억(working memory) 등을 들 수 있다.

3. 조직화 능력
조직화 능력은 지각의 단 를 집단으로 묶는 것과 

련되며, 과제의 범주화나 단계별 순서화 등이 포함된다. 

노년층의 조직화 능력에 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

나, 몇몇 연구를 통해 연령에 따른 수행력 하가 보고

되었다[14]. 일반 으로 노년층의 조직화 능력은 집행

기능 등 다른 인지 기능과 연계시켜 논의된다.

범주화 과제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형  범주에 

한 친숙도가 하되었고, 과제 수행 시 방해 요인이 

더 많이 찰되었다[15]. 과제 유형별 차이의 경우 사회

 요인을 많이 포함할수록 연령에 따른 향이 두드러

졌다[16]. 

4. 추론력
추론력은 증거를 기반으로 한 사고나 추론, 결론의 

유추, 논리 인 분석 등과 련된 능력으로, 연역   

귀납  추론, 수렴   확산  사고 등을 포함한다. 노

년층은 인지  처리속도가 하되기 때문에 추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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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이 요구하는 과제일수록 수행력에 큰 하를 보인

다[17]. 연령과 련된 주요 변인들로는 이해능력, 속도, 

략, 작업기억 등이 있다[18].

추론력은 다른 인지 역과의 상 성이 매우 높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컨 , 노년층의 추상화 능력은 작

업기억을 포함한 기억력과 크게 련된다[19][20].

5. 문제해결력
문제해결력은 계획하기, 사회-감정  문제 해결하기 

등과 련되므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된다[21]. 여

기에는 문제 추론, 의사 결정, 문제 해결,  해석  

이 능력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노년층의 삶의 질

을 좌우하는 요한 인지 기능에 해당한다[22].

노년층은 과제에 한 친숙도에 따라 수행력이 다르

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23][24]. 한, 연령이 높을수

록 문제해결을 요하는 과제에서 회피-거부 략

(avoidance-denial strategy)을 더 많이 사용한다[25].

6. 집행기능
집행기능은 정보의 계획이나 조작, 활동의 시작  

완성, 오류의 인식 등을 의미하며, 이같은 계획화  실

행화 능력은 연령이 높을수록 하된다. 연령에 따른 

집행기능의 하는 크게 두 에서 논의될 수 있다

[26]. 첫째, 집행기능을 억제 능력(inhibition), 작업기억, 

주의력, 시간 리 등을 포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견해

이다. 둘째, 집행기능을 두엽에만 련된 능력으로 한

정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년

층일수록 집행기능이 뚜렷이 하된다는 데에는 체

로 일치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억제 기능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

지기 때문에 정보를 선택하고 계획하는 것이 어렵다

[27]. 따라서, 높은 억제 능력을 요하는 과제가 노년층

의 집행기능을 평가하는 데 더 유용하다. 특히, 계획화 

과제에서 노년층의 수행력 하가 뚜렷이 나타난다

[28]. 

7. 화용언어 
노년층은 정보를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

에 맥락을 해석하는 데 있어 빈번한 오류를 보인다[29]. 

따라서, 은유나 모순 등의 비유언어(figurative language), 

상징언어 등의 화용언어 능력이 하된다. 한, 사회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 시 일 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

렵다[30]. 이로 인해 노년층은 화용언어 능력이 히 

하되는 양상을 보인다. 

나이가 들수록 인지  자원을 효율 으로 할당하는 

능력이나 기억의 용량(capacity) 자체가 변화한다[31]. 

이로 인해 작업기억, 집행기능 등 반 인 인지 능력

이 하됨으로써 비유언어를 해석하는 능력이 낮아진

다[32-34]. 를 들어, 노년층은 비유언어를 해석할 때 

장황하고 이야기 심 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35]. 연령이 높을수록 속담, 용구 등에 한 친숙도

는 높아지나, 이들에 한 이해 능력은 하된다

[36][37]. 30 부터 70  이상 연령층의 경우 연령이 높

아질수록 용구와 속담의 이해 능력이 하되었다

[38]. 특히, 60 와 70 에서 속담에 한 이해 능력이 

유의미하게 낮았다[39].

노화가 진행될수록 발화 내에서 문맥을 히 유지

하는 능력이 하된다[40]. 이는 한 정보에 한 민

감도가 낮아지고, 목표에 맞는 반응을 산출하기 해 

순차 으로 문맥을 운용하는 능력에서 결함을 보이기 

때문이다[40].

지 까지 노년층의 인지-화용언어 능력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역들에 해 살펴보았다. 

노년층의 인지-화용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연령

에 따른 인지 능력의 하를 정확히 진단하는 데 유용

하다. 한, 치매 등 련 질병들에 한 측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인지-화용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한 기존의 도구들을 분석해 보고, 

재 개발 인 평가 역  문항들에 한 내용타당

도(content validity)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II. 연 구 방 법

1. 기존 평가도구 분석
먼  노년층의 인지-화용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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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될 수 있는 기존의 국외 평가도구들을 살펴보았다. 

이의 분석을 해 치매 환자를 선별하는 도구, 반

인 인지 장애를 평가하는 도구, 외상성 뇌손상이나 우

반구 손상 등의 인지-의사소통 장애를 감별하는 도구, 

반 인 신경학  뇌손상 환자의 인지-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 등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주의력, 기억력, 조직화 능력, 추론력, 문제

해결력, 집행기능, 화용언어 등 총 7개 평가 역을 선

정하 다. 그리고, 각 역들과 련된 단행본  연구 

문헌들을 검토하여 역별로 보다 세분화된 범주를 알

아보았다. 이에 따라, 각 범주에 해당하는 비 문항들

을 개발하 다. 

2. 문항 개발
노인의 인지-화용언어 능력에 한 기존의 평가도구 

 련 문헌들을 분석한 후 비 문항을 개발하 다. 

주요 평가 역으로는 주의력, 기억력, 조직화 능력, 추

론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화용언어 등 총 7개 역

이다. 각 역별 하  범주로는, 주의력 4개(지속 주의

력, 선택 주의력, 교  주의력, 분리 주의력), 기억력 2개

(즉각 기억, 지연 기억), 조직화 능력 2개(범주화, 순서

화), 추론력 4개(연역  추론, 귀납  추론, 수렴  사고, 

확산  사고), 문제해결력 5개(문제 추론, 의사 결정, 문

제 해결,  해석,  이), 집행기능 2개(계획화, 

실행화), 화용언어 2개(비유언어, 화용  상징 언어) 등 

총 21개이다. 세부 문항들은 총 38개로 구성되었다.

3. 내용타당도 검증
3.1 검증 절차
문항에 한 표성  성을 확인하기 해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에 한 검증을 실시하 다. 

상군으로는, 임상 장에서 노년층의 인지-화용언어 능

력을 평가하는 표 인 두 문가 집단인 언어치료사

와 임상심리사를 선정하 다. 언어치료사 13명  임상

심리사 4명 등 총 17명의 문가들에게 각 역  하

 범주, 문항들에 한 평가를 의뢰하 다. 언어치료사

는 석사 이상의 학   1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

한 5년 이상 경력의 문가들이며, 임상심리사는 석사 

이상의 학   련 자격증, 5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경우로 한정하 다[표 1]. 이들은 모두 신경학  뇌 손

상 환자를 상으로 한 평가  치료 경험이 있는 문

가들이었다. 

표 1. 피험자 정보

피험자 임상경력
련 환자 
임상경력

근무지

언어
치료사

1 14 14 종합병원
2 6 4 종합병원
3 6 6 종합병원
4 5 5 종합병원
5 6 6 종합병원
6 11 11 사설 치료실
7 5 2 종합병원
8 6 3 개인병원
9 13 13 종합병원
10 6 6 사설 치료실
11 12 12 종합병원
12 5 5 사설 치료실
13 5 5 종합병원

임상
심리사

1 16 16 종합병원
2 6 6 종합병원
3 5 5 종합병원
4 5 5 종합병원

설문지는 총 7개의 평가 역이 인지-화용언어 능력

을 평가하는 데 한지 여부, 그리고 각 문항들이 해

당 하  범주를 평가하는 데 한지 여부에 해 

수화하도록 구성되었다[부록 1]. 이를 해 5  척도(5=

매우 함, 4= 함, 3=보통임, 2= 부 함, 1=매우 

부 함)를 사용하 다. 

3.2 통계 분석  
내용타당도를 분석하기 해 내용타당도 지수

(Content Validity Index, 이하 CVI)를 산출하 다. 즉, 

각 척도 수별로 1 은 ‘0’, 2 은 ‘.25’, 3 은 ‘.50’, 4

은 ‘.75’, 5 은 ‘1.00’을 할당한 후 각 역  문항 별로 

문가들이 평가한 수치들의 평균을 산정하 다[41]. 

본 연구에서는 CVI의 단 (cut-off score)을 .75로 규

정하고, 단  이하의 범 에 해당하는 문항은 타당도

가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 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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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 구 결 과 

1. 기존 평가도구 분석
1.1 주의력
주의력을 별도의 하  범주로 설정하여 평가하는 도

구들로는 ADAS-Cog[43], BIMC[44], CANTAB[45], 

APT-2 test[46], BTHI[47], RBANS[48], MIRBI-2[49] 

등이다[부록 2]. CANTAB은 컴퓨터 로그램을 통해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반응시간(response time)을 정확

히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APT-2 test는 지속 주의

력, 선택 주의력, 교  주의력, 분리 주의력 등 주의력의 

하  역별로 세분화해 평가한다는 에서 주목할 만

하다. RBANS의 경우 주요 인지 역을 선별검사 형식

으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심한 주의력 장애를 보

이는 환자를 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반복 인 평가가 

가능하다. MIRBI-2는 시공간 (visuospatial)  시지

각  처리 역과 연계하여 주의력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과제를 실시하도록 구성되었다.

1.2 기억력
기억력은 ABCD[50], ADAS-Cog, NCSE[51], BIMC, 

CANTAB, CAMCOG[52], MMSE[53], RIPA-2[54], 

SCATBI[55], BTHI, RBANS, TLC-E[56] 등을 통해 

유용하게 평가할 수 있다[부록 2]. ABCD는 이야기 다

시 말하기(즉각/지연), 단어 학습 등의 과제를 통해 일

화 기억(episodic memory)을 다양화해 평가한다. 

SCATBI는 단어, 문장,  등 발화 길이에 따른 과제는 

물론 시각 인 요소나 단서의 유무 등을 고려한 과제 

등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억력을 민감하게 평가할 

수 있다. RBANS 역시 다양화된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데, 여기에는 숫자나 이야기에 한 산출 과제도 포함

된다. 

1.3 조직화 능력
SCATBI, BTHI 등은 조직화 능력을 별도의 하  범

주로 설정하여 평가하는 도구들이다[부록 2]. SCATBI

는 그림이나 단어 자극을 범주화하거나 사물의 크기, 

알 벳 순서, 사건의 진행 단계 등을 배열하도록 함으

로써 뇌손상 환자의 조직화 능력을 평가한다. BTHI는 

주로 언어 인 측면의 조직화 능력을 살펴보는 데 유용

하다. 

1.4 추론력
추론력을 별도의 하  범주로 설정하여 평가하는 도

구들로는 NCSE, CAMCOG, RIPA-2, SCATBI, 

RHLB[57], RHCB[58] 등을 들 수 있다[부록 2]. NCSE

는 추론력과 단력을 평가하기 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CAMCOG는 컴퓨터 로그램을 통해 추상  사

고 능력을 다양하게 평가한다. RIPA-2는 추상화 과제

를 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CATBI는 연역   

귀납  추론, 확산   수렴  사고(divergent and 

convergent thinking), 행렬(matrix), 다단계 유추 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1.5 문제해결력 
문제해결력은 RIPA-2, TLC-E 등을 통해 유용하게 

평가할 수 있다[부록 2]. RIPA-2는 ‘왜, 어떻게’ 등이 포

함된 의문문에 반응하도록 함으로써 추론력과 문제해

결력을 동시에 평가한다. 한, 독립 인 수행 여부에 

따라 수 체계를 다양하게 부여한다.

1.6 집행기능
집행기능을 별도의 하  범주로 설정하여 평가하는 

도구들은 ADAS-Cog, CANTAB, ASHA-FACS[59] 

등이다[부록 2]. ASHA-FACS는 일상 인 활동에 한 

계획  실행 능력을 평가하는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

다. 를 들어, 달력  화기의 사용, 약속 이행, 시간 

념, 지도 보기 등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인 수행력을 

악하는 데 유용하다.

1.7 화용언어
화용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해서는 TLC-E, MIRBI-2, 

RHLB, RHCB, CADL-2[60], ASHA-FACS 등의 도구

들을 활용할 수 있다[부록 2]. ASHA-FACS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주 보호자에 한 인터뷰를 통해 기능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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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문항 수 CVI
a)

주의력
지속 주의력 2개 .81*

.81*
선택 주의력 1개 .87*
분리 주의력 1개 .78*
교대 주의력 1개 .78*

기억력

즉각 기억 4개
.79*
.79*
.85*
.79*

지연 기억 4개
.75
.72
.78*
.69

조직화
능력

범주화 3개
.87* 
.85*
.84* 

순서화 3개
.79*
.79*
.76*

추론력

연역적 추론 2개 .87*
.84*

귀납적 추론 2개 .84*
.85*

수렴적 사고 1개 .87*
확산적 사고 2개 .85*

.87* 

문제
해결력

 문제 추론/
 의사 결정/
 문제 해결/
 관점 해석/
관점 전이

2개

.85*

.84*

집행
기능

계획화 2개 .82*
.84*

실행화 1개 .78*

에서의 의사소통 수 을 측정할 수 있다. CADL-2는 

일상 인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환자의 직 인 반응

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역할놀이(role-playing)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TLC-E는 화용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서, 외상성 뇌손상 이후의 의사소통 

능력을 민감하게 반 한다[61]. MIRBI-2는 불일치나 

모순, 비유언어, 유머 등의 이해, 유사 의 유추, 감정  

언어 표  등을 악할 수 있다. RHLB는 억양 표 과 

담화 능력을 추가 으로 평가하며, RHCB는 유머의 표

 측면도 추가 으로 다룬다. 

2. 내용타당도 검증
2.1 7개 평가 영역에 대한 내용타당도
주의력, 기억력, 조직화 능력, 추론력, 문제해결력, 집

행기능, 화용언어 등 총 7개 평가 역이 노인의 인지-

화용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얼마나 한지에 한 

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7개 역 모두 CVI가 .75

보다 높았다[표 2]. 

표 2. 7개 평가 영역의 내용타당도 지수

역 CVI
a)

순

주의력 .85* 6
기억력 .84* 7

조직화 능력 .88* 2
추론력 .87* 4

문제해결력 .93* 1
집행기능 .88* 2
화용언어 .87* 4

 a) CVI: Content Validity Index 
 * CVI >.75인 항목

이  노인의 인지-화용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가

장 한 역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해 CVI에 근거

하여 순 를 매겨 보았다. 문가들에 의해 가장 

하다고 평가된 역은 문제해결력이었으며, 조직화 능

력  집행기능이 뒤를 이었다. 주의력과 기억력은 CVI

가 각각 .85  .84로 다른 역에 비해 상 으로 낮

은 순 를 보 다.   

2.2 각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각 문항들이 해당 하  범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성  표성을 지니는지를 살펴본 결과, 부분의 

문항들에서 CVI가 .75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 그러나, 지연 기억에 해당하는 3개 문항은 CVI가 

.69에서 .75로 과제의 성  표성이 비교  낮게 

평가되었다. 이를 참조하여 이 문항들에 한 재검토 

 수정을 시행하 다. ‘순서 로 기억하기’ 과제의 경

우, 작업기억 등 다른 인지 능력이 개입될 수 있고 자극

의 개수가 많다는  등을 고려해 문항에서 제외하

다. 나머지 과제는 기존 평가도구  문헌 등에서 이미 

성이 검증된 바 있어 최종 평가 문항에 포함하기로 

하 다[52].

표 3. 각 문항별 내용타당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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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용
언어

비유언어 4개
.87*
.84*
.81*
.87*

화용 및 상징
언어 3개

.85*

.82*

.82* 
 a) CVI: Content Validity Index 
 * CVI >.75인 항목  

이밖에, CVI가 .75를 과하나 다른 문항에 비해 상

으로 낮게 평가된 즉각 기억, 지연 기억, 순서화 등

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문가들의 의견을 토 로 재검

토  수정하 다[표 4]. 컨 , 순서화 과제  일부 

문항의 경우 내용상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내용으로 표 하기 어렵다는  등을 고려하여 최종 문

항에서 제외하 다.

표 4. 각 문항별 전문가 의견 

하 범주 문항 수 문가 의견

즉각 기억 2개 작업기억이 개입됨

지연 기억 1개
난이도가 너무 높음
정확한 시간 설정 필요

순서화 3개
기본 지식 요구
난이도가 너무 높음
개인 차이 존재

IV. 논 의 및 결 론

노년기에 나타나는 인지-화용언어 상의 문제는 일상

생활, 사회  직업 생활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래한다. 이는 반 인 삶의 질을 하시키는 요 요

인으로써 작용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고  행동과 련된 뇌의 여러 

기능에서 변화가 발생한다[62]. 노년층의 인지  문제

는 치매 등 련 질병의 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조

기 진단을 요한다. 그러나, 노년층의 이같은 변화는 병

리학  기 증세와 구별하기 쉽지 않다. 특히, 노년층

에 나타나는 인지  문제의 경우 정상군과 치매 간의 

경계선에 치하기 때문에 진단 상의 어려움이 더욱 가

된다[4]. 연령에 따라 하되는 인지 역으로는 주의

력, 기억력, 조직화 능력, 추론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등 다양하다. 이 같은 인지 능력의 하는 언어 수행력

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기

억력의 용량이 감소하거나 인지  자원을 효율 으로 

할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화용언어 능력이 

히 하된다[31]. 

노년층의 인지-화용언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도

구들은 부분 치매, 뇌졸  등 신경학  뇌손상 환자

를 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한, 노년층의 특수성

을 반 하여 다양한 인지 역을 반 으로 평가하거

나 화용언어 능력을 세분화해 살펴보는 국내 평가도구

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노년층을 상으로 한 

인지-화용언어 능력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일이 매우 

시 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  노년층의 인지-화용언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존의 국외 도구들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 여러 문헌들을 참조하여 역별 비 문항들을 개발

하 다. 주요 평가 역으로는 주의력, 기억력, 조직화 

능력, 추론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 화용언어 등 총 7

개 역이며, 이들을 각각에 해당하는 여러 하  범주

들로 세분화하 다. 각 문항들은 해당 하  범주를 잘 

반 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이들 7개 역  

각 문항들이 노년층의 인지-화용언어 능력을 히 

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해 문가들을 상으

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 다.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7개 평가 역 모두 CVI가 .75

를 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노년층의 인지-화

용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매우 한 것으로 입증되

었다. 각 문항들의 경우 기억력의 하  범주인 지연 기

억에 해당하는 3개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의 CVI가 

.75보다 높게 나타났다. 3개 문항은 CVI가 .69에서 .75 

사이로 산정되었는데, Fehring[41]이나 Sparks & 

Lien-Gieschen[63]의 기 에 따르면 이들 역시 평가 문

항으로서의 성  표성을 충분히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문항들이 수정 후 선택

할 수 있는 ‘비주요 특성(minor characteristic)'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검토 후 수정하 다[41].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수정한 비 문항들은 노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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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지-화용언어 능력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역

에 해당한다. 특히, 기존의 평가도구에 비해 노년층의 

인지  특성을 잘 반 할 수 있도록 하  역별로 세

분화해 평가할 수 있다는 에서 유용하다.    

요컨 ,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새로 개발된 문항들이 

노년층의 인지-화용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한 목 과 

히 부합하며, 평가 문항으로서의 충분한 내용  타

당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 로 본 

문항을 개발함으로써 노년층의 인지-화용언어 능력 평

가도구로의 발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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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군 평가도구

세부 역

인지
(화용)
언어

치매

ABCD
(Arizona 

Battery for 
Communication 
Disorders of 
Dementia)

시공간 구성력, 
기억력

(일화 기억)

언어 
표현/이해, 
따라말하기, 

읽기, 
이름대기

ADAS-Cog 
(Alzheimer's 

Disease 
Assessment 

Scale-Cognitive 
subscale)

주의력, 
지남력, 
기억력, 
집행기능

언어 
표현/이해, 
이름대기

 전반적 인지 
장애

NCSE
(Neurobehavioral 

Cognitive 
Status 

Examination)

기억력, 
계산력, 
추론력/ 
판단력

언어 표현
/이해, 

이름대기

BIMC
(Blessed 

Information- 
Memory- 

Concentration 
Test)

주의력, 
기억력 -

CANTAB 
(Cambridge 

Neuropsychologic
-al Test 

Automated 
Battery)

주의력, 
기억력, 
집행기능

-

CAMCOG
(Cambridge 
Cognitive 

Examination) 

지각력, 
지남력, 
기억력, 
계산력, 
추상적 
사고력

언어 표현/이해

MMS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지남력, 
기억력, 

시각구성력

이름대기, 
따라말하기, 
명령 이행, 
읽기, 쓰기

외상성 
뇌손상, 

우반구 손상 
등

RIPA-2
(Ross 

Information 
Processing 

Assessment-2)

지남력, 
기억력, 
추론력, 

문제해결력
-

범주
문항 
번호*

수화
(A)

수화
(B)

비고

주
의
력

지속 주의력 1~2 1-2-3-4-5 1-2-3-4-5

선택 주의력 3 1-2-3-4-5 1-2-3-4-5

분리 주의력 4 1-2-3-4-5 1-2-3-4-5

교대 주의력 5 1-2-3-4-5 1-2-3-4-5

기억
력

즉각 기억 6~9 1-2-3-4-5 1-2-3-4-5

지연 기억 10~13 1-2-3-4-5 1-2-3-4-5

조직
화
능력

범주화 14~16 1-2-3-4-5 1-2-3-4-5

순서화 17~19 1-2-3-4-5 1-2-3-4-5

추
론
력

연역적 추론 20~21 1-2-3-4-5 1-2-3-4-5

귀납적 추론 22~23 1-2-3-4-5 1-2-3-4-5

수렴적 사고 24 1-2-3-4-5 1-2-3-4-5

확산적 사고 25~26 1-2-3-4-5 1-2-3-4-5
문
제
해
결
력

 문제 추론/
 의사 결정/
 문제 해결/
 관점 해석/
관점 전이

27~28 1-2-3-4-5 1-2-3-4-5

집행
기능

계획화 29~30 1-2-3-4-5 1-2-3-4-5

실행화 31 1-2-3-4-5 1-2-3-4-5

화용
언어

비유언어 32~35 1-2-3-4-5 1-2-3-4-5

화용 및 상징언어 36~38 1-2-3-4-5 1-2-3-4-5

부 록

부록 1. 내용타당도 검증 설문지
1) 아래 7개의 각 평가 역이 노년층의 인지-화용언

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화(A) 항목에 표시해 주세요. 1 는 2에 표시

한 경우 비고란에 이유를 어주세요.

  
 . 평가 역  '주의력'이 인지-화용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합니까?

2) 아래의 각 문항들이 해당 하  범주를 평가하는 

데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화(B) 항목에 

표시해 주세요. 1 는 2에 표시한 경우 비고란에 

이유를 어주세요. 

 . 문항 2가 해당 하  범주인 '지속 주의력'을 평

가하는 데 합니까?

( 수화 -> 1: 매우 부 함  2: 부 함     

           3: 보통임  4: 함  5: 매우 함)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생략함 

부록 2. 노인의 인지-(화용)언어 능력 평가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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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TBI
(Scales of 
Cognitive 

Ability of TBI)

지남력, 
기억력, 
조직화 
능력, 
추론력

-

APT-2 test
(Attention 
Process 

Training-2 Test)

지속 주의력, 
선택 주의력, 
교대 주의력, 
분리 주의력

-

BTHI
(Brief Test of 
Head Injury)

주의력, 
지남력, 
기억력, 

조직화 능력

이름대기, 
명령이행, 읽기

RBANS
(Repeatable 

Battery for the 
Assessment of 

Neuropsychologic
-al Status)

주의력, 
지남력, 
기억력

이름대기

TLC-E
(Test of 

Language 
Competence–
Extended)

기억력, 
문제해결력 비유언어, 화행

MIRBI-2
(Mini-Inventory 
of Right Brain 

Injury-2)
주의력 비유언어, 유머 

RHLB
(the Right 
Hemisphere 
Language 
Battery)

추론력 비유언어, 유머, 
담화

RHCB
(the Right 
Hemisphere 

Communication 
Battery)

추론력 비유언어, 유머, 
억양

전반적 
신경학적 뇌 

손상

ASHA-FACS
(ASHA Functional 
Assessment of 
Communication 

Skills in 
Adults)

집행기능 화용, 읽기, 
쓰기 

CADL-2
(Communicat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2)
-

비유언어, 유머, 
화용, 읽기,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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