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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literacy and educa-
tion on semantic fluency and to compare them to two semantic categories such as animal 
and supermarket. Methods: Normal healthy elderly (N= 306; mean age: 72.8± 7.8 years; 
151 male, 155 female)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into 7 groups: 
illiterate group (N= 30), no schooling but literate group (N= 40), lower grade of elementary 
school group (N = 24), higher grade of elementary school group (N = 55), middle school 
group (N= 52), high school group (N= 51), and college group (N= 54). All of the participants 
were given the semantic (animal & supermarket) fluency test. Results: There was a signifi-
cant group difference between the illiterate and no schooling but literate groups in the an-
imal category, whereas no significant group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illiterate 
and lower grade of elementary school groups in the supermarket category. In the animal 
category, there was no significant group difference between the no schooling but literate 
and middle school groups or between the high school and college groups, whereas the 
performance was better on the supermarket category test in the higher grade of elemen-
tary school than the illiterate groups, and in the middle school than no schooling but liter-
ate groups, and in the college than high school groups.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literacy has a stronger influence on animal fluency while education has a stronger in-
fluence on supermarket fl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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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어 유창성(verbal fluency)이란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어휘집

(lexicon)과 의미기억(semantic memory)으로부터 정보를 전략적

으로 탐색하고 인출하는 능력을 말한다(Sauzéon, Lestage, Rabou

tet, N’Kaoua, & Claverie, 2004). 구어 유창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임상장면에서는 주로 통제단어연상검사(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COWAT; Lucas et al., 1998)를 사용하는데 CO

WAT은 실시하기가 쉽고 간편하면서도 뇌손상과 인지저하를 예민

하게 탐지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cevedo et al., 2000).

COWAT은 음소 유창성검사와 의미 유창성검사로 구성되어 있

다. 음소 유창성검사는 특정 음소(ㄱ, ㅇ, ㅅ)로 시작하는 단어를, 

의미 유창성검사는 특정 범주(동물, 가게물건, 채소, 과일, 교통수

단 등)에 해당하는 단어를 제한시간 1분 동안 최대한 많이 이야기

하도록 하는 검사이다. 음소 유창성과 의미 유창성은 각각 서로 다

른 뇌 영역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음소 유창성 능력은 

어휘음운기억(lexicalphonemic memory)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과 관련이 있고, 의미 유창성 능력은 전두엽 뿐만 아니라 의미

기억(semantic memory)을 담당하는 측두엽 영역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ldo, Schwartz, Wilkins, & Dronkers, 2006; 

Birn et al., 2010). 따라서 의미 유창성검사는 병의 초기부터 측두엽

의 손상을 보이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은 물론 전두엽 장애를 특

징적으로 나타내는 혈관성 인지장애 환자들이나 파킨슨병 환자들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사용되어 왔다(Abra

hams et al., 2000; Hock et al., 1997; Kim, Kang, Yu, & Lee, 2015; 

Mo, Sung, & Jeong, 2015; Park et al., 2006; Troyer, Moscovitch, Win

ocur, Leach, & Freedman, 1998). 

또한, 의미 유창성검사는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비문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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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 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해자에게만 실시할 수 있는 음

소 유창성검사와는 달리 학력의 제한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성이

름대기능력(generative naming ability)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더욱이 65세 이상의 노인 중 무학이 30.5%를 차지하고 이 

중 9.6%가 글자를 전혀 모르는 비문해자인(Jung et al., 2014) 우리

나라의 경우, 치매여부를 평가하는 임상현장에서 구어 유창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문해자에게도 검사실시가 가능한 의미 유창

성검사가 유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검사이다. 그러나 언어 유창성

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음소 유

창성의 경우, 교육년수와 나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에 성별의 

영향에는 민감하지 않고(Choi, 2012b; Geiser & Vanderploeg, 1993; 

Selnes et al., 1991; Yeudall, Fromm, Reddon, & Stefanyk, 1986), 정

상 집단과 비교했을 때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혈관 치매 모두 초기 

단계에서부터 두드러지게 저하된다는 등(Fahlander, Wahlin, Alm

kvist, & Bäckman, 2002; Hart & Best, 2014; Henry, MacLeod, Phil

lips, & Crawford, 2004; Jones, Laukka, & Bäckman, 2006; Pakho

mov & Hemmy, 2014; Park et al., 2006) 다양한 주제로 활발하게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의미 유창성만을 다룬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Bolla, Lindgren, Bonaccorsy, & Bleecker, 1990; Capitani, 

Laiacona, & Basso, 1998; Loonstra, Tarlow, & Sellers, 2001; Phil

lips, 1999; RodriguezAranda & Martinussen, 2006). 특히, 의미 유

창성검사가 비문해자의 구어 유창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평가치

가 될 수 있는지, 즉 의미 유창성검사를 비문해자에게 실시할 수는 

있지만 의미 유창성검사의 수행이 학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지

에 관해서는 기존에 수행된 소수의 의미 유창성 연구들에서도 다

음과 같이 일관되지 않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Sa, Chey와 Suk (2011)은 문맹저교육, 문해저교육 및 문해고교

육 집단의 의미 유창성을 비교한 결과, 문해자가 비문해자보다 동

물과 가게물건 범주에서 더 많은 반응을 산출한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지만 교육수준에 따른 집단 간 수행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하였

다. 그러나,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비문해자/무학 집단이 문

해자/저학력 집단보다 의미 유창성검사에서 저조한 수행을 보였

고, 문해자/저학력 집단은 문해자/고학력 집단보다 유의하게 저조

한 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osmidis, Tsapkini, Folia, 

Vlahou, & Kiosseoglou, 2004). 동물 범주를 사용하여 고학력(se

nior vocational training or academic training) 집단과 저학력(pri

mary education) 집단을 비교한 다른 연구에서도 고학력 집단이 

저학력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우수한 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Van Der Elst, Van Boxtel, Van Breukelen, & Jolles, 2006). 교육

수준을 더 세분하여 비교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문해 집단이 교

육수준 14년 집단하고는 유의한 수행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교

육수준 8년 이상의 집단하고는 유의한 수행차이가 있음을 발견하

였다(Brucki & Rocha, 2004).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관찰되는 이

런 차이는 우선, 연구마다 학력 집단을 분류하는 방법이 다르고 보

다 자세한 학력 분류에 따른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집단을 단순히 비문해 집단

과 문해 집단으로 구분함으로써 문해 집단의 평균 교육년수가 연

구들마다 다르고(Da Silva, Petersson, Faisca, Ingvar, & Reis, 2004; 

Kwon, Cho, Seo, & Na, 2012; Youn et al., 2011), 문해 집단을 교육년

수에 따라서 더 세분화한 연구들도 2개(저학력과 고학력) 정도의 

소수의 집단으로만 나누어 비교함으로써 교육수준이 의미 유창성

에 미치는 효과를 자세히 확인하지 못하였다(Ardila, OstroskySo

lis, Rosselli, & Gómez, 2000; Sa et al., 2011). 

학력 집단을 분류하는 방법의 차이와 함께 의미 유창성검사에

서 사용된 의미범주의 차이도 선행연구 결과의 차이에 영향을 미

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미 유창성검사에서 사용되는 범주로는 

동물, 가게물건(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는 물건), 과일, 채소, 음식, 

옷, 가구 등이 있으나 가장 흔히 사용되는 범주는 “동물”과 “가게

물건”이다. 연구 대상을 문해 집단과 비문해 집단으로 분류하여 비

교한 연구들 중 동물 범주에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발견되었으

나, 가게물건 범주에서는 유의한 수행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연구가 

있었고(Da Silva et al., 2004; Kwon et al., 2012; Nielsen & Walde

mar, 2016) 그와는 반대로 동물 범주에 있어 문해 집단과 비문해 집

단 간의 수행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Youn et 

al., 2011).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동물과 가게물건 범주 모두에

서 문해 집단과 비문해 집단 간의 수행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Kwon, Yoon, & Na, 2015). 최근 Nielsen과 Waldemar (2016)는 터

키에서 덴마크로 이주해 온 이민자들에게 동물과 가게물건 범주에 

대한 의미 유창성검사를 실시하고 문식성의 여부가 의미 유창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범주에 따라서 다르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즉, 

동물 범주에서는 비문해자와 문해자 집단 간의 유의한 수행차이가 

관찰되었으나 가게물건 범주에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

았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임상현장에서 덴마크어

를 읽고 쓰지 못하는 비문해 터키 이민자들의 생성이름대기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문식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게물건 범주를 실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의미범주에 따라서 성별이 의미 유창성검사의 수행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전체 반응 수가 남성은 가게물건 범주

보다 동물 범주에서, 여성은 동물 범주보다 가게물건 범주에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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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음을 보고한 연구(Kang, Chin, Na, Lee, & Park, 2000)가 있고, 

그와는 반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동물 범주에서 더 많은 반응 수를 

보였다는 연구도 있으며(Weiss, Kemmler, Deisenhammer, Fleis

chhacker, & Delazer, 2003), 의미 유창성에 있어 성차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들도 있었다(Choi, 2012a; Kim, Kim, & Kim, 2011; Lee & 

Lee, 2014; Mathuranath et al., 2003; Weiss et al., 2006).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인 문식성(literacy)과 교육수준이 인

지기능을 평가하는 다양한 신경심리검사에서 피검자의 수행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바(Ardila, Rosselli, & Rosas, 

1989; Ardila et al., 2010; Kim et al., 2011; Manly et al., 1999; Ostro

skySolis, Ardila, Rosselli, LopezArango, & UrielMendoza, 1998), 

두 변인이 의미 유창성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평가 대상자가 노인인 경우, 신경심리검사에서 나타

나는 인지기능의 저하가 초기 치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비문해 

또는 저학력으로 인한 결과인지를 명백히 가려내는 것이 어렵기 때

문에(Sa et al., 2011) 연구자들은 노인들의 문식성 여부와 교육수준

이 다양한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

였다(Hong et al., 2011; Kim, Yoon, Kim, & Kim, 2014; Kwon et al., 

2012; Nitrini et al., 2004).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외국에

서는 문식성과 교육수준에 따른 의미 유창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된 반면 국내에는 기억력이나 다른 인지기능에 비해

서 의미 유창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노인의 경우, 문식성은 의미 유창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문해

자라 하더라도 교육수준에 따라서 의미 유창성에 차이가 있을까? 

문식성과 교육수준의 효과가 동물 범주와 가게물건 범주에서 같을

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목적으로 수

행되었다. 정상노인들을 문식성과 교육수준에 따라 7개 집단으로 

세분화한 후 동물 범주와 가게물건 범주 각각에서 의미 유창성의 

집단 간 수행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문식성과 교육수준에 따른 집

단 간 의미 유창성의 차이 양상을 확인하고 그 결과가 의미범주(동

물과 가게물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았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건강 선별 기준(Christensen, Multhaup, Nordstrom, & Voss, 

1991)에 부합하고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Kang, 2006)에서 16%ile 이상의 수

행을 보인 정상노인 중 주관적 우울감을 평가하는 단축형 노인우

울척도(Short Version of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 

Cho et al., 1999)에서 8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306명(남자 151명, 여

자 155명)이 참여하였다. 선정된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72.8

세(SD=7.8, 범위: 6089세)였다.

연구 대상자들 중 30명은 KMMSE의 읽기와 쓰기 문항 중 한 문

항이라도 정상범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글을 읽지 못하거나 

쓰지 못하는 비문해자(비문해 집단)였고, 나머지 276명은 KMMSE

의 문항으로 평가된 읽기와 쓰기능력이 모두 정상범주에 속한 문

해자들이었다. 문해자들은 교육수준에 따라서 6개 집단, 즉 “무학

이지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집단(무학/문해 집단, 40명),” “초등학

교 저학년(13년)까지만 다닌 집단(저초등 집단, 24명),” “초등학교 

고학년(46년)까지 다니거나 졸업한 집단(고초등 집단, 55명),” “중

학교 중퇴나 졸업 집단(중학교 집단, 52명),” “고등학교 중퇴나 졸업 

Figure 1. Construction of subject groups. NS/literate= no schooling but literate (0 year); L-elementary= lower grade of elementary school (1-3 years); H-elementary 
= higher grade of elementary school (4-6 years); M-school= middle school (7-9 years); H-school= high school (10-12 years); College (≥ 13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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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고등학교 집단, 51명)” 및 “대학교 중퇴 이상 집단(대학 집단, 

54명)”으로 분류하였다(Figure 1). 

검사 도구 및 절차

정상노인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인지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질환들(예: 뇌졸중, 당뇨, 고혈압, 외상성 뇌손상, 간질 등)의 병력에 

대해서 확인하는 Christensen 등(1991)의 건강 선별 설문지를 실시

하였고 전반적인 인지기능 수준을 평가하는 KMMSE와 주관적 

우울감을 평가하는 SGDS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모든 연구 대상자들에게 현재 국내 임상장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동물 범주와 가게물건 범주에 대한 의미 유창

성검사를 개인검사로 실시한 다음 의미 유창성검사와의 비교를 위

해서 문해자들에게는 ㄱ, ㅇ, ㅅ에 대한 음소 유창성검사도 함께 개

인검사로 실시하였다(Kang, Jang, & Na, 2012). 의미 유창성검사와 

음소 유창성검사는 COWAT (Lucas et al., 1998)의 실시방법을 적

용하여 각 시행 당 1분간 반응하도록 하였고 모든 반응을 순서대로 

반응기록지에 기록하였다. 반복반응과 해당 범주에 속하지 않은 

반응은 점수에서 제외하였고, 고유명사나 주어진 음소로 시작하지 

않은 오반응도 점수에서 제외하였다. 상위 개념의 단어(예: 새)와 하

위 개념의 단어(예: 비둘기, 참새, 까마귀)를 함께 반응한 경우에는 

상위 개념의 단어를 채점에서 제외시키고 하위 개념의 단어들에만 

점수를 주었다. 파생어(예: 우유, 우유병, 우유팩)는 첫 반응에만 점

수를 주었고, 자주 사용되는 외국어, 외래어 및 한글사전(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15)에 수록된 사투리는 정반응으

로 간주하였다.

자료 분석

인구학적 변인과 SGDS 점수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과 χ2검증을 실시하였고, 의미 유창성과 음

소 유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동시투입(enter)방식으로 실시하였

다. 인구학적 변인 중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된 변수들을 공변인(co

variates)으로 통제하고 교육수준(7개 집단)을 독립변인, 두 범주의 

의미 유창성 점수들을 종속변인으로 한 다변량공분산분석

(MANC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

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으로 Bonferroni 조정 후 단변량 분석(uni

variat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 version 

21.0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변인과 SGDS

비문해 집단, 무학/문해 집단, 저초등 집단, 고초등 집단, 중학교 

집단, 고등학교 집단 및 대학 집단, 전체 7개 집단의 인구학적 변인

들, 즉 나이, 성별, 교육년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변량분산

분석(ANOVA)과 χ2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육년수(F(6, 299) =  

2863.34, p< .001), 성별(χ2 =20.05, p< .01) 및 나이(F(6, 299) =3.85, 

p< .01)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가 모두 발견되었다(Table 1). 또한 주

관적 우울감을 평가하는 척도인 SGDS의 점수(F(6, 299) =2.96, p< .01)

에 있어서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교육수

준에 따른 집단 간 동물 범주와 가게물건 범주의 수행차이를 확인

하기 위한 모든 통계분석은 나이, 성별 및 SGDS 점수를 통제한 후 

실시되었다.

의미 유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의미 유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동시입력(enter)방식으로 실시

하였다(Table 2). 그 결과 동물 범주의 경우, 교육년수(β= .41, t(301) =  

Table 1. Subjects’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SGDS

Illiterate  
(A)

NS/literate 
(B)

L-elementary 
(C)

H-elementary 
(D)

M-school  
(E)

H-school  
(F)

College  
(G) F or χ2 Post-hoc (Bonferroni)

No. of subjects 30 40 24 55 52 51 54
Age (yr) 76.13 (6.90) 76.65 (8.00) 72.75 (6.75) 71.89 (7.87) 71.58 (7.99) 72.37 (7.49) 70.59 (7.23) 3.85** A= B= C= F, A= B> G, A= C= D= E= F, 

B> D= E, C= D= E= F= G
Sex (male:female) 7:23 15:25 7:17 31:24 30:22 30:21 31:23 χ2 = 20.05** -
Education (yr) 0 (0) 0 (0) 2.42 (.78) 5.71 (.69) 8.58 (.75) 11.71 (.64) 15.24 (1.08) 2863.34*** A= B< C< D< E< F< G
SGDS 2.70 (2.41) 2.98 (2.36) 3.25 (2.33) 2.42 (2.08) 1.96 (1.79) 1.89 (1.88) 1.68 (2.08) 2.96** A= B= C= D= E, A= B= C> F= G, 

D= E= F= G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r mean (SD).
SGDS= Short Version of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NS/literate= no schooling but literate (0 year); L-elementary= lower grade of elementary school (1-3 years); H-elemen-
tary= higher grade of elementary school (4-6 years); M-school= middle school (7-9 years); H-school= high school (10-12 years); College (≥ 13 years).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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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p< .001), 나이(β= .21, t(301) = 4.25, p< .001), 성별(β= .11, 

t(301) = 2.15, p< .05) 및 SGDS 점수(β= .10, t(301) = 1.99, p< .05)순

으로 의미 유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게물건 범

주의 경우에는 교육년수(β= .52, t(301) =10.86, p< .001), 성별(β= .30, 

t(301) = 6.62, p< .001), 나이(β= .18, t(301) = 4.04, p< .001) 및 SGDS 

점수(β= .14, t(301) = 3.06, p< .01)순으로 의미 유창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미 유창성과의 비교를 위해서 문해자 집단에만 부가적으로 실

시된 음소 유창성검사에 대해서도 의미 유창성검사의 경우와 동일

한 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Table 2). 그 결과, 의미 유창성과는 달

리 교육년수(β= .59, t(272) =11.85, p< .001)만이 음소 유창성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식성의 여부와 교육수준에 따른 의미 유창성의 차이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교육년수가 인구학적 변인들 중 의미 유

창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 교육의 영향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나이, 성별 및 SGDS 점수를 공변인으로 

통제하고 7개 집단에 대한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을 실

시하였고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λ= .63, F(12, 590) =12.74, p< .001, 

partial η2 = .21). 동물 범주와 가게물건 범주에서 모두 집단 간 유의

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동물 범주보다 가게물건 범주에서 교육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F(6, 296) =13.26, p< .001, partial η2 =  

.21; F(6, 296) =21.96, p< .001, partial η2 = .31)(Table 3).

범주별 집단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으로 Bonferroni 

조정 후 단변량 분석(univariate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동물 범주

의 경우, 비문해 집단과 무학/문해 집단 간의 유의한 수행차이가 발

견되었고(t= 3.22, p< .05), 무학/문해 집단부터 중학교 집단까지는 

집단 간 수행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학/문해 집단은 고등학교 및 

대학 집단과만 유의한 수행차이를 보였고(t=3.92, p< .01; t=5.34, 

p< .001), 저초등 집단부터 고등학교 집단까지는 수행차이를 보이

지 않은 반면, 대학 집단은 중학교 학력 이하의 집단들과 유의한 수

행차이를 나타냈고 고등학교 집단과는 수행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t= 1.57, ns). 

가게물건 범주의 경우, 비문해 집단부터 저초등 집단까지는 집단 

간 수행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고초등 집단은 비문해 집단보다 

유의하게 우수한 수행을 보였으나(t=4.68, p< .001) 무학/문해 집단

이나 저초등 집단과는 수행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t =2.81, ns; 

t=1.10, ns), 중학교와 고등학교 집단과도 수행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t= 1.30, ns; t= 3.02, ns). 중학교 집단은 무학/문해 집단보다 유

의하게 우수한 수행을 보였으나(t=3.93, p< .01) 두 초등 집단과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2.09, ns; t=1.30, ns). 또한, 대학 집단은 

고등학교 집단보다 유의하게 우수한 수행을 보였다(t=3.43, p< .05).

Table 3. The number of response in semantic and phonemic fluency

Illiterate  
(A)

NS/literate 
(B)

L-elementary 
(C)

H-elementary 
(D)

M-school  
(E)

H-school  
(F)

College  
(G) F partial η2 Post-hoc (Bonferroni)

Animal 10.30 (3.57) 13.10 (3.18) 14.42 (3.91) 15.31 (2.68) 15.83 (4.38) 17.14 (3.88) 18.43 (4.17) 13.26*** .21 A< B= C= D= E< G, 
C= D= E= F, B< F, F= G

Supermarket 10.90 (4.67) 12.55 (4.52) 14.96 (5.71) 15.71 (5.48) 17.04 (5.84) 18.75 (4.60) 22.33 (6.46) 21.96*** .31 A= B= C< F< G, A< D= E= F, 
B= C= D, B< E, C= D= E

Phonemic fluency   
   (ㄱ·ㅇ·ㅅ)

- 11.75 (6.40) 15.21 (8.52) 21.02 (8.36) 24.90 (8.59) 26.90 (8.75) 32.63 (9.35) 35.57*** .40 B< D< F, B= C< E= F< G, 
C= D, D= 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NS/literate= no schooling but literate (0 year); L-elementary= lower grade of elementary school (1-3 years); H-elementary= higher grade of elementary school (4-6 years); M-
school= middle school (7-9 years); H-school= high school (10-12 years); College (≥ 13 years).
***p < .001.

Table 2.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semantic and phonemic fluency

B β t R2

Animal .31
   Age -.12 -.21 -4.25***
   Sex -.92 -.11 -2.15*
   Education .34 .41 7.97***
   SGDS -.19 -.10 -1.99*
Supermarket .41
   Age -.15 -.18 -4.04***
   Sex 3.84 .30 6.62***
   Education .62 .52 10.86***
   SGDS .40 -.14 -3.06**
Phonemic fluency (ㄱ·ㅇ·ㅅ) .41
   Age .11 -.08 -1.71
   Sex -.29 -.01 -.28
   Education 1.26 .59 11.85***
   SGDS -.38 -.08 -1.63

SGDS= Short Version of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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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에 따른 음소 유창성의 차이

다중회귀분석 결과, 교육년수만이 음소 유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교육수준의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집단(6개 문해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음소 유창성검사의 

총 반응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일원변량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에 따라서 음소 유창성검사의 수행에 차

이가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F(5, 270) =35.57, p< .001, partial η2 =  

.40) (Table 3). 사후분석 결과, 무학/문해 집단은 저초등 집단과는 

수행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t = 1.59, ns) 고초등 집단보다는 

유의하게 저조한 수행을 보였다(t= 5.28, p< .001). 저초등 집단의 

경우 고초등 집단과는 유의한 수행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t=2.81, 

ns) 중학교 집단보다는 저조한 수행을 나타냈다(t= 4.65, p< .001). 

또한 고초등 집단은 고등학교 집단보다 저조한 수행을 보였고(t=  

3.58, p< .01), 중학교 집단은 대학 집단보다 저조한 수행을 보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t= 3.47, p< .0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노인들을 문식성과 교육수준에 따라서 7개 집단

으로 세분한 후 문식성과 교육수준에 따른 의미 유창성의 수행차

이를 살펴보고, 그러한 수행차이가 의미범주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나이, 성별 및 교

육년수가 모두 의미 유창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중에서 교육년수

가 동물과 가게물건 범주 모두에서 의미 유창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의미기억(semantic memory)

으로부터 정보를 탐색하고 인출하는 능력에 있어서 교육수준이 매

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Sa 등(2011)은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의미지식의 구조가 덜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

고 이러한 질적인 차이가 통제연상단어검사와 같은 언어적 개념형

성 과제에서 나타나는 비문해 및 저학력 노인의 저조한 수행과 관련

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SGDS 점수도 동물과 가게물건 

범주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젊은 중 ·장년

층과 노년층 모두 우울한 집단이 정상 집단보다 의미 유창성검사에

서 더 저조한 수행을 보인 바 우울수준이 의미 유창성에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Lockwood, Alexo

poulos, & van Gorp, 2002).

의미 유창성의 특성과 비교하기 위해서 비문해 집단을 제외한 6

개 문해 집단들의 음소 유창성검사 수행을 분석한 결과, 음소 유창

성에는 인구학적 변인들 중에서 교육년수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혀졌고 그 영향력이 두 범주의 의미 유창성보다 더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partial η2 = .40 vs. η2 = .21 and η2 = .31). 이러한 결과들

은 문식성 여부 뿐만 아니라 교육경험이 구어 유창성의 발달에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음소 유창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의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선행연구들에서와 같

이 보여 준다(Choi, 2012b; Selnes et al., 1991; Yeudall et al., 1986).

문식성과 교육수준에 따른 집단 간 의미 유창성의 차이를 다변

량공분산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동물 범주와 가게물건 범주

에서 모두 집단 간 유의한 수행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교육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동물 범주보다 가게물건 범주에서 더 큰 것으

로 확인되었다. 집단 간 차이를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각 범주

별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동물 범주에서는 비문해 

집단과 무학/문해 집단 간 수행 차이가 관찰된 반면, 가게물건 범주

에서는 비문해 집단과 무학/문해 집단 간의 수행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고 비문해 집단은 저초등 집단과도 수행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 뿐만 아니라 동물 범주의 경우,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으나 글

을 아는 무학/문해 집단부터 중학교 집단까지는 유의한 수행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고 고등학교 집단이 되어서야 무학/문해 집단과 

유의한 수행 차이가 관찰된 반면, 가게물건 범주에서는 고초등 집

단이 비문해 집단보다, 중학교 집단이 무학/문해 집단보다 우수한 

수행을 보였다. 대학 집단은 동물 범주에서는 고등학교 집단과 차

이가 없었으나 가게물건 범주에서는 고등학교 집단보다 우수한 수

행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물 범주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의 효과뿐만 아

니라 문식성의 여부(문해 vs. 비문해)에 따른 의미 유창성의 차이가 

더 크고, 가게물건 범주에서는 문식성의 여부보다는 교육수준에 

따른 의미 유창성의 차이가 더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동물 범주

의 경우,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다른 경로로 한글을 깨우친 사

람은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우수한 수행을 보였고, 초등학

교나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들과는 수행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집단은 고등학교 이상 집단하고만 수행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

과는 동물 범주의 경우 교육의 영향도 존재하나, 문식성이 매우 중

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반면에 가게물건 범주의 경우, 비문해 집단의 수행수준이 학교 

교육을 받지는 못했으나 글을 깨우친 무학/문해 집단이나 초등학

교를 저학년만 다닌 저초등 집단과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은 문식

성이 가게물건 범주에서는 동물 범주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

인이 아님을 시사한다. 사후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바로 인접한 

집단과는 유의한 수행차이가 없으나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수

행수준이 계속 증가하고 교육수준이 23개 높거나 낮은 집단과 유

의한 수행차이를 보였다는 사실은 가게물건 범주의 의미 유창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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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런 결과는 가게물건 범주보다 동물 범주에서 교육수준의 효과

가 더 크므로 비문해 터키 이민자들의 생성이름대기 능력을 평가

할 때 가게물건 범주를 사용할 것을 주장한 Nielsen과 Waldemar 

(2016)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Nielsen과 Walde

mar (2016)가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발견한 것은 이들이 연구대

상으로 사용한 집단이 비문해 집단과 문해 집단(평균 교육년수 5

년)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런 추측을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 중 중

학교 집단까지만 선별하여 평균 교육년수를 Nielsen과 Waldemar 

(2016)의 연구와 비슷하게 4.9년으로 맞춘 후 비문해 집단과 문해 

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의 의미 유창성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는 Nielsen과 Waldemar (2016)의 결과와 동일하게 동물 범주(t =  

5.86, p< .001, partial η2 = .15)가 가게물건 범주(t = 3.52, p< .01, 

partial η2 = .06)보다 교육수준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본 연구자들이 선행연구들의 비일관적인 결과의 원인으로 

예상한 바와 같이 문해 집단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매우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실제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처럼 문해 집단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

게 포함시키고 교육수준에 따라서 집단을 세분하는 것이 교육수준

의 영향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보다 타당한 방법일 것이다.

본 연구와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비문해자/무학, 문해자/저학

력 등으로 문식성(literacy)과 교육수준을 조합하여 집단을 구성하

였으나 최근에 국내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서는 문식성 수준을 문

식성 검사(Kim et al., 2014)를 사용하여 4단계(pureilliterate, semi

illiterate, literate, & highliterate)로 구분하고 의미 유창성에 미치

는 문식성의 영향을 살펴보았다(Kim, Lee, & Yoon, 2015). 연구 결

과에 따르면, 동물 범주에서는 문식성 수준에 따른 의미 유창성의 

수행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가게물건 범주에서는 고수준 문해 

집단(highlevel literate group)이 순수비문해 집단(pureilliterate 

group)이나 반비문해 집단(semiilliterate group)보다 유의하게 우

수한 수행을 보였고, 문해 집단(literate group)과는 차이가 관찰되

지 않았다. 이 결과를 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우선, 동물 범주보다 가게물건 범주에서 문식성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와는 달리 동물 범주의 경우 4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을 Kim, Lee 등(2015)이 사용한 것과 같은 기준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비문해 집단은 모두 순수비문해 집

단으로 분류되었고, 무학/문해 집단과 저초등 집단은 대부분 문해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나 소수는 반비문해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고초등 집단의 경우는 문해 집단과 고수준 문해 집단이 비슷한 비

율로 섞여 있었다. 그리고, 중학교 집단 이상은 모두 고수준 문해 집

단이었다. 이런 결과는 문식성에 따른 분류가 우리나라의 교육수

준에 따른 분류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문식성에 

기반한 분류와 교육년수에 입각한 전통적인 분류방식이 의미 유창

성에 관한 연구에 사용될 때 어떤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지는 추

후 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비문해자와 비교하기 위해서 제한된 범위의 낮은 교

육수준만을 포함시킨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밝히고, 연구 대상으

로 비문해자에서부터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집단을 

세분화하여 전체 교육범위를 포함함으로써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

를 발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의미 유창성검사의 동물 범

주와 가게물건 범주가 각각 문식성과 교육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동

물의 종류는 제한되어 있고 우리는 책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간

접적으로 다양한 동물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 그러나 가게물건

에 비하면 책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동물

의 종류와 수는 다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문식성(문해)의 여부

가 동물 범주의 의미 유창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일단 글을 

알게 되더라도 교육수준에 따른 효과는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가게물건 범주의 경우에는 문식성(문해)

의 여부에 관계없이 비문해자도 일상적인 구매활동을 통해서 무

학/문해자와 차이가 없는 기본적인 의미지식 구조를 가지게 되지

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사회경제적 지위도 높고 구매활

동의 범위와 내용이 다양화되므로 정보가 많아져서 가게물건 범주

에 대한 의미지식 구조가 더 체계화되고 조직화될 것으로 생각된

다. Sa 등(2011)은 가게물건 범주에서 문해/저교육 집단보다 문해/

고교육 집단이 반응의 세부범주 전환수가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본 저자들이 추론하였듯이 문해/고교육 집

단이 문해/저교육 집단보다 가게물건 범주의 의미지식 구조가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한 하위범주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며, 가게물

건 범주에 미치는 교육의 효과를 증명한다. 따라서 임상현장에서 

생성이름대기능력을 평가하고 비교할 때 피검자의 특성(비문해 vs. 

문해; 저학력 vs. 고학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주를 선택하고, 검

사 결과를 해석할 때에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비문해자를 평가해야 한다면 문해/비문해의 차이

를 보이지 않는 가게물건 범주를 사용하고, 피검자가 문해자, 특히 

저학력 문해자라면 교육의 영향을 적게 받는 동물 범주를 사용하

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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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본 연구는 임상장면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동물

과 가게물건 범주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과일, 채소, 음식, 옷, 

가구 등 다른 범주에서는 의미 유창성에 미치는 문식성과 교육의 

효과가 어떠한지와 이런 다양한 범주 중에서 비문해자와 저학력자

에게 동물이나 가게물건 범주보다 더 적절한 범주가 있는지는 추후 

연구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력 집단을 

구분할 때 보통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집단으로 분류하는 초

등학교 집단을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저초등 집단”과 4학년에

서 6학년까지의 “고초등 집단”으로 세분하였다. 의미 유창성의 수

행향상을 살펴보면(Table 3) 저초등 집단은 무학/문해 집단과 유

사한 수준의 수행을 보이고 고초등 집단은 중학생 집단과 유사한 

수준의 수행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 학

력을 한 집단이 아니라 이렇게 두 집단(수준)으로 세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문식성과 교육수준이 언어 검사를 

비롯한 다양한 신경심리검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왔고(Ardila et al., 2010; Kim et al., 2011) 신경심리검사들은 

나이와 학력 또는 성별에 따른 규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새

로운 검사 도구의 규준을 개발할 때 교육수준의 차이가 수행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교육수준을 세분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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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문식성과 교육수준이 한국 노인들의 의미 유창성에 미치는 효과

이진경1·강연욱1,2

1한림대학교 심리학과, 2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신경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한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문식성(literacy)과 교육수준이 의미 유창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의

미범주(동물, 가게물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수행되었다. 방법: 306명의 정상노인(평균 나이 72.8±7.8세; 남자 151명, 여

자 15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문식성과 교육수준에 따라서 7개 집단(비문해 집단, 무학/문해 집단, 저초등 집단, 고초등 집단, 중학

교 집단, 고등학교 집단, 대학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모든 연구 대상자들에게 의미 유창성검사(동물, 가게물건)를 실시하였다. 결과: 동

물 범주에서는 비문해 집단과 무학/문해 집단 간 의미 유창성의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가게물건 범주에서는 비문해 집단이 무학/문해 

집단이나 저초등 집단과 의미 유창성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동물 범주에서는 무학/문해 집단부터 중학교 집단까지 유의한 수

행차이가 관찰되지 않았고, 고등학교 집단과 대학 집단 간에도 수행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가게물건 범주에서는 고초등 집단이 비

문해 집단보다, 중학교 집단이 무학/문해 집단보다, 그리고 대학 집단이 고등학교 집단보다 우수한 수행을 보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

구의 결과는 동물 범주의 경우에는 교육수준보다 문식성이 의미 유창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가게물건 범주의 경우는 문식성보다 

교육수준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핵심어: 문식성, 교육수준, 의미 유창성, 동물 범주, 가게물건 범주

본 연구는 2016년도 한림대학교 교비 연구비(HRF201609002)와 한국연구재단(NRF2014S1A5A2A03065709)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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