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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clusters and 
switches through verbal fluency tasks by different age groups among the elderly. Meth-
ods: Ninety-four healthy elderly adul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verbal fluency task 
consisted of semantic verbal fluency and phonemic verbal fluency. The categories of ‘ani-
mal’ and ‘supermarket’ were used for semantic fluency, and the categories ‘/k/’, ‘/o/’ and ‘/s/’ 
were used for phonemic fluency. Result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ge groups. The number of correct responses in the verbal fluency task decreased as 
age increased. Second, the mean cluster size for verbal fluency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in tasks of semantic and phonemic verbal fluency. Third, the 
number of switche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semantic and pho-
nemic verbal fluency. In the post-analysis results of semantic fluency, a significant differ-
ence was found in the category of ‘animals’ between the young-old and old-old age group, 
and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number of switches in the category of ‘super-
market’ between the middle-old and old-old age group. Finally, the semantic fluency task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of perseverative error, and the phonemic fluency task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of other errors. Conclusion: Thes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
ful in investigating characteristics of cluster and switch as well as the performance of cor-
rect rate through the verbal fluency tasks according to the elderl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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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인지기능의 변화 중 

전두엽 구조와 기능은 다른 뇌 영역에 비해 가장 먼저 쇠퇴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Burda, 2010; Dempster, 1992). 이러한 노화로 인

한 전두엽 기능 저하는 주의력(attention), 집행기능(executive func-

tion) 및 문제해결 능력에 영향을 준다(Kempler, Teng, Dick, Tauss-

ig, & Davis, 1998). 전두엽 기능의 저하와 함께 관련 언어기능 수행

에도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된 대표적 언어 과제 중 하나가 

구어 유창성(verbal fluency) 과제이다. 구어 유창성 과제는 일반 노

인이나 신경언어장애 환자의 어휘산출과 관련한 인지기능 손상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고, 노화나 신경학적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

의 변화를 민감하게 검출할 수 있는 과제로 알려져 있다(Auden-

aert et al., 2000; Choi, 2008). 구어 유창성 과제는 제한된 시간 동안 

주어진 범주의 단어를 최대한 많이 산출하는 과제로, 단어인출 능

력 및 전두엽 집행기능뿐 아니라 주의력, 작업기억(working memo-

ry), 모니터링 능력 등 다양한 인지기능을 요구한다(Choi, 2012). 또

한, 구어 유창성 과제는 Boston Diagnostic Aphasia Examination 

(BDAE; Goodglass, Kaplan, & Barresi, 2001)과 같이 언어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들에 포함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구어 유창성 과제는 주로 의미 유창성(semantic fluency) 과제와 

음소 유창성(phonemic fluency)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어 유창

성 평가를 위한 국내 표준화 검사인 한국판 통제단어연상검사(Ko-

rean version of 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K-COW-

AT; Kang, Chin, Na, Lee, & Park, 2000)에 이 두 종류의 구어 유창

성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구어 유창성 과제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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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구어 유창성 과제의 전환 및 군집  •  김주영 외

미 유창성 범주는 ‘동물’이나 ‘가게에서 살 수 있는 물건’, ‘식물’ 등

이며, 음소 유창성은 영어권에서 ‘F, ‘A, ‘S’를, 한국어에서는 ‘ㄱ’, 

‘ㅇ’, ‘ㅅ’ 음소 범주를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의미 유창성과 음소 유

창성 과제의 수행은 서로 다른 뇌 영역의 참여를 요구하는데, 의미 

유창성의 경우 의미 기억(semantic memory)을 통한 의미체계의 활

성화를 담당하는 측두엽(temporal lobe) 기능이 중요하고, 음소 유

창성은 어휘-음운(lexical-phonemic) 경로를 통한 음운적 단서 활

용을 위한 전두엽(frontal lobe) 기능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ldo, Schwartz, Wilkins, & Dronkers, 2006; Birn et al., 2010; 

Capitani, Laiacona, & Barbarotto, 1999; Henry & Crawford, 2004). 

구어 유창성 과제의 일반적인 평가 방법은 산출된 정반응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과제 수행 동안 기저에 일어

나고 있는 인지처리(cognitive process) 과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Troyer, 2000) 보다 정교한 채점 방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안된 대표적인 분석 방법이 군집(clustering)

과 전환(switching) 분석이다(Troyer, Moscovitch, Winocur, Alex-

ander, & Stuss, 1998). Troyer 등(1998)에 의해 제안된 군집과 전환

은 군집수(the number of clusters), 평균 군집 크기(mean cluster 

size), 전환수(the number of switches), 하위 범주수(the number of 

subcategories) 등의 지표를 포함한다. 구어 유창성 과제에서 군집 

크기가 크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단어를 묶어서 반

응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전환수가 크다는 것은 군집 사이의 전환

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구어 유창성 과

제 수행에서의 군집과 전환 분석 결과는 대상자의 의미지식 구조

가 얼마나 조직화되어 있는지를 반영하는 지표가 되는데, 이러한 

군집과 전환은 각각 서로 다른 인지적 처리 과정에 의존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Park et al., 2006; Troyer, Moscovitch, & Winocur, 

1997).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군집은 하위영역 

안에서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어를 유기적으로 산출하는 능력

으로 측두엽 기능과 주로 관련이 있으며, 전환은 해당 군집의 단어

가 고갈되었을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해 또 다른 군집으로 이동하는 

능력으로, 이는 단어산출 능력 및 인지적 유연성과 관련된 전두엽

이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o et al., 2002; Troyer et al., 

1998).

지금까지 구어 유창성 과제를 이용하여 다양한 대상자들의 군집

과 전환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Auriacombe et al., 1993; 

Baldo & Shimamura, 1998). 우선, Park과 Yoon (2015)의 연구는 노

년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구어 유창성 과제를 진행하고, 두 집단

의 정반응수, 오류 빈도, 군집 크기, 전환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의미 유창성 과제와 음소 유창성 과제 모두에서 노년층이 청년층

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정반응수를 보였다. 또한, 의미 유창성 과제

와 음소 유창성 과제 모두에서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평균 군집 

크기가 더 크고, 전환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노인

과 난청 노인의 구어 유창성 과제 수행을 비교한 선행연구(Lee, 

2019)에서는 평균 군집 크기에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

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환수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

로, Troyer, Moscovitch, Winocur, Leach와 Freedman (1998)은 알

츠하이머형 치매 및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의미 유창성 ‘동물’ 

범주와 음소 유창성 ‘S’ 범주 과제를 실시하여 정반응수, 평균 군집 

크기와 전환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와 치

매를 동반한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일반 노인 집단에 비해 의미 유

창성과 음소 유창성 모두에서 정반응수가 낮았다. 또한, 군집과 전

환 분석에서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의 경우 일반 노인에 비해 의

미 유창성에서의 군집과 전환수가 모두 제한적이었으며, 치매를 동

반한 파킨슨병 환자는 의미 유창성과 음소 유창성 모두에서 전환

수의 제한을 보였다. 반면, 치매를 동반하지 않은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의미 유창성, 음소 유창성 모두 일반 노인과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아 구어 유창성 과제의 수행 및 군집과 전환 능력의 손상은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어 유창성 과제 수행에 있어서의 질적 능력을 평가

하기 위하여 오류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왔다(Park et al., 

2006). 구어 유창성 과제의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같은 단어를 2회 

이상 산출하는 반복오류(perseverative error), 해당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단어를 산출하는 침입오류(non-categorical error), 그 밖에 파

생어, 고유명사 비단어 산출 등의 오류를 들 수 있다. 구어 유창성 과

제에서 나타나는 오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의미 유창성 과

제에서는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반복오류의 빈도가 높았으며, 침입

오류는 노년층과 청년층 모두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아 집단 간의 차

이가 유의하지 않았다(Ki, 2006). 반면, 음소 유창성 과제에서는 노

년층이 청년층보다 침입오류의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반복오

류는 노년층과 청년층 모두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아 집단 간 빈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ark & Yoon, 2015). 다음으로 일반 노인,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 혈관성 치매 환자 집단의 구어 유창성 과

제의 오류를 분석한 Park 등(2006)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 노인과 혈

관성 치매 환자에 비해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이 더 많은 반복오

류를 보였지만, 침입오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로 인한 생물학적, 심리적, 인지적 기능의 퇴화에 따른 언어

장애의 양상은 치매나 실어증으로 인한 의사소통장애와는 구별되

므로 일반 노인의 언어능력과 관련된 연구결과는 성인 신경언어장

애 환자의 평가 및 치료의 규준으로서 임상적 의의를 가진다(Kim, 



https://doi.org/10.12963/csd.21831632    https://www.e-csd.org

Juyeong Kim, et al.  •  Clustering and Switching in Verbal Fluency in Healthy Elderly 

Hwang, Kim, & Kim, 2013). 그러나 일반 노인의 구어 유창성 능력

을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청년 집단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어 유창성 과제

의 수행력 및 군집과 전환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노인을 연소노인부터 고령노인까지 집단을 

구분하여 구어 유창성 과제의 연령 집단별 수행력, 군집과 전환 특

성 및 오류 유형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어 유창성 과제의 수행에서 연령 집단

에 따른 정반응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둘째, 구어 유창성 과

제 수행의 평균 군집 크기 및 전환수에 있어서 연령 집단에 따른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셋째, 구어 유창성 과제 수행의 오류 유형별 

빈도수에 연령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 및 충남에 거주하는 55-85세의 일반 노인 9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따라 다양한 노인의 기준을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소노인을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

하여「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

한 노인의 기준인 55세부터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연령에 따른 

집단은 55-60대(young-old, 연소노인), 70대(middle-old, 중간노

인), 80대(old-old, 고령노인)로 구분하였다. 일반 노인의 선정 기준

은 다음과 같다: 1) 한국판 정신상태 간이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 K-MMES; Kang, 2006) 결과, 해당 연령 

및 교육년수 규준에서 16%ile (-1 SD) 이상인 자, 2) 실어증 선별검

사(Screening Test for Aphasia Neurologic-communication Disor-

ders, STAND; Kim, Heo, Kim, & Kim, 2009)의 하위검사인 ‘듣고 

이해하기’ 과제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자, 3) 신경과적, 정신

과적 질환의 경험이 없는 자, 4) 지시 따르기를 위한 시각 및 청각 등 

감각에 문제가 없는 자, 5)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 Cho et al., 1999) 결과 7점 이하

로 우울증이 없는 자, 6)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자.

세 집단의 성비, 연령, 교육년수와 K-MMSE 점수의 기술통계치

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우선 집단 간 성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카이제곱(χ2)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에 따른 성비 차

이는 유의하지 않았다(χ2 =1.812, p>.05). 다음으로 집단에 따른 교

육년수 및 K-MMSE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

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년수(F=4.386, p< .05)에서 집단 간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 간 교육년수 차이에 따른 사후분석

(Scheffe)을 실시한 결과, 연소노인과 고령노인의 차이만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의 K-MMSE 점수(F=2.278, p>.05)에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구어 유창성 과제로 한국판 통제단어연상검사

(Korean version of 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K-CO-

WAT; Kang et al., 2000)를 사용하였다. K-COWAT은 1분 동안 해

당 범주의 단어를 가능한 한 많이 산출하도록 하는 검사로 ‘동물’

과 ‘가게 물건’ 범주의 단어를 산출하게 하는 의미 유창성 과제와 

‘ㄱ’, ‘ㅇ’, ‘ㅅ’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산출하도록 하는 음소 유창성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구어 유창성 과제의 수행은 정반응수, 평균 군집 크기, 전환수, 

오류 빈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반응수는 해당 범주에 속하는 정확히 산출된 단어수

로 정의하였다.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나 외국어는 정답으로 간주

하였으며, 오류 반응은 정반응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파생

어의 경우 첫 반응만을 정반응으로 인정하였다. 둘째, 평균 군집 크

기는 군집의 크기를 군집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의미 유창성 과

제에서 군집은 ‘연속적으로 나타난 단어가 같은 의미적 하위범주

에 속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군집을 평가하기 위한 ‘동물’과 ‘가

게 물건’의 하위범주 분류 및 예시는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다

음으로 음소 유창성 과제에서의 군집은 ‘연속적으로 나타난 단어

가 같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셋째, 전환수는 의

미 유창성과 음소 유창성에서 과제 수행 중 한 군집에서 다른 군집

으로 이동한 수로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류 빈도는 유형별로 

반복오류(같은 단어를 2회 이상 산출), 침입오류(범주에 속하지 않

는 단어 산출), 기타오류(파생어, 명료도 저하, 비단어 오류, 고유명

사 등)로 나누었으며, 오류에 포함된 산출 단어는 정반응수, 평균 

군집 크기, 전환수 산출에서 제외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age, education level, and K-MMSE score in 
participants

Young-old 
ageda (N= 29)

Middle-old 
agedb (N= 29)

Old-old agedc 
(N= 36)

Group  
comparison

Gender (male:female) 11:18 10:19 18:18 a= b= c
Age (yr) 62.28 (4.69) 76.34 (2.74) 82.75 (1.68) a> b> c
Education level (yr) 10.55 (3.94) 8.45 (2.74) 8.06 (3.68) a> c
K-MMSE score 26.34 (1.63) 25.66 (2.35) 24.92 (3.03) a= b= c

K-MMSE=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an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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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구어 유창성 과제의 전환 및 군집  •  김주영 외

연구절차

본 연구는 나사렛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No. 

2019-2-17)과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다. 검사는 방해

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서 연구자와 대상자가 일대일로 진행하였

다. 구어 유창성 과제의 진행은 K-COWAT의 표준화된 절차에 따

랐으며, 과제 수행 중 대상자의 반응은 모두 녹음하고 검사지에 바

로 기록하였다. 의미 유창성 과제의 경우, ‘동물’, ‘가게 물건’ 범주 순

으로 진행하였으며, 검사자는 대상자에게 “지금부터 1분 동안 해

당 범주에 속하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산출해 보세요.”라고 지시

한 뒤, 제한 시간 1분 후에 과제를 중지하였다. 다음으로 음소 유창

성 과제는 ‘ㄱ’, ‘ㅇ’, ‘ㅅ’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제가 어떤 글자를 말

한 뒤 ‘시작’하면 그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떠오르는 만큼 최대한 

많이 산출해 보세요. 예를 들어 ‘ㅂ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해주

세요’ 하면 ‘바가지, 부자, 버섯’처럼 말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지시

한 후 대상자가 과제에 대해 이해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 본 검사

를 진행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전체 대상자의 20%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시하였으며, 해당 자료를 제1평가자(연구자)와 제2평가

자(언어치료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2급 언어치료사) 1명이 각각 독

립된 공간에서 분석하였다. 두 평가자 간 일치율은 92%로 나타났다.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21.0 (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21.0)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의미 유

창성 과제는 ‘동물’, ‘가게 물건’의 정반응수, 평균 군집 크기, 전환수

에 연소노인, 중간노인, 고령노인 집단에 의한 차이가 유의한지 알

아보기 위하여 교육년수를 공변량으로 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에 대하여 사후분석(Bonferroni)을 실

시하였다. 다음으로, 음소 유창성 과제는 음소의 총합에 대하여 정

반응수, 평균 군집 크기, 전환수에 연령 집단에 의한 차이가 유의한

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년수를 공변량으로 한 일변량분석을 실시

하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에 대하여 사후분석(Bonferroni)

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미 유창성 과제와 음소 유창성 과제

에서 연령 집단에 따른 오류 유형(반복오류, 침입오류, 기타오류)의 

빈도를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노인 연령 집단에 따른 구어 유창성 과제의 수행

노인 연령 집단에 따른 구어 유창성 과제의 정반응수를 Table 2

에 제시하였다. 우선, 의미 유창성의 ‘동물’과 ‘가게 물건’ 범주에서 

연령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년수를 공

변량으로 한 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Wilks 람다값은 .765였으

며 집단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001). 사후분

석 결과 ‘동물’과 ‘가게 물건’ 범주 수행력 모두에서 연소노인과 중

간노인, 연소노인과 고령노인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간노인과 고령노인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음소 유창성 과제 수행에 있어서 연령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육년수를 공변량으로 한 일변량분석을 실

시한 결과, 집단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F=5.541, p< .01). 사후

분석 결과, 음소 유창성 과제의 수행은 연소노인과 고령노인 집단

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연령 집단에 따른 구어 유창성 과제의 군집과 전환 특성

노인 연령 집단에 따른 구어 유창성 과제 수행에서 나타난 평균 

군집수의 기술통계치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우선, 의미 유창성 

과제 ‘동물’과 ‘가게 물건’ 범주에서 연령 집단에 따른 평균 군집 크

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년수를 공변량으

로 한 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Wilks 람다값은 2.079였으며 집

단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다음으

로 음소 유창성 과제의 평균 군집수에서 연령 집단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교육년수를 공변량으로 한 일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시 집단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1.601, 

p>.05).

Table 2. Mean (SD) of correct response for verbal fluency by age group

Young-old ageda Middle-old agedb Old-old agedc Group comparison

Semantic fluency (animal) 17.31 (5.43) 14.03 (2.92) 13.14 (3.98) a> b, a> c
Semantic fluency (supermarket) 20.79 (5.33) 15.62 (4.59) 14.06 (4.49) a> b, a> c
Phonemic fluency (total) 25.79 (11.14) 22.24 (5.58) 19.06 (7.09) a> c

Table 3. Mean (SD) on mean of cluster size in verbal fluency by age group

Young-old 
aged

Middle-old 
aged

Old-old  
aged

Semantic fluency (animal) 3.21 (1.39) 2.87 (1.33) 3.25 (1.40)
Semantic fluency (supermarket) 3.53 (2.82) 3.58 (2.10) 2.42 (1.26)
Phonemic fluency (total) 8.00 (3.43) 9.73 (4.67) 7.53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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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구어 유창성 과제에서의 노인 연령 집단에 따른 전환

수의 기술통계치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의미 유창성 과제 수행에서 ‘동물’ 범주에 비해 ‘가게 물건’ 범주의 

전환수가 모든 연령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의미 유창성 과

제 ‘동물’과 ‘가게 물건’ 범주에서 연령 집단에 따른 전환수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년수를 공변량으로 한 다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Wilks 람다값은 .867이었으며 집단에 따

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001). 사후분석 결과 ‘동물’ 

범주에서는 연소노인과 고령노인의 전환수의 차이만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가게 물건’ 범주에서는 연소노인과 중간노인에서

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음소 유창성 과제의 전환수에 있어

서 연령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육년수를 공

변량으로 한 일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에 따른 차이가 유의

하였다(F=4.837, p< .01). 사후분석 결과 연소노인과 고령노인의 

전환수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연령 집단에 따른 구어 유창성 과제의 오류 유형별 빈도

의미 유창성, 음소 유창성 과제에서 나타난 노인 연령 집단에 따

른 유형별 오류 빈도의 평균을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우선, 의미 

유창성 과제에서 연소노인과 중간노인은 반복오류를 가장 많이 보

였으며, 고령노인의 경우 기타오류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의미 유

창성 과제에서의 침입오류는 세 집단 모두에서 출현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음소 유창성 과제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기타오류, 반복

오류, 침입오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구어 유창성 과제를 실시하여 

연령 집단에 따른 수행 차이, 군집 및 전환 특성 및 오류 유형을 알

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미 유창성, 음소 유창성 과제의 정반응수 모두 집단 간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어 유창성 과제의 수행

력이 제한됨을 알 수 있다. 구어 유창성 과제에서 연령이 증가하면 

수행력이 낮아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Kang et al., 2000; Mathuranath et al., 2003). 이러한 결과는 노

화로 인한 다양한 인지적 처리 과정의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노화로 인하여 인지적 처리 속도가 감소하며(Salthouse, 

1996), 이러한 인지적 처리 속도 감소로 인해 단어 재인 속도 또한 

지연되어 시간 제한을 가진 구어 유창성 과제의 수행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urke & Shafto, 2004). 다음으로 일반 노인

은 노화로 인해 다른 뇌 영역보다 전두엽의 구조와 기능이 가장 먼

저 쇠퇴하고, 그로 인해 전두엽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어 유

창성 과제의 수행이 제한된다고 알려져 있다(Miceli, Caltagirone, 

Gainotti, Masullo, & Silveri, 1981). 또한, 정보를 저장하고 조작하

는 작업기억 능력은 단어인출과 관련이 있는데, 노화로 인한 작업

기억의 제한이 구어 유창성 과제의 수행력을 저하시킨다는 연구결

과(Kim, 2016)에 빗대어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구어 유창성 과제는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

pairment)나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dementia of Alzheimer’s 

Table 4. Mean (SD) on number of switches in verbal fluency by age group

Young-old ageda Middle-old agedb Old-old agedc Group comparison

Semantic fluency (animal) 4.52 (2.12) 3.69 (1.73) 2.94 (1.93) a> c
Semantic fluency (supermarket) 7.21 (3.12) 4.83 (2.70) 5.08 (2.52) a> b
Phonemic fluency (total) 7.90 (5.32) 6.34 (4.62) 5.83 (4.56) a> c

Figure 1. The frequency of error type in verbal fluency task by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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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와 같이 인지장애를 가진 환자와 일반 노인을 구별하는 가장 

민감한 과제로 알려져 있는데(Choi, 2011; Cooper, Lacriz, Weiner, 

Rosenberg, & Cullum, 2004), 이는 구어 유창성 과제가 다양한 인

지능력을 복합적으로 요구하는 과제로 인지기능의 변화를 민감하

게 검출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구어 유창성 과제가 인지

장애를 가진 환자뿐 아니라 정상적인 노화로 나타나는 인지기능의 

변화를 구별하는 데에도 유용함을 시사한다. 

구어 유창성 과제 수행력의 집단 간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선, 의미 유창성 과제에서

는 연소노인과 중간노인, 연소노인과 고령노인의 차이는 유의하였

지만 중간노인과 고령노인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젊은 5·60대의 연소노인에 비하여 70대 

이상의 노인에게서 의미 유창성 과제 수행력에서 급격하게 제한됨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50대에서 90대까지의 노인의 연령 집

단에 따른 이름대기 능력을 비교에서 한 Verhaegen과 Poncelet 

(2013)의 연구에서 이름대기 능력의 저하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시

기를 70대 이상이라고 보고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의미 유창성

과 달리 음소 유창성 과제 수행의 사후분석 결과 연소노인과 고령

노인 집단 간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

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우선, 음소 유창성 과제는 

의미 유창성 과제에 비해 난이도가 높아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의 

변화를 더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이미 중간노인의 단계에서도 

수행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

화로 인해 철자 정보에 대한 활성화가 저하되어(Burke, MacKay, 

Wor thley, & Wade, 1991) 고령자의 경우 의미 유창성에 비해 음소 

유창성 과제 수행에서 유창하게 막힘없이 연속하여 단어를 산출

하는 빈도가 제한적이라고 알려져 있다(Park & Yoon, 2015). 다음

으로, 음소 유창성 과제는 자소에 따른 단어를 생성하는 과제로 선

행연구에 의하면 교육년수에 의한 영향이 큰 과제로 알려져 있다

(Choi, 2012; Kang et al., 2000; Peach & Shapiro, 201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령 집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육년수

를 공변량으로 통제했기 때문에 교육년수에 의한 음소 유창성 과

제의 수행 차이가 상대적으로 상쇄되어 의미 유창성 과제의 결과

와는 달리 연령 차이가 많은 연소노인과 고령노인 집단에서의 차이

만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노인 연령 집단에 따른 구어 유창성 과제의 평균 군집수와 

전환수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평균 군집수는 의미 유창성, 음소 유

창성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환수는 의미 유

창성, 음소 유창성 모두에서 연령 증가에 따른 전환수의 감소 추세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구어 유창성 과제의 군

집 크기와 관련된 특성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의 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하면 평균 군집 크기가 감소한

다고 한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평균 군집 크기에서는 연령에 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연구 대상자

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청년층과 노년층의 

평균 군집 크기를 비교한 Park과 Yoon (2015)의 연구에서는 청년

층에 비해 노년층의 평균 군집 크기가 작다고 하였으며, 일반 노인

과 난청 노인의 구어 유창성 능력을 비교한 Lee (2019)의 연구에서

는 두 집단의 평균 군집 크기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였

다. 평균 군집 크기에서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은 개인마다 단어산출 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며, 

사용 전략에 따라 군집 크기와 전환수의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Troyer et al., 1997). 일반적으로 구어 유창성 과제 수행

에서 전환수가 증가하면 평균 군집 크기가 감소하며, 전환수가 감

소하면 평균 군집 크기는 증가한다. 즉, 구어 유창성 과제 수행에서 

군집의 크기를 늘리는 전략을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전환수가 줄

어들며, 전환수를 늘리는 전략을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군집의 크

기는 줄어든다. 따라서 평균 군집 크기는 연령, 인지기능과 관련한 

변수보다 군집 크기 증가 전략과 전환수 증가 전략을 사용하는 대

상자가 연구에 얼마나 포함되었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전환수는 일반적으로 본 연구의 결

과와 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러한 전환수의 감소는 노화로 인한 전두엽 기능의 저하로 인한 단

어산출 능력 저하 및 인지적 유연성의 제한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Park & Yoon, 2015). 본 연구에서 가장 높은 수행을 보인 ‘가

게 물건’ 범주의 전환수가 다른 범주에 비해 높고, 고령노인의 수행

이 중간노인에 비해 제한적이지 않은 이유 또한 과제의 친숙도가 높

고 난이도가 낮아 인지적 부담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구어 유창성 과제에서의 전환 능력은 주로 전두엽 기능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에 반해 의미기억과 음운경로의 접근 능

력을 요구하는 군집 능력은 측두엽 기능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Troyer et al., 1997; Troyer, Moscovitch, Winocur, Leach, 

& Freedman, 1998). 따라서, 구어 유창성 과제의 전환 능력에 노화

로 인한 영향이 큰 것은 일반 노인의 경우 초기부터 다른 뇌 영역에 

비해 전두엽 기능의 저하가 두드러진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Burda, 2010). 

마지막으로 의미 유창성 과제와 음소 유창성 과제의 수행에서 

나타난 유형별 오류 빈도에 대한 연령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의미 유창성 과제에서 연소노인과 중간노인은 반복오류를 

가장 많이 보였으며, 고령노인의 경우 기타오류의 빈도가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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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의미 유창성 과제에서의 침입오류는 세 집단 모두에서 출현

하지 않았다. 이는 의미 유창성 과제를 수행할 때 주로 나타나는 오

류는 다른 범주에 있는 단어를 산출하기보다는 반복적으로 동일

한 단어를 산출하는 오류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며(Ki, 

2006), 침입오류는 고령노인에게서도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의미 유창성 과제에서 반복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첫째, 의미 유창성 과제에서는 음소 

유창성 과제에 비해 산출되는 단어수가 월등히 많아 작업기억의 

용량이 증가하며(Park & Yoon, 2015), 따라서 이전에 산출한 단어

를 다시 산출하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의미 유창성 과제 

수행 중 군집의 전환이 나타날 때 다른 군집에 동일한 단어가 포함

될 수 있어 반복오류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예, 돌고래는 동물

원에서 볼 수 있는 동물과 물에서 사는 동물에 모두 포함). 의미 유

창성과 달리 음소 유창성 과제에서는 침입오류가 일부 나타났는데, 

이는 노화로 인한 인지적 변화로 기억 연결이 약해져 목표 정보 및 

철자 정보에 대한 활성화가 저하되고(Burke et al., 1991), 이로 인해 

음소 유창성 과제 시 단어의 철자가 잘 기억나지 않거나(Park & 

Yoon, 2015), 의미적 관련 단어가 떠올랐을 때 이를 억제하는 능력

의 결함과 관련이 있다(Schaie & Willis, 2010). 이와 더불어, 의미 

유창성 과제에 비해 음소 유창성 과제의 난이도가 높아 침입오류

가 출현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의미 유창성 과제는 확실

하게 의미 범주가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음소 유창성 과제의 범주

는 다양한 모음을 결합해 산출하거나 같은 모음이지만 다양한 의

미적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의미 유창성 

과제에 비해 난이도가 높고, 이로 인해 음소 유창성 과제에서 침입

오류가 일부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목표 음소와 유사한 

음운자질에 대한 산출 오류(깍두기, 쌀) 및 의미적 연관 단어의 산

출 오류(김치-물김치)가 많이 나타났으며, 추가분석 결과 침입오류 

중 유사한 음운자질에 대한 산출 오류와 의미적 연관 단어 산출 오

류의 비율은 55:4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령이 증가하면

서 이러한 침입오류의 출현 빈도는 증가하지만 한 개인이 여러 개의 

침입오류를 보이는 개인적 특성도 반영된 결과이므로 해석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오류와 침입오류를 제외한 파

생어, 비단어, 고유명사를 기타오류로 분석하였는데, 기타오류 역시 

음소 유창성 과제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음소 범주에 속하

는 동사를 산출한 다음 그 동사의 파생어를 산출(예: 가다, 갑니다, 

갔다 등)하거나(기타오류의 약 30%) 음소 범주에서 사용한 ‘ㄱ’과 

‘ㅇ’ 범주의 경우 고유명사인 사람의 성(예: 김OO, 이OO)으로 시작

하는 단어가 많이 산출된 것(기타오류의 약 23%)과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는 정상 노인을 연령 집단으로 구분하여 구어 유창성 과

제의 노화에 따른 수행력 차이와 군집과 전환 특성을 알아보았다. 

연소노인부터 고령노인까지의 구어 유창성 과제의 수행력을 비교

하여 노화로 인한 변화를 면밀히 살펴본 점, 구어 유창성 과제의 수

행력뿐 아니라 군집과 전환 특성, 오류 유형을 연령별로 비교한 점 

등을 본 연구의 의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다양한 의

미 범주 및 음소 범주의 과제를 사용하여 범주 난이도 및 단어 빈도

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지 못한 점, 8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의 수행 

특성을 비교하지 못한 점 등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앞으

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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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구어 유창성 과제 하위범주 분류 및 예시

<의미 유창성 과제 ‘동물’ 하위범주 분류 및 예시>

하위범주 범주에 따른 분류 예시

서식환경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동물 사자, 기린, 원숭이, 호랑이, 코뿔소, 악어, 타조, 코끼리, 곰 등

   물속에서 사는 동물 돌고래, 펭귄, 바다사자, 상어, 거북이, 고래, 오징어, 조개 등

   야생동물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다람쥐, 노루, 뱀 등 

   애완동물/가축 개, 고양이, 토끼, 소, 말, 오리, 돼지, 염소, 닭 등

동물 종류

   곤충/거미류 모기, 개미, 거미, 메뚜기, 나비 등

   조류 참새, 까치, 까마귀, 앵무새, 제비 등

   양서류/파충류 개구리, 도마뱀, 뱀, 악어, 두꺼비 등

   포유류 돼지, 염소, 양, 소, 말, 코끼리 등

   어류 상어, 고등어, 갈치, 조기, 고래 등

   영장류 원숭이, 침팬지, 오랑우탄 등

   기타 거북이-토끼, 고양이-쥐, 십이지

<의미 유창성 과제 ‘가게 물건’ 하위범주 분류 및 예시>

하위범주 범주에 따른 분류 예시

과일 바나나, 사과, 포도, 귤, 오렌지, 수박, 배, 복숭아, 블루베리 등

야채 당근, 시금치, 토마토, 파, 양파, 마늘, 상추, 배추, 콩나물 등

유제품 우유, 치즈, 요거트, 버터 등

육류 및 어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햄, 고등어, 갈치, 연어 등

간식 및 과자 사탕, 케이크, 아이스크림, 빵, 쌀과자 등

가공식품 통조림, 김, 햄, 소세지, 햇반 등

음료 및 주류 커피, 우유, 주스, 물, 소주, 맥주 등

의류 및 속옷 바지, 티, 셔츠, 양말, 팬티, 모자 등

양념류 소금, 설탕, 간장, 식용유, 된장, 고추장 등

가전제품 TV, 컴퓨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개인용품 및 가재도구 수건, 치약, 칫솔, 약, 휴지, 세제, 비누 등

주방도구 칼, 냄비, 주전자, 후라이팬, 국자, 랩, 비닐장갑 등

곡류 쌀, 콩, 팥, 보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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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노인 연령 집단에 따른 구어 유창성 과제에서의 군집과 전환 특성

김주영1·최현주2

1오산서울어린이병원, 2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연소노인부터 고령노인까지 일반 노인을 연령 집단으로 구분하여 구어 유창성 과제의 수행력, 군집과 전환 특

성, 오류 유형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55-85세 일반 노인 9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구어 유창성 과제 중 의

미 유창성은 ‘동물’, ‘가게 물건’ 범주를, 음소 유창성은 ‘ㄱ’, ‘ㅇ’, ‘ㅅ’ 음소 범주를 사용하여, 각 1분 동안 해당 범주의 단어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결과: 첫째, 의미 유창성, 음소 유창성 과제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행력이 저하되었다. 둘째, 평균 군집 크기는 의미 

유창성, 음소 유창성 과제 모두에서 연령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전환수는 의미 유창성, 음소 유창성 과제 모두에서 연

령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사후분석 결과 의미 유창성 중 ‘동물’ 범주에서는 연소노인과 고령

노인의 전환수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게 물건’ 범주에서는 연소노인과 중간노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

로 의미 유창성 과제에서는 반복오류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음소 유창성 과제에서는 기타오류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노화에 따라 구어 유창성 과제의 수행력 및 군집과 전환 특성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어: 노화, 구어 유창성, 군집, 전환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103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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