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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In general, the incidence of Tip of the tongue (TOT) phenomenon increases 
with age, but studies on the difference in the incidence of TOT phenomenon according to 
the age of healthy elderly adults are limi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cidence and resolution rate of the TOT, and to find out the change in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syllabic clues. Methods: Ninety-six healthy elderly people whose age range 
was between 65 and 84 years old participated in the study.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55-64 years old, 65-74 years old, and 75-84 years old age range groups. The 
TOT task used 30 questions about celebrity naming organized by period and category. Re-
sult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TOT rate by age group, and as the age 
increased, the TOT rate due to partial retrieval failure and total retrieval failure increased. 
Second, the rate of TOT response type that explained the celebrity’s occupation was the 
highest in all groups.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both the 
voluntary TOT resolution rate and the TOT resolution rate after providing the syllabic clue. 
The recovery rate after the syllabic clues decreased with increasing age. Conclusion: This 
study observed the difference in characteristics of TOT phenomenon in elderly adults ac-
cording to age group and the importance of phonological clues in TOT phenomenon reso-
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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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 발달과 전반적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의 수명은 점

차 늘어나고 노인 인구의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 고령자 통계(Statistics Korea, 2019)에 따르면, 우리나

라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9

년에 14.9%였으며, 2025년에는 20.3%, 2067년에는 46.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화와 관련된 인지 능

력 변화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Kim, Hwang, Kim, & 

Kim, 2013). 이러한 노화로 인한 인지 및 언어 능력의 변화는 치매

나 실어증과 같은 신경 손상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것과는 구별되

기 때문에(Park, Shin, & Son, 2012), 일반 노인의 인지, 언어 능력과 

관련된 연구결과는 신경언어장애 환자를 감별진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규준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Kim et al., 2013). 지금까지 일

반 노인의 언어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 왔으며, 그중 언어 산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사용되어 왔다(LaBarge, Edwards, & Knesevich, 1986; Ulatowska, 

Chapman, Highley, & Prince, 1998; Zec, Markwell, Burkett, & 

Larsen, 2005). 특히, 이름대기와 관련된 연구는 가장 활발히 이루

어져 왔는데, 대체로 고령자에게는 이름대기 능력의 손상이 나타

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곤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 Kim, 2009). 이러한 고령자의 이름대기 능력 저하는 인지적 느림, 

비효율적 인지처리 과정과 같은 노화로 인한 신경학적 변화와 관련

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Tsang & Lee, 2003). 일반적으로 시각

자극을 통한 이름대기는 대상인식을 위한 시각 정보 활용 능력, 의

미기억(semantic memory)을 통한 정보의 활성화, 어휘-음운(le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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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phonological) 처리 과정이 요구된다(Bowles, 1993). 

이름대기 과정에서 해당 단어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느끼고 의미 

정보는 떠올릴 수 있으나 이름을 생각해낼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기

도 하는데, 이를 ‘설단현상(Tip of the Tongue phenomenon, TOT)’
이라 한다(Brown & McNeill, 1966). 설단현상을 설명하는 주요 가

설로는 불완전 활성화 가설(incomplete activation hypothesis)과 

전달 결함 가설(transmission deficit hypothesis)을 들 수 있다. 불완

전 활성화란 의미기억을 통해 목표단어를 떠올릴 때 기억이 난다고 

여기지만 완전한 회상(recall)을 유도할 만큼은 아닌 불완전한 기억

의 상태를 의미한다(Brown & McNeill, 1966). 이 가설에 따르면 활

성화 정도에 따라 목표단어 전체를 떠올리는 데 실패할 수도 있고, 

목표단어의 일부만을 떠올리지 못해 부분 회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게 된다. 또한, 설단현상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불활성화된 기억

의 강도가 증가하거나 변화하여 설단현상을 해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Schwartz, 1999).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들은 노화로 인해 청년

층에 비해 목표단어의 회상 능력이 제한되고, 기억의 활성화 수준

이 저하되어 설단현상이 더 빈번히 나타나게 된다. 또한, 인지적 느

림, 비효율적 인지처리 과정으로 인해 설단현상을 해결하는 능력 

또한 제한된다. 다음으로 전달 손실 가설은 어휘가 불완전하게 활

성화되었을 때 의미 단계(semantic level)에 대한 접근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일부 음운 단계(phonological level)의 전달이 불충분하

여 설단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Burke, MacKay, Worth-

ley, & Wade, 1991; Ecke & Garrett, 1998). 즉, 설단현상은 의미기억 

장소에서 음운기억 장소로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Sch-

wartz, 1999), 음운 인출 실패와 관련이 있다. 의미적 활성화에 비해 

음운 인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유는 이 둘의 명제 마디의 차이

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이름대기 과정 중 의미체계에서는 한 어휘에 

여러 개의 명제 마디가 연결되어 있어 그 중 하나가 활성화되지 않

더라도 다른 마디가 활성화되어 보상이 가능하나, 음운체계에서는 

명제 마디들이 위계적으로 단일하게 연결되어 있어 점화 전달 결함

으로 특정한 음운 마디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해당 음운 인출에 실

패하게 되고, 다른 마디의 활성화로 보상할 수가 없다(Park, Lee, & 

Lee, 2013). 이와 관련하여 노인들은 청년에 비해 목표단어의 철자를 

잘못 보고하거나 잘 아는 단어의 철자를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빈번하다고 알려져 있는데(Lee & Lee, 2011; MacKay & Abrams, 

1998), 이는 노인들이 음운 정보 산출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을 설

명하는 현상이다(Park et al., 2013; Ryan, See, Meneer, & Trovato, 

1992). 이렇듯 설단현상은 일반적으로 노인에게 많이 나타나며

(Resnik, Bradbury, Barnes, & Leff, 2014), 노화로 인해 설단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시간 또한 길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Heine, Ober, & Shenaut, 1999). 노화로 인한 설단현상은 음운 산

출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Park et al., 2013), 따라서 노인들은 목표

단어를 떠올리지 못할 때 의미를 설명하려는 특성을 보이거나 목표

단어와 유사한 범주의 특징들에 대해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방식

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Barresi, Nicholas, Connor, Olber, & 

Albert, 2000; Mortensen, Meyer, & Humphreys, 2006). 

일부의 연구에서 설단현상은 일반명사보다 사람 이름과 같은 고

유명사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Lee & Choi, 2016; 

Papagno & Capitani, 1998), 이는 일반명사가 고유명사에 비해 기

억체계 안에서의 상호연결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aie 

& Willis, 2020). 또한, 사람 이름대기는 일반명사 이름대기 과정과

는 다른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bson, Marshall, 

Pring, Montagu, & Chiat, 2004). 사람 이름대기의 처리 과정은 일

단 친숙한 얼굴을 보았을 때, 시각적 구조화를 통해 얼굴 인식 장치

(face recognition units)에서 해당 인물에 대한 의미 정보(직업, 성

격 등)가 활성화된다. 이때 사람의 이름은 의미 정보와 함께 활성화

되지 않으며, 별도의 음운 산출 체계를 거쳐 산출된다(Valentine, 

Brennen, & Brédart, 1995). 따라서 노인들은 친숙한 사람의 얼굴

을 보았을 때, 사람에 대한 의미 정보는 떠올릴 수 있으나 이름의 음

운 형태를 검색할 수 없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되며(Papagno & Cap-

itani, 1998), 이러한 친숙한 사람 이름에 대한 설단현상은 노인들을 

당황스럽고 짜증나게 하는 주요한 기억장애로 보고되고 있다(Co-

hen & Faulkner, 1986; Lovelace & Twohig, 1990). 사람 이름대기와 

같은 고유명사에서의 노인들이 보이는 설단현상과 관련된 연구들

은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Kim, Kim, & Yoon, 2020; 

Lee & Choi, 2016; Oh & Ha, 2015). 우선, 주관적 기억 장애(subjec-

tive memory complaints) 집단과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 등

(2020)의 연구에 따르면 주관적 기억 장애 집단은 정상적 범주의 인

지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노인에 비해 더 높은 설

단율을 보였으며, 설단해결률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고유명사와 빈도에 따른 일반명사의 설

단현상을 비교한 Lee와 Choi (2016)의 연구에서는 노인에게서 높

은 설단율이 나타났으며, 일반명사보다는 고유명사에서, 고빈도어

보다는 저빈도어에서 설단현상이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 마지막

으로 20대부터 노인까지의 일반인과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환자를 대상으로 설단현상을 연구한 Oh와 Ha (2015)

의 연구에 따르면 노화에 따라 설단현상이 증가하고, 경도인지장

애의 경우 일반 노인과 설단율 자체의 차이는 없으나 단서 활용 능

력이 제한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설단현상을 설명하는 불완전 활성화 가설과 전달 결함 가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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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통되는 부분은 설단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절 혹은 불

충분한 정보 전달을 보충하기 위한 단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Dahl-

gren, 1998; Schwartz, 1999). 특히, 청년은 목표단어의 첫 글자와 마

지막 글자에 대한 정보가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에 반해 노인은 목

표단어의 마지막 글자에 대한 정보가 첫 글자에 대한 정보에 비해 

더 큰 손실을 보인다(Park et al., 2013). 따라서 노인의 경우 설단현

상을 경험하는 동안 의미 정보는 유지되고 떠오르지만, 음운 정보 

산출에는 손실이 있으며(Brown & Nix, 1996; Miozzo & Caramaz-

za, 1997),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운 수준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단서가 필요하다. 이름대기 수행력 개선을 위한 단서 효과

를 알아본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의미단서보다 음절단서

를 제공했을 때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2009). 이

와 관련하여 Delazer, Semenza, Reiner, Hofer와 Benke (2003)는 이

름대기 과제에서 의미단서, 음절단서, 객관식 단서를 제공하였을 

때 음절단서의 효과가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음절단서의 효과는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와 알츠하이머형 

치매(Dementia of Alzheimer’s Type, DAT) 환자에게서도 동일하

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중증도에 따른 DAT 환자들의 이

름대기에서의 단서 활용 능력을 비교한 Kim 과 Choi (2012)의 연구

에서는 DAT의 중증도가 낮을수록 음절단서의 효과가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 이름대기에서의 설단현상은 정

상적인 노화과정에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노

화에 따른 설단현상의 변화를 보고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경도인지

장애(Oh & Ha, 2015), 주관적 기억장애(subjective memory com-

plaints, SMC) (Kim et al., 2020) 집단의 대조군으로 일반 노인의 연

령별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연구 대상자의 수

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이름대기 수행력 개선을 위한 단서의 효과

를 알아보는 것은 임상적으로 대단히 중요하지만 설단현상을 해결

하는 과정에서 연령에 따른 단서 효과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55세에서 84세 사이의 일반 노

인을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여 유명인 이름대기에서의 연령에 따른 

설단현상 특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집단과 설단유형(전체 인출 실패, 부

분 인출 실패)에 따른 설단율의 차이를 알아본다. 둘째, 연령집단에 

따른 설단현상 반응유형 비율의 특성을 알아본다. 셋째, 연령집단

과 설단해결 유형(자발적 설단해결, 단서제공 후 설단해결)에 따른 

설단해결률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55세부터 84세까지의 일반 노인 96명(남성 37명, 여성 

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집단은 55-64세, 65-74세, 75-84세로 

구분하였으며, 55-64세 24명, 65-74세 30명, 75-84세 42명이 각 연령

집단에 포함되었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한국판 간이정신상태 검

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ES; 

Kang, 2006) 결과 16%ile 이상으로 연령과 교육년수 규준에서 정상 

범위에 속하고, 주관적 기억 감퇴 설문(Subjective Memory Com-

plaints Questionnaire, SMCQ) (Youn et al., 2009)에서 5점 이하로 

주관적인 기억 장애가 없으며, 실어증 선별검사(Screening Test for 

Aphasia Neurologic communication Disorders, STAND; Kim, 

Heo, Kim, & Kim, 2009)의 하위 검사인 듣고 이해하기 검사 시 과

제 수행에 어려움이 없고, 신경·정신과적 질환의 경험이 없으며, 시

각 및 청각 등 감각에 이상이 없고,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 Kee, 1996) 결과 7점 이

하로 우울증이 없는 자로 하였다. 연령집단에 따른 대상자의 성별, 

연령, 교육년수, K-MMSE 및 SGDS 점수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Ta-

ble 1에 제시하였다.

우선 대상자의 연령집단에 따른 성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 = .685 (p>.05)로 성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교육년수, K-MMSE 점수에 연

령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의 동질성 확인 

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년수(F(2,95)=4.303, p< .01)와 

K-MMSE 점수(F(2,95) =4.225, p< .05) 모두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

가 유의하였다. 사후분석 결과 교육년수의 차이는 55-64세 집단과 

65-74세 집단, 55-64세 집단과 75-84세 집단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K-MMSE 점수 차이는 55-64세 집단과 75-84세 집단 사

이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der, mean (SD) of age, education level, K-MMSE and SGDS score 
in participants

55-64 years old 
(N= 24)

65-74 years old 
(N= 30)

75-84 years old 
(N= 42)

Gender (Male:Female) 9:15 10:20 18:24
Age (yr) 60.17 (2.79) 71.93 (2.75) 80.69 (1.87)
Education level (yr) 11.13 (3.78) 8.43 (4.03) 8.43 (3.86)
K-MMSE score 26.88 (1.48) 25.60 (2.18) 25.19 (2.70)
SGDS .83 (1.47) 1.20 (1.27) 2.07 (1.66)

K-MMSE=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ang, 2006); SGDS=  
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Ke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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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유명인 이름대기 과제는 Oh와 Ha (2015)의 과제를 수정, 보완하

여 사용하였다. 유명인은 시대별로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이후로 구분하였으며, 정치경제, 대중문화, 기타(사회, 예술, 체육)

로 나누어 각 범주별로 10명씩 총 30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명인 이름 목록은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유명인의 사진은 McKenna와 Warrington (1980)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1) 인물이 사진으로 구별 가능해야 하고, 

2) 한 명의 유명인만을 나타내는 사진이어야 하며, 3) 유명인을 알

아볼 수 있는 옷, 악세사리 등의 단서가 없고, 4) 과거 인물이라도 시

대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문항의 배열은 시

대별, 범주별, 고빈도순, 한글 자음순에 무관하게 무작위로 제시하

였다. 모든 유명인의 사진은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크기로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

명인 사진의 예를 Appendix 2에 제시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나사렛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No. 2019-2-

17)과 연구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소

음이 통제된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실험 시작 전 각 대

상자에게 2개의 연습문항을 실시한 후 본 실험에 들어갔으며, Oh

와 Ha (2015)의 실험 절차를 따랐다. 구체적인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목표 유명인의 사진을 제시한 후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나

요?”라고 질문을 한다. “있다”로 답한 경우 “이름이 무엇인가요?”
라고 재질문 한다. 15초 안에 정답을 산출한 경우 정반응으로 간주

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간다(설단현상 아님). 해당 유명인에 대해 

본 적이 “없다”라고 답한 경우 검사자는 오반응으로 간주하고 다

음 문항으로 넘어간다(설단현상 아님). (2) “있다”로 답하였으나, 15

초 안에 정답을 산출하지 못한 경우 설단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판

단한다. 설단현상이 나타나면 대상자가 이름을 전혀 말하지 못한 

경우(전체 인출 실패)와 이름을 부분적으로 인출한 경우(부분 인

출 실패)로 구분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3) 추가적인 설명 

도중 자발적으로 설단해결이 나타난 경우 검사자는 그 문항에 대

한 검사를 중지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간다(자발적 설단해결). (4) 

목표 유명인에 대해 부적절한 설명을 한 경우 추가적인 설명을 요

구한다. 재시도에도 불구하고 오반응 및 무반응을 보일 경우 검사

자는 그 문항에 대한 검사를 중지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간다(자

발적 설단해결 실패). (5) 자발적 설단해결 실패 문항에 대하여 음절

단서를 제공한다. 음절단서는 기본적으로 첫 음절을 제공하며, 부

분 인출 실패에서 첫 음절을 대상자가 산출한 경우, 끝 음절로 단서

를 제공한다. 단서 제공 시 정반응이 나타난 경우 다음 문항으로 넘

어간다(단서 제공으로 인한 설단해결). 단서 제공 후에도 정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다음 문항으로 넘어간다(설단해결 실패).

신뢰도 분석은 전체 대상자의 20%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시하였으며, 해당 자료를 제1평가자(연구자)와 제2평가

자(언어치료학 대학원에 진학 중인 2급 언어치료사) 1명이 각각 분

석하였다. 제1평가자와 제2평가자의 일치도는 93.3%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유명인 이름대기의 설단현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단율

(부분 인출 실패, 전체 인출 실패), 설단현상 반응유형 비율, 설단해

결률(자발적 설단해결, 단서제시 후 설단해결)을 분석하였다. 우선 

설단율은 이름을 말하지 못하거나 오반응한 항목 수를 ‘본 적 있음’

으로 응답한 항목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계산하며, 목표 이름

의 전체를 말하지 못하는 전체 인출 실패와 이름의 한 글자 이상을 

인출하였으나 정확한 이름을 산출하지 못한 부분 인출 실패로 나

누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설단현상 반응유형 비율은 설단현상 

발생 후 목표 유명인에 대해 자발적으로 설명하는 유형별 설단현상

의 반응 수를 설단현상의 총 반응 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분석

하였다. 반응유형 분류는 Oh와 Ha (2015)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직업, 관련인, 관련사건, 유사이름, 기타 인출 노력’의 5유형으로 분

류하였으며, 반응유형의 구체적인 예는 Appendix 3에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단해결률은 설단현상 발생 후 설단현상을 해결하여 

정반응한 경우를 의미하며, 설단현상이 해결된 항목 수를 설단현

상이 나타난 항목 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설단해

결률은 자발적으로 설단현상을 해결한 경우와 음절단서 제시 후 

해결한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설단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산

출 공식은 Appendix 4에 제시하였다.

통계분석

본 연구의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우선, 연령집단에 따른 유명인 인식률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사후분석(Scheffe)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령집단과 설단유형

(전체 인출 실패, 부분 인출 실패)에 따른 설단율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하여 교육년수를 공변량으로 한 연령집단(3)과 설단유형(2)의 

혼합분산분석(mixed ANOVA)을 실시하고, Bonferroni 교정을 통

한 다중비교(multiple comparisons)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

령집단과 설단해결 유형(자발적 설단해결, 단서제공 후 설단해결)

에 따른 설단해결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년수를 공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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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연령집단(3)과 설단해결률 유형(2)의 혼합분산분석을 실시

하고, Bonferroni 교정을 통한 다중비교(multiple comparisons)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령집단에 따른 설단율의 차이

일반 노인의 연령집단에 따른 설단율 비교에 앞서 과제에서 ‘본 

적 있음’으로 응답한 유명인 인식률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결과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명인 인식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

하였지만 75-84세 집단에서도 90%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연령집단에 따른 유명인 인식률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

아보기 위하여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분산의 동질성

을 가정하지 않아(p< .05) Welch의 평균 동질성 검정으로 집단 간

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 연령집단 간 평균 차이는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p< .001), 사후 분석(Games-Howell) 결과 유의한 

차이는 55-64세와 65-74세 사이, 55-64세와 75-84세 집단 사이에

서 나타났다(p< .05).

다음으로 연령집단에 따른 총 설단율을 Figure 1에, 전체 인출 실

패, 부분 인출 실패로 인한 설단율의 기술통계치를 Table 3에 제시

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총 설단율과 전체 

인출 실패로 인한 설단율이 증가하였으며, 모든 연령집단에서 전체 

인출 실패로 인한 설단율이 부분 인출 실패로 인한 설단율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과 설단유형(전체 인출 실패, 부분 인

출 실패)에 따른 설단율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육년수를 공

변량으로 한 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집단(F(2, 92) =12.865, 

p< .001)과 설단유형(F(2, 92) =39.591, p< .001)에 따른 주효과가 모두 

유의하였으며, 집단에 따른 차이는 55-64세와 65-74세 집단, 55-64

세와 75-84세 집단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05). 마지막으

로, 연령집단과 설단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F(2, 92) =7.155, p< .01).

연령집단에 따른 설단현상 반응유형 비율의 특성

연령집단에 따른 설단현상의 총 반응 수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또한, 연령집단에 따른 설단현상 총 반응 수

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

산의 동질성 확인 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집단 간 차

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2, 95) = .274, p>.05). 다음으

로, 연령집단에 따른 설단현상의 반응유형(직업, 관련인, 관련사건, 

Table 2. Mean (SD) of celebrity recognition rate by age group

Mean (%) SD (%)

55-64 years old (N= 24) 97.50 4.84
65-74 years old (N= 30) 92.44 7.68
75-84 years old (N= 42) 90.32 9.28

Table 3. Mean (SD) of the whole retrieval failure and partial retrieval failure 
rate by age group

55-64 years old 
(N= 24)

65-74 years old 
(N= 30)

75-84 years old 
(N= 42)

Whole retrieval failure (%) 18.00 (12.41) 33.20 (16.94) 38.54 (13.85)
Partial retrieval failure (%) 6.19 (6.00) 8.35 (5.99) 8.28 (5.65)

Table 4. Mean (SD) of total number of response in tip of the tongue (TOT) by 
age group

Mean SD

55-64 years old (N= 24) 3.25 1.07
65-74 years old (N= 30) 3.40 0.81
75-84 years old (N= 42) 3.24 1.01

Figure 1. Mean of total tip of the tongue (TOT) rate by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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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ean response rate according to response type of tip of the tongue 
(TOT) among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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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이름, 기타 인출 노력)에 따른 평균 산출 비율을 Figure 2에 제

시하였다. 반응유형의 산출 비율은 세 집단 모두 직업, 기타 인출 노

력, 관련 사건, 관련인, 유사이름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집단

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직업 유형의 경우 75-84세 집단의 산출 비

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반대로 기타인출 반응유형의 경

우 75-84세 집단의 산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연령집단 간 설단해결률 차이

연령집단에 따른 총 설단해결률을 Figure 3에, 자발적 설단해결

률, 음절단서 제시 후 설단해결률과 설단해결 실패율의 기술통계치

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총 

설단해결률, 자발적 설단해결률, 음절단서 제시 후 설단해결률 모

두 감소하였으며, 모든 연령집단에서 음절단서 제시 후 설단해결률

이 자발적 설단해결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과 

설단해결률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육년수를 공변

량으로 한 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집단(F(2, 92) =5.894, 

p< .01)과 설단해결 유형(F(2, 92) =30.585, p< .001)에 따른 주효과가 

모두 유의하였으며, 집단에 따른 차이는 55-64세와 75-84세 집단에

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05). 마지막으로, 집단과 설단해

결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2, 92) =  

.179, p>.0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55-64세, 65-74세, 75-84세 집단의 일반 노인을 대상으

로 유명인 이름대기 과제를 실시하여 연령집단에 따른 설단율, 설

단현상의 반응유형, 설단해결률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총 설단율이 증가하였으며, 연령집단에 따른 설단율의 차이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자의 설단현상을 연구한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Burke et al., 1991; Evrard, 2002; 

Heine et al., 1999; Kim et al., 2020; Lee & Choi 2016; Oh & Ha, 

2015; Park et al., 2013). 사후검정 결과, 설단율의 경우 55-64세와 

65-74세, 55-64세와 75-84세 집단 사이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65-74세와 75-84세 집단 사이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상

대적으로 젊은 노인과 65세 이상의 노인 연령집단 사이의 설단율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일반 노인의 경우 70세 이상에서 

이름대기의 어려움이 급격히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Hodg-

son & Ellis, 1998; Verhaegen & Poncelet, 2013)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유형별 설단율의 산출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집단에

서 전체 인출 실패로 인한 설단율이 부분 인출 실패로 인한 설단율

에 비해 월등히 높았는데, 이렇듯 전체 인출 실패로 인한 설단율이 

높은 이유는 노화로 인한 전달 결함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Burke et al., 1991; Burke & Shafto, 2004). 전달 결함 가설에 따르면 

목표단어에 대한 점화 전달의 곤란이 단어 인출 실패의 원인이며, 

이때 목표단어의 점화 전달은 부분적으로 실패하기보다는 전체적

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분적으로 점화 전달이 일

어난 경우에는 산출 시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많은 경우 단어인

출에 성공하기 때문에 설단현상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 다음으로 

연령집단과 설단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분 인출 실패로 인한 설단율에 비

해 전체 인출 실패로 인한 설단율의 비율이 현격히 높아진 것과 관

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연령집단 간 설단현상 반응유형의 산출 비율을 비교한 결

과 반응유형의 산출 비율은 세 집단 모두 직업, 기타 인출 노력, 관

련 사건, 관련인, 유사이름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연

령집단에 관계없이 직업을 설명하는 반응유형의 산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유사한 유명인 이름대기 과제

를 사용한 기존의 연구결과(Oh & Ha, 2015)와 일치하며, 이러한 양

상은 연령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인물을 

Table 5. Mean (SD) of the voluntary TOT solution rate, TOT solution rate after 
presentation of syllabic clues and failure rate of TOT solution by age group

55-64 years old 
(N= 24)

65-74 years old 
(N= 30)

75-84 years old 
(N= 42)

 Voluntary TOT solution rate (%) 27.56 (25.52) 20.61 (16.56) 13.58 (12.30)
TOT solution rate (%) after  
   presentation of syllabic clues

40.93 (26.56) 36.48 (17.34) 35.20 (14.68)

Failure rate of TOT solution (%) 31.50 (22.10) 42.90 (21.14) 51.22 (19.30)

TOT= Tip of the Tongue.

Figure 3. Mean of total tip of the tongue (TOT) solution rate by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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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올릴 때 그 인물과 관련된 의미정보 중 직업과 관련된 정보가 가

장 핵심적이며, 가장 많이 활성화되는 정보임을 시사한다. 다만, 이

러한 직업과 관련된 정보가 가장 높은 반응유형 비율을 보인 것은 

이름대기의 대상이 본인 주변의 인물이 아닌 유명인이었으며, 유명

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직업과 관련된 정보가 가장 중요한 인물의 

특성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

요가 있다. 다음으로 모든 연령집단에서 기타 인출 노력의 산출 비

율이 높았는데, 기타 인출 노력의 많은 부분은 이름이 생각나지 않

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정서 표현(예, “아 이 사람 아는 사람인데”….)

으로, 이는 설단현상이 나타났을 때의 당혹감을 표현하는 공통적

인 반응으로 여겨진다. 나머지 반응유형의 빈도는 제한적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연령집단에 따른 반응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직업 유형의 경우 75-84세의 고령 집단의 산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고, 상대적으로 기타인출 반응유형의 산출이 낮았

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장 많은 설단현상의 반응유형인 

직업을 설명하는 반응이 증가함을 의미하며(Beier & Ackerman, 

2001), 설단현상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단어의 주요 의미 정보에 

대한 산출 능력은 고령노인에게 수행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다(Burke et 

al., 1991). 다음으로 실험에 참여했던 대상자들은 설단현상을 경험

하는 동안 목표 유명인의 이름에 대해 음운 정보 산출에는 어려움

을 보였으나, 의미 정보 산출은 어느 정도 가능하였다. 이는 설단현

상을 경험하는 동안 목표단어에 대해 음운 정보는 완전히 또는 부

분적으로 떠오르지 않지만, 의미 관련 정보는 어느 정도 인출이 가

능하다는 선행연구(Brown & McNeill, 1966; Miozzo & Caramaz-

za, 199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정상적 노화과정에서 연령집단에 따라 설단해결률에 차이

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설단해결률은 자발적 설단해결률과 음

절단서 제시 후 설단해결률로 구분하였다. 우선, 자발적 설단해결

률은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그 차이는 55-64세와 

75-84세 사이에서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설단해

결률이 낮아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Heine 

et al., 1999; Oh & Ha, 2015). 사후분석 결과 자발적 설단해결률의 

차이가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자발적 설단해결률이 저하되었다. 설단현상을 설명하는 불완전 

활성화 가설에 따르면 설단현상을 경험하는 상황일지라도 불활성

화된 기억의 강도가 증가하거나 변화하면 설단현상을 해결하게 되

는 경우도 있는데(Schwartz, 1999), 노화로 인해 목표단어의 회상

능력이 제한되고, 기억의 활성화 수준 또한 저하되어 설단해결에 

어려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음절단서를 제공하였을 때의 설단해

결률 역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노화

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가 단서 활용 능력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 노인과 경도인지장애(MCI) 환자 집단

을 대상으로 한 Oh와 Ha (2015)의 연구에서 두 집단의 설단율에 

있어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절단서의 활용 

능력은 차이를 보였다. 즉, 인지기능 장애로 인하여 단서 활용 능력

이 제한된 것인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단서 활용 능력의 제한

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유형

에 따른 설단해결률을 비교하면, 자발적 설단해결률이 연령집단에 

따라 13-28% 정도인 것에 비해 음절단서를 제공하였을 때의 설단

해결률은 35-40%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설단현상에서

의 단서효과를 증명하는 것으로, 특히 음절단서 제공 후에 설단해

결률이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Lee & Choi, 2016; 

Oh & Ha, 2015). 음절단서 제공 후 설단해결률 역시 연령집단에 따

른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그 차이는 55-64세와 75-84세 사이에서 

나타났다. 이는 목표단어의 첫 음절을 단서로 제시할 경우 정반응

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Hayles, Katherine, & Hayles, 

2002)와 일치하며, 노화로 인해 설단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음절단서가 제공되면 목표단어의 활성화를 촉진시켜 설단현상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Burke et al., 1991; Rastle & 

Burke, 1996; White & Abrams, 2002). 또한, 설단현상의 해결을 위

해서는 단서 제공이 필요하고, 음운 수준의 단서가 보다 효과적이

라는 선행연구(Lee & Choi, 2016)와 같은 맥락으로 설명된다. 본 연

구에서는 설단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음절단서처럼 점화 전달을 활

성화시킬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하면 고령노인의 경우에도 50% 정도 

설단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는데, 이는 설단현상에서

의 음운단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노인을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여 정상적인 노

화에 따른 설단현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설단현상 발생 시 

나타나는 반응유형과 음절단서 제공 시 음운 활성화를 통한 설단

해결의 가능성을 엿보았다. 일부 연구에서 노화로 인한 집행기능 

및 기억능력 저하와 같은 인지기능의 문제 역시 중재를 통하여 개

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Insel, Einstein, Mor-

row, Koerner, & Hepworth, 2016).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

는 정상적인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능력의 변화를 파

악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는 임상적 의의

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설단현상 해결 시 단서 제공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노년층의 설단현상을 포함

한 이름대기 손상에 대한 평가와 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임상적인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유명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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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과제의 경우 문화, 교육년수, 성별 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가

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설단현상을 유명인 이름대기에 국한

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설단현상이 나타나는 일반명사 

혹은 인물 이외의 고유명사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점, 음

절단서 이외의 단서 효과를 살펴보지 못한 점 등을 연구의 제한점

으로 들 수 있다. 추후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후속 연구들이 진

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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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유명인 이름 목록

1970 1980 1990 2000 이후

정치경제(10명) 박정희, 김일성 전두환, 이건희 김대중, 김정일,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 안철수

대중문화(10명) 이미자, 나훈아 이주일, 조용필, 최불암 김건모, 최진실, 차인표 유재석, 강호동

기타: 사회, 예술, 체육(10명) 차범근, 김수환 이만기 박찬호, 이봉주, 박세리, 황영조 김연아, 박태환, 박지성

Appendix 2. 유명인 사진 예시

Appendix 3. 설단현상 반응유형

항목 반응의 예

직업 - 추기경, 이북 대통령, 운동선수, 노래하는 사람, 연기하는 사람, 삼성회장 등

관련인 - (이건희)의 예: 이병철 아들, 이재용 아버지 등

관련사건 - (유재석)의 예: 메뚜기(별명), 대상 받았잖아 등

유사이름 - (김연아)의 예: 김은아/김언아/이연아 등 (2음절 이상 알맞게 산출)

기타 인출 노력 - 이름 인출 노력: (김연아)의 예; 김..../은아...언아... 등
- 개인적 경험: 이 사람한테 꽃다발 받아봤어 등
- 적절한 반응 못 함: 음..., 아... 이 사람 아는데 등
- 이 외 기타반응

Appendix 4. 설단현상의 산출 공식

설단율(%)=(이름을 말하지 못하거나 오반응한 수/‘본적있음’ 항목수)×100

   - 전체 인출 실패로 인한 설단율(%)=(전체인출 실패 항목수/‘본적있음’ 항목수)×100

   - 부분 인출 실패로 인한 설단율(%)=(부분인출 실패 항목수/‘본적있음’ 항목수)×100

설단현상 반응유형 비율(%)=(유형별 설단현상의 반응수/설단현상의 총 반응수) ×100

설단해결률(%)=(설단해결 항목수/설단현상이 나타난 항목수)×100

   - 자발적 설단해결률(%)=(자발적 설단해결 항목수/설단현상이 나타난 항목수)×100

   - 음절단서 후 설단해결률(%)=(음절 단서 후 설단해결 항목수/설단현상이 나타난 항목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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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반 노인의 유명인 이름대기 과제에서의 설단현상 특성

김수정1·최현주2

1첨단인지학습센터, 2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보편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설단현상의 빈도 역시 높아진다. 그러나 정상적인 노화과정에서 연령에 따른 설단현

상의 특성을 비교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설단현상을 해결함에 있어 단서의 활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연령집단에 따른 설단현상의 발생률과 반응유형 및 해결률을 알아보고 단서 제공에 따른 수

행력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65-84세 일반 노인 9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집단은 55-64세, 

65-74세, 75-84세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설단현상 과제로는 시대별, 범주별로 구성된 유명인 이름대기 30문항을 사용하였다. 결

과: 첫째, 모든 연령집단에서 전체 인출 실패로 인한 설단율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분 인출 실패, 전체 인출 

실패로 인한 설단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둘째, 유명인의 직업을 설명하는 설단반응 유형의 산출 비율이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셋째, 모든 연령집단에서 음절 단서 제공 후 설단해결률이 자발적 설단해결률에 비해 높았으며, 자발적 설단해결률과 음절단서 제

공 후 설단해결률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졌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연령집단에 따른 일반 노인의 설단현상의 특

성 차이 및 설단현상에서의 음운단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핵심어: 노화, 유명인 이름대기, 설단현상, 음절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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