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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elderly show linguistic features such as lack of cohesion or topic 

maintenance.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opic maintenance to investigate 

the expressive language of the elder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opic maintenance of normal elderly people by age and gender. Methods

: The subjects were 84 elderly speakers over 65 years of age. Utterance samples were 

collected from conversations about topics familiar to the speaker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by one-way ANOVA to identif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ubjects' responses 

by gender and age. Results :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opic 

manipulation by gender. Second, in topic manipulation by age,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 rate of topic maintenance and self-centered, but not observed in the rate 

of inappropriate change and average topic maintenance time. Conclusions : We found that 

there was relatively less damage in the rate of inappropriate change and average topic 

maintenance time, even if aging progressed. Also, as age increases, elderly people have 

more difficulties in the rate of topic maintenance and the rate of self-centering in 

conversation situation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can be used in distinguishing between 

language degradation caused by aging and language degradation caused by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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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노인들의 발화는 응집력이 결핍되고 주제유지가 잘 되지 않는 등의 언어적 특징을 보인다 그동 , . 

안의 노인의 일반적인 구어 표현력에 관한 연구에서 주제운용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정상노인 집단의 주제운용 특성을 살펴보자 한다. 방법: 연구 대상은 만  

세 이상 건강한 노인 명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대화 과제를 실시하였으며 대화 주제는 노65 85 . 

인들에게 친숙한 것들로 구성하였다 통계처리는 주제 운영 대화 능력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성별에 따른 주제운용 특 , 

성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연령에 따른 주제운용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주제 당 평균 . , , 

유지율과 자기중심적 발화 비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부적절한 주제 전환율과 주, 

제 당 평균 유지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주제운용 특성 중 부 

적절한 주제 전환율과 주제 당 평균 유지시간이 노화가 진행되더라도 비교적 손상을 덜 보인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주제 당 평균 유지율과 자기중심적 발화 비율은 노화가 진행될. 

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추후 노화로 인한 언어저하와 노인성 . 

질환으로 인한 언어저하를 구별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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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Ⅰ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성 

질환에 대한 위험성과 중요성은 증가하게 되었다 노인들은 노화가 . 

진행될수록 언어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그 중 언어의 이해와 

표현에서 점차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Park, 2013, Kim, 2010). 

등 의 연구에 의하면 문법적 복잡성과 명제발화 Kemper (2001) , 

밀도에서 급속한 감퇴는 대 중반에 나타난다고 한다 게다가 70 . 

등 는 대나 대 노인은 대나 대보다 덜 복Burda (2008) 70 80 50 60

잡한 발화를 산출한다고 한다 또한(Burda et al., 2014). , Burda 

등 은 연소노인 세 중노인 세 고령노인 세 (2008) (65-74 ), (75-84 ), (85

이상 의 세 집단을 대상으로 인지 능력을 비교한 결과 세 이상) 85

인 고령노인 집단으로 갈수록 일관적으로 인지적 처리가 낮은 평

균 점수를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들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글. , 

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대화의 주제를 유지하면서 발화를 

산출하는 능력 또한 감퇴하며(Son et al., 2005; Kim & Kim, 

발화 산출 시 응집력 결핍 주제유지에 벗어나는 등의 언2009), , 

어적 특징이 나타났다(Park, 2013). 

이처럼 노화에 따른 언어 인지 능력 감소가 일어남에 따라 노, 

인을 대상으로 언어 특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치매나 뇌졸중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대부분의 환자들, 

은 후천적인 언어능력의 손상을 보이므로 언어검사를 실시하게 되

지만 현재는 정상노인의 자발화에 대한 규준이 없기 때문에 노인

의 화용언어능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Choi, 

2007).

정상노인의 일반적인 구어 표현력에 관한 연구는 대면이름대기, 

반응적 이름대기 따라 말하기 자발화 등의 과제들로 수집되어 왔, , 

다 특히 자발화를 통한 담화 분석 과제는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언어의 표상 중 가장 복잡하고 높은 수준

이다 노인의 담화 능력은 발화 자료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과. 

제를 사용함으로써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 의 연구는 치. Son(2007)

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담화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Koo & 

의 연구에서는 대화와 그림설명 과제를 통한 브로카 Choi(2015)

실어증 환자의 우리말 이하 분석 (correct information unit; CIU)

방법에 의한 자발화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노인성 질환자를 . 

대상으로 한 담화 연구가 실시되어 왔다 또한 . Son & 

은 정상성인을 대상으로 한 언어의 유효정보단위 분석 Kang(2006)

방법에 의한 담화 특성 연구를 실시하였고 는 정상노, Choi(2007)

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 방법에 의한 발화 특성 연구를 실시하CIU

였으며 등 도 정상성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 방법에 , Lee (2011) CIU

의한 자발화 정보전달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 

은 정상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제진술률에 의한 담화 Park(2013)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한국 성인의 발화 특징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여 노화로 

인한 언어적 변화와 뇌 신경 손상으로 등으로 인한 병리적 언어와

의 특징들을 비교 분석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의 국내연구에. 

서 노인을 대상으로 자발화 분석 시 담화과제를 이용한 담화 분석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석 방법을 사용하거나 노CIU

인의 자발화 특성을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담화 특성들로만 살펴보

았다 많은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으로는 주제유지의 결핍. CIU

과 주제유지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의사소통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전달하(Park, 2013). 

느냐도 중요하지만 청자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도 중요하다 다시 . 

말하면 화자는 청자를 잘 파악하여 적절히 대화를 잘 이어가느냐

가 중요하다 즉 대화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대화 상대자와 의사. .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순서를 이어가는 방법인 대화차례 

주고받기와 응집력 있는 대화를 위해 주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주제개시 유지 지속 시간 종결 등과 같은 주제운용 특성을 통하, , , 

여 평가할 수 있다 노인의 의사소통 능력 중 대화(Owens, 2012). 

상황에서 필요한 대화차례 주고받기 특성과 주제운용 특성을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인의 발화 특징에서 보이는 주제운용에 대

한 하위 유형과 그에 따른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

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표집수가 적거나 노화에 따른 노인의 미세

한 의사소통의 변화를 연구하는데 제한적이었다 더불어 대부분 젊. 

은층과 노년층을 비교한 연구로서 세에서 세 이상 노인들의 65 85

의사소통 변화를 분석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노인. 

들의 성별에 따른 대화 기술에서의 차이에 대한 연구도 함께 보고

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노인들의 노화에 따른 대화.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화상황에서의 주제운용 특성을 살펴보

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성별에 따라 노년층 집단의 주제운용 능력에 차이가 있는, 

가 둘째 연령에 따라 노년층 집단의 주제운용 능력에 차이가 있? , 

는가?

연구 방법. Ⅱ

연구 대상1. 

본 연구는 광역시 소재의 만 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00 65

하였으며 대학교 기관윤리심의위원회, 00 (Institutional Review 

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였다 선정기준은 한국 노인 복Board: IRB) . 

지법 정의에 따라 세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2015) 65

이상으로 자가 보고를 통해 특정 질병으로 인한 시력과 청력에 장

애가 없는 건강한 노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정상적인 .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형 한국판 간이 정신상

태 검사(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e –
와 실어증 신경언어장애선별검Examination, Kang et al., 1997) -

사(Screening Test for Aphasia & Neurologic- 

를 통해 연령과 communication Disorders, Kim et al., 2009)

학력에 따른 정상 규준에 포함되는 경우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

다 두 집단은 성별을 제외한 교육연수 점수. , , STAND, K-MMSE 

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p 대상자 정보는 표 >.05). 1

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연구에서는 세 이상 노인. Burda(2008) 65

을 세 단위로 집단을 나누어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이 연구10

에서는 노화에 따른 차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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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별 집단을 세 단위로 세 세 세 세 이상5 65-69 , 70-74 , 75-79 , 80

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표 1. 연구대상 정보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Age
(year)

Education
(year)

Gender
(Male;Female)

K-MMSE
STAND
(OLI)

73.51(6.5) 11.20(4.1) 25;60 26.05(1.31) 19.58(0.91)

K-MMSE: 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STAND(OLI): Screening Test for Aphasia & Neurologic- 

communication Disorders(oral Language Index)

연구 과제2. 

대화 과제1) 

대화 과제는 연구자와 대상자가 일대일 상황에서 대화하는 것으

로 대화 주제는 본인 소개 현재 기분 취미 가족관계 등으로 제, , , 

시하였다 주제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인들이 공감할 수 . 

있는 사회 문화적 이슈를 인터넷과 신문을 검색한 후 가장 일상적

인 주제들을 선정한 하였다 성인 및 노인의 의사소통 연구에 참. 

여 중인 교수 인에게 선정된 대화 주제의 적절성을 검토 및 수정3

하여 최종 대화 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노인 명에게 예비실험. 5

을 통하여 개의 질문 중 대답하기에 곤란함과 불편함을 느끼거12

나 단답형으로 유도되는 주제를 제외하고 개를 최종 선정하였다8 .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젊으셨을 때 무슨 일을 하였어요 우리나“ ? ? 

라가 통일이 된다면 어떨까요 등이다 또한 대상자가 대화에서 말. , 

하기를 꺼려하거나 명료화를 요구할 때에는 같은 주제 범주 내에

서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질문을 다시 제시하였다 대화 유도 질. 

문은 원칙적으로 회로 하였으나 대상자가 집중하지 못하였다고 1 , 

판단되거나 대상자가 다시 들려줄 것을 요구할 경우 다시 회 반1

복하여 제시하였다 한 가지의 질문 유도 후 대화 유도자는 대화 . 

상대자가 발화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요 또요 와 “ ?”, “ ?”

같은 반응과 질문의 주제와 관련된 반응으로 제공하여 촉진하였다. 

또한 각 질문의 주제에 관하여 대상자가 끝맺는 말이나 무반응을 , 

보일 시 초 정도의 쉼을 제공한 후 다른 대화 주제 질문 을 제시3 ( )

하였다.

자료의 기록 및 분석3. 

대상자는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대화과제에서의 모든 

내용의 녹음절차에 관한 동의서에 동의하였다 대화는 연구자와 대. 

상자가 분 동안 진행하였으며 자연스러운 대화 유도를 위하여 20

질문은 구어체로 제시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은 연구자와 대상자가 . 

나눈 발화 모두 기록 후 분석하였다 주제 운용 분석 기준은 . Choi 

의 연구에서 주제 운용 중 주제유지율 주제전환율을 & Lee(2013) , 

참고하였으며 주제개시율은 노인과의 대화 시도 특성 상 대부분 , 

연구자의 질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주제 개시

율은 분석기준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의 연구. , Kim & Lee(2007)

에서는 주제유지율의 측정방법을 참고하였으며 의 연구Son(2007)

를 참고하여 발화의 구분과 노인의 담화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의 

대화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자세한 분석기준. 

과 예시는 부록 에 제시하였다1 .

자료의 분석방법은 대상자의 주제운용 능력이 성별과 연령에 따

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이었다. SPSS ver. 18 . 

연구 결과 . Ⅲ

성별에 따른 주제운용 특성1. 

만 세 이상의 대상자들의 주제운용 특성을 성별에 따라 살펴65

보았다 성별 간 주제운용 하위특성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와 같. 2

다. 

표 2. 성별에 따른 주제운용 특성의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opic manipulation to gender

Male (n=25) Female (n=60)

M SD M SD

The mean rate of topic 
maintenance

80.96 19.14 75.57 19.83

The mean rate of topic 
maintenance time

39.22 41.18 39.53 22.73

Inappropriate Rates of 
change

13.36 19.35 14.03 20.52

The rate of self-centered 17.76 15.24 15.07 15.80

 

노년층 집단의 성별 간 주제운용 특성의 빈도와 비율을 살펴본 

결과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모두 비교적 낮은 부적절한 주제 전, 

환율과 자기중심적 발화 비율이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여성보다 . , 

주제 당 평균 유지율이 높았으며 자기중심적 발화 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 또한 여성 집단은 남성 집단보다 주제 당 평균 유지시간이 . ,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부적절한 주제 전환율이 나타

났다 따라서 주제운용 특성이 성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성. , 

별 간 주제운용 특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 3).

표 3. 성별 간 주제운용특성에 대한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Table 3. one-way ANOVA result of Topic manipulation by gender 

Category SS df MS F

The rate of 
topic 

maintenance

Between groups 513.318 1 513.318 1.332

Within group 31989.693 83 385.418

Total 32503.012 84

The rate of 
topic 

maintenance 
time

Between groups 1.767 1 1.767 .002

Within group 71194.922 83 857.770

Total 71196.689 84

Inappropriate 
Rates of 
change

Between groups 8.001 1 8.001 .020

Within group 33833.693 83 407.635

Total 33841.694 84

The rate of 
self-centered

Between groups 128.013 1 128.013 .524

Within group 20292.293 83 244.485

Total 20420.306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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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른 주제운용 특성 2. 

연령에 따른 주제운용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세 세 세 세 이상 연령 집단으로 65-69 , 70-74 , 74-79 , 80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령 집단 간 주제운용 하위특성의 기술통계 . 

결과는 표 와 같다4 . 

표 4. 연령에 따른 주제운용 특성의 기술통계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topic manipulation to age 

The rate 
of topic 

maintenance

The rate 
of topic 

maintenance 
time

Inappropria
te Rates of 

change

The rate 
of 

self-centered

M SD M SD M SD M SD

65-69 

Male 
(n=5)

100.00 .00 30.74 13.59 8.00 17.88 10.20 14.32

Female 
(n=12)

95.17 7.22 29.68 11.72 9.83 15.68 5.42 10.31

70-74

Male 
(n=9)

84.78 7.36 30.17 9.22 14.00 16.57 15.00 9.19

Female 
(n=14)

79.00 20.85 41.04 19.59 16.21 22.65 11.29 12.30

75-79

Male 
(n=10)

71.70 21.58 50.40 63.93 15.70 24.26 20.70 16.76

Female 
(n=18)

73.22 15.70 49.41 31.58 13.56 19.16 16.22 15.53

over 
80

Male 
(n=1)

44.00 - 51.11 - 11.00 - 51.00 -

Female 
(n=16)

60.50 16.87 34.48 15.63 15.81 24.34 24.31 17.83

주제 당 평균 유지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감소하는 것

을 볼 수 있으며 주제 당 평균 유지시간과 부적절한 주제 전환율, 

자기중심적 발화 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남성 집단에서 주제 당 유지율과 자기중심적 발. , 

화 비율이 고령노인 집단부터 급격한 변화를 보이며 여성 집단과, 

의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연령별로 주제운용 특성.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검증결과는 표 와 같다, 5 .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주제운용의 하위특성 중 주제 당 평균 

유지율(p 과 자기중심적 발화 비율<.001) (p 에서 유의미한 차이<.01)

가 나타났다 이러한 유의한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령 간에 . 

차이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 

였다. 

검증 결과 주제 당 평균 유지율은 세 집단과 세 집65-69 70-74

단 및 세 집단 세 이상 집단에서 차이를 보였으며75-79 , 80

(p 세 집단과 세 이상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05), 70-74 80

타났다(p 즉 세 집단과 세 집단 간 그리고 <.05). 70-74 75-79

세 집단과 세 이상 집단 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75-79 80

지 않았다 자기중심적 발화 비율은 세 집단과 세 이상 . 65-69 80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표 5. 연령 간 주제운용특성에 대한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Table 5. Result of one-way ANOVA for Topic manipulation by age

Category SS df MS F

The rate of 
topic 

maintenance

Between 
groups

12650.117 3 4216.706 17.204***

Within group 19852.895 81 245.097

Total 32503.012 84

The rate of 
topic 

maintenance 
time

Between 
groups

4933.712 3 1644.571 2.010

Within group 66262.977 81 818.061

Total 71196.689 84

Inappropriate 
Rates of 
change

Between 
groups

458.605 3 152.868 .371

Within group 33383.089 81 412.137

Total 33841.694 84

The rate of 
self-centered

Between 
groups

3427.529 3 1142.510 5.446**

Within group 16992.777 81 209.787

Total 20420.306 84

**p<.01, ***p<.001

논의 및 결론. Ⅳ

본 연구는 만 세에서 세 이상의 노인 명을 대상으로 노65 80 85

화에 따른 주제운용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제운용 특성을 연

령 및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다. 

연령에 따른 주제운용 특성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

으며 그 결과 주제 당 평균 유지율과 자기중심적 발화 비율에서 ,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유의한 차이가 어떠한 연령 간. 

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다중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제 당 평균 유. 

지율이 세 집단보다 세 집단 및 세 집단 세 65-69 70-74 75-79 , 80

이상 집단에서 유의하게 낮고 세 집단보다 세 이상 집단, 70-74 80

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중간 연령대인 세 집단과 세 . 70-74 75-79

집단 간 즉 대 에서는 더 낮아지지 않다가 대가 되면서 유의70 80

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세 이후의 집단에서도 유의하게 . 75

낮아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략 대 전후로 주제 당 평. 70

균 유지율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명제발화를 살펴본 등 의 연구에서도 대 . Kemper (2001) 70

중반에서 급격히 기능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명제발. 

화가 주제와 상관이 없는 삽입어나 주 발화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

라 증가한다는 것은 주제 유지 측면에서도 낮은 수치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중심적 발화 비율은 세 집단보다 세 이상 집단이 65-69 80

유의하게 컸다 자기중심적 발화는 주제 유지나 주제 전환율과 조. 

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자기중심적 발화는 세 세. 65-69 , 70-74 , 

세 집단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세 이상 집단에서 75-79 80

급격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즉 대와는 달리 대 노. 60, 7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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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발화에서는 자기중심적 발화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다 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부터 발화의 주제에서 벗어나고 자기. 80

중심적 발화 패턴을 장시간 유지하는 속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이 청년층 화자보다 자전적 대화를 하는 . , 

상황에서 장황한 발화를 산출하며 사실의 보고보다 개인적인 경험

의 묘사에 더 초점을 두는 경험이 있다고 한 등 의 James (1998)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제 당 평균 유, 

지율이 감소하고 자기중심적 발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노인들은 세 이상의 고령이 될수록 주제를 유지하고 대화. 80

상대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발화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음을 알 

수 있었다 의 연구에서도 대나 대 노인은 대나 . Burda 70 80 50 60

대보다 덜 복잡한 발화를 산출한다고 한다고 하였다(Burda et al., 

2014). 

현대사회는 의학의 발달과 빈부의 격차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젊

은 노인 또는 나이 많은 노인 등 노인 앞에 다양한 수식어를 붙, 

여 표현해야 할 정도로 노인들의 인지 기능 및 건강 상태의 개인

차가 매우 크다 한국사회의 세 이상 인구 구성비는 년 . 85 2015

수준에서 년 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는 통계청1% 2065 11.7%

의 자료를 뒷받침하여 만 세 이상 노(Statistics Korea, 2016) 65

인 중에서도 세 이상의 고령층 노인에 다양한 연구 조사의 필요80

성을 말하고 있다 본 연구 역시 세부적으로 연령대를 나누고. , 80

대 노인을 포함하여 노화에 따른 작은 변화를 찾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정상노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고 연령별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부적, 

절한 주제 전환율 주제 당 평균 유지시간이 노화가 진행되더라도 , 

비교적 손상을 덜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의미한 차. , 

이를 보인 주제 당 평균 유지율과 자기중심적 발화 비율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뚜렷한 손상을 보여 대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능력을 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추후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 

와 같은 퇴행성 질환 환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감별하는데 중요

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노화로 인한 언어저하와 질환으로 인한 , 

언어저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언어치료 장면뿐만 아니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

회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영역에서도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며,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 연구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학력 경제적 수준. , , 

직업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에 

따른 주제 운용 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경도인지장애 . 

및 주관적인지장애인의 주제운용능력을 살펴보고 정상 노화와 어

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 

노인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데 그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연령층의 비교와 많은 선행연구들과의 비교를 

위하여 청년층과 장년층 화자들과의 비교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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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주제 운용 분석 기준 

Appendix 1. Standard of analysis for Topic manipulation

구분 정의 측정방법 예시

주제 당 

평균 유지율

상대방의 질문이나 대화 내용에 반응하거나 

관련 내용이나 정보를 첨가하여 대화차례를 

이어가는 경우를 말한다 전체 주제 안에서 . 

앞 대화차례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대화차례를 이어가는 경우(Brinton, Fujiki 

& Powell, 1997; Prut ting & Kirchner, 

1987).

전체 화제 빈도 중에서 대화 상대자가 먼저 

한 말에 대상자가 반응하는 인접발화 중에

서 문맥에 적절하며 선행발화가 요구하는 

기능에 알맞으며 대화의 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차지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전체 화제 빈도에서 적절히 주제가 유지된 

화제 빈도가 차지 하는 비율 주제유지문항=

수 전체문항수/

연구자 아 컴퓨터로 뭐하세요: ?

대상자 편지함 들어가서 메일보고 : 

나에게 쓰는 편지도 쓰고 유지.( )

연구자 글 쓰는 걸 좋아하시나봐요: .

대상자 네 감성이 있는 편이에요: . . 

유지( )

주제 당 

평균 유지시간

언어적 문맥이나 상황적 문맥과 관련하여 

하나의 주제로 발화가 이어지는 시간

한 주제가 유지되는 시간을 측정

주제유지시간 주제수= /
초단위로 측정

부적절한

주제 전환율 

전체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는 도중에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는 경우로 전체 

주제와 관련 없는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는 

경우(Crow, 1983). 

대상자 전체 주제 빈도에서 부적절한 

주제변경이 차지하는 비율

연구자 자제분들은 댁에 자주오세요: ?

대상자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 

지금 취업이 어려워요 안그래요. ? 

부적절 전환( )

자기중심적

발화율

전체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는 도중에 

주제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자전적, 

자기중심적 발화로 이어가는 경우

총 발화 량에서 대상자의 내적 상태, 

주장유형의 주관적 진술 문맥에 벗어나 자기 (

중심형 대화 보이는 경우 을 보이는 경우가 )

차지하는 비율

연구자 이곳에 매일 오세요: ?

대상자 날마다 오지 어디 갈때는 : . 

안오고.

연구자 그럼 빛고을로 많이 가세요: ?

대상자 빛고을은 가지 빛고을에서 : . *

요가 삼년을 했는데 다리를 방에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시술을 해서 

여덟달만에 나왔어 병원에서 죽는 다 . 

했는데 이렇게 살아왔어.

발화부터 자기중심적 발화(* )

최지은 이윤경 의 기준을 수정하여 예시와 함께 제시하였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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