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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Decline of semantic processing ability through aging affects our language de-
fining ability which helps us to understand target vocabulary and draw upon related word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defining ability in various Korean word classes such as verbs, 
adjectives, and nouns.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defining ability of normal Ko-
rean elderly and compare their performance with that of younger people.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45 elderly people and 45 young people. A total of 36 words 
were performed during a defining word task. Definition response scores, response times, 
definition types and error types were analyzed only for the words spoken within 30 sec-
onds. Results: First, with regard to definition response scores, the elderly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wer performance in nouns, verbs and adjectives than the younger group. 
Second, the definition types of each word clas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age groups. Third, definition error types of each word class showed significant differ-
ences in concrete nouns, verbs and adjectives between the age groups. Fourth, the elderly 
group had significantly slower response times in concrete nouns, verbs and adjectives. 
Conclusion: These findings confirm that elderly groups have difficulty in recalling and gen-
erating new and different words in a communicative situation because of limitations on 
the diversity of their verbal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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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 중 7%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

을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

에 진입하여 현재는 12%의 비율에 도달하였으며, 2026년에는 초고

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Statistics Korea, 2015).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노화와 관련된 질

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불어 정상 노화 과

정의 단계에 대한 신체적, 생리적, 인지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노

력과 관심도 증가되고 있다. 정상 노화 과정에 대한 특성을 확인하

고 정립하는 것은 임상 진단 측면에서 질환의 특성을 제시하는 것

만큼 중요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질환으로 인한 기능저하와 노화

로 인한 감퇴를 구별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정상 노화 과정에서도 뇌의 구조나 기능이 변화하면서 인지 기

능의 감퇴를 보일 수 있는데(Moon, 2001), 언어병리 분야에서는 특

히 이러한 인지 기능의 감퇴와 함께 언어 및 의사소통능력의 변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어영역은 크게 의미, 문법, 음운, 화용 등

으로 나뉘며 이 중에서 문법, 음운, 화용론적 측면은 학령기와 성인

기에 이르며 완성되면서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다(M. B. Kim, 2014). 

새로운 어휘의 의미를 습득하고 내용을 조직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의미영역은 성인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달하기도 하나

(McGregor, 2009; Paul & Norbury, 2012; Vellutino, Fletcher, Snowl-

ing, & Scanlon, 2004) 노년기에는 의미영역과 관련이 있는 활동(예: 

이름대기)의 수행력이 감퇴할 수 있다(Kim & Choi, 2012). 이러한 

현상은 의미 지식(semantic knowledge)의 직접적인 감퇴보다는 ‘이

름대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노화로 인한 의미-어휘 사전(s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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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 lexicon)으로의 접근(access)이 원활하지 않거나 인출(retrieval) 

단계에서의 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Barresi, Nicholas, 

Tabor Connor, Obler, & Albert, 2000; Cutting & Ferreira, 1999). 

따라서 노화로 인한 의미영역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휘인

출 과정과 관계된 의미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사용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낱말 정의하기’ 과제는 제시되는 낱말에 대한 

개념의 범위를 한정하고 명백히 밝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해당 

낱말을 구성하는 자질이나 개념을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John-

son & Anglin, 1995). 또한, 해당 낱말의 특성과 의미를 보편적으로 

표현하는 일반성과 다른 낱말의 개념으로부터 해당 낱말을 구별할 

수 있는 특수성을 인식하는 것이 정의하기의 기본이 된다는 측면

(Bierwisch & Kiefer, 1969)에서 의미영역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과제로 알려져 있다(Watson, 1985; Marinellie & Johnson, 

2004). 더불어 정의를 하는 활동을 통해 개념을 세밀히 파악하고, 

다른 개념과의 의미적 연결을 통하여 정보를 통합하거나(Paul & 

Norbury, 2012), 의미에 해당하는 적절한 어휘를 구성하고 배열하

기도 하므로(Watson, 1985) 일상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대화의 핵

심을 파악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구현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노년층의 정의하기 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이 되는 부적절한 어휘의 사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이 영미언어권의 연구(Astell & Harley, 2002; 

Hodges, Patterson, Graham, & Dawson, 1996)를 통해 보고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군

(Kim, 2015)이나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군(Lim, 2010)과 같이 질

환이 있는 노년층의 명사 정의하기 능력이 인지기능과 밀접한 관련

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질환군에 보

다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기 특성을 확인하였으므로 정상 노인은 

주로 통제집단의 역할로 제시되었다. 이에 Kim과 Choi (2012)는 현

존하는 언어평가의 하위검사영역에 정의하기가 포함되지만(Bow-

ers, Huisingh, LoGiudice, & Orman, 2004; Wallace & Hammill, 

2002; Wiig & Secord, 1992), 그 분석 방법이 체계적이지 못함을 지

적하면서 정상 노년층의 명사 정의하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의 필

요성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언어장애

를 진단하거나 선별하는데 정의하기 능력이 중요한 준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우

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품사 중 명사에만 초점을 두고 정의하기의 

능력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품사 빈도 순위를 조사한 연구(Choi, 

2001; Kang & Kim, 2004)를 살펴보면 순위의 후반부에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으나 가장 높은 빈도의 순위를 구성하는 것은 명사, 동사, 

형용사로서 세 가지 품사의 빈도를 합산하면 전체 품사의 88.82%

로(Choi, 2001) 품사 중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 문장에서 주요 내용을 담당

하므로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문장 구성성분이 된다(Lee, 2015). 동

사나 형용사는 명사를 도와 발화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므로 

발화의 완성도와 관련이 있고 주로 주어의 행위나 상태를 설명하

는 역할을 한다(예: 명사=사자, 명사+동사=사자가 달린다, 형용

사+명사+동사=굶주린 사자가 달린다) (Lee, 2015). 그러므로 전반

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임상적 확인을 위해서는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와 형용사의 정의하기 능력을 확인하고 정의하기 유형이나 오

류분석 등을 통하여 노년층의 정의하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

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명사, 동사, 형용사의 

특성을 모두 반영한 분류 및 채점 기준을 통하여 각 집단에서 주로 

관찰되는 정의하는 유형이나 오류 유형의 양상 및 정의하기를 개시

하는 시간까지 걸리는 반응시간을 비교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90명으로 강원도와 서울에 거주하는 정

상 노인 45명과 청년 45명으로 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건강선별설

문지(Christensen, Multhaup, Nordstrom, & Voss, 1991),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

nation, K-MMSE; Kang, Na, & Hahn, 1997), 실어증-신경언어장애 

선별검사(Screening Test for Aphasia Neurologic Communication 

Disorders, STAND; Kim, Hoe, Kim, & Kim, 2009)를 통하여 정상 

규준에 해당하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집단 간 교육년수(t=  

-1.699, p>.05), K-MMSE (t = -1.963, p>.05), STAND (t = -1.466, 

p>.05)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배경정보는 Table 1

에 제시되어 있다.

검사 단어 선정

검사 단어목록은 3가지 품사(명사, 동사, 형용사)로 구성되었으

며, 난이도를 통제하기 위하여 빈도와 친숙도를 모두 고려하여 선

정하였다. 먼저 빈도의 경우, 각 품사당 한국어 사용 빈도에 대한 참

고문헌(Kang & Kim, 2009)에서 200순위까지의 고빈도 어휘를 참

고하여 중간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빈도 범주와 하위빈도 범주로 

각각 100개씩 단어를 나누었다. 친숙도의 경우, 언어병리학전공 대

학원에 재학중인 대학원생 6명에게 200개의 단어에 대한 친숙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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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rt 5점 척도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최상위점을 받은 단

어를 상위친숙도 범주, 최하위점을 받은 단어를 하위친숙도 범주로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언어병리학 박사학위소지자 1명과 제1

저자가 함께 각 품사 당 상위빈도이면서 상위친숙도에 해당하는 단

어 6개, 하위빈도이면서 하위친숙도에 해당하는 단어 6개씩 최종 

36개의 단어를 최종 선정하였다(12개 단어×3품사). 명사의 경우

는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하는 시각적인 참조물이 있는 구체명사와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추상명사의 특성이 같지 않으므로 각각 상위

빈도 및 친숙도에 속하는 단어 3개, 하위빈도 및 친숙도에 속하는 

단어 3개씩으로 구성되었다. 검사 단어는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연구 절차

정상 성인의 정의하기 검사는 소음이 없는 조용한 장소에서 연구

자와 대상자가 일대일로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반응과 검사자의 지

시는 모두 삼성 캠코더와 녹음기로 녹음하였고, 본 연구자가 정의 

반응을 직접 듣고 실시간 전사한 후 녹화된 동영상으로 대상자의 

반응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검사 절차는 먼저 대상자에게 지시

문을 들려주면서 예시와 함께 검사의 방법을 설명한 후, 품사 무작

위 순으로 검사 단어를 제시하였다. 검사의 단어는 한 단어씩 A4용

지에 인쇄되었으며 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_____가 무엇입

니까? 이것을 설명해보세요”라고 청각적으로 들려주었다. 대상자의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____의 뜻을 설명해줘야 한

다면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혹은 “____가 

무슨 뜻인지 아는 것을 모두 말해줄래요?” 라고 질문하여 반응을 

촉진하였다(Johnson & Anglin, 1995; Park, 2005). 수행 시에 정의

하기 반응을 준비하는 시간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

하여 자료 분석 시에는 대상자의 각 단어의 정의하기 과제마다 30

초 이내에 발화가 시작된 경우만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연구 절차는 한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HIRB-

2015-054)을 받았다. 

자료 분석

정의하기 점수의 채점 기준 

채점 기준은 국내 선행연구 중 정의 반응의 채점기준을 주요 특

성(단어의 속성)과 상위어, 부수적 특징으로 점수를 나눈 Park과 

Kim (2000), Lim (2010), Kim과 Choi (2012), Kim (2015)의 채점기

준을 참고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정의 점수는 총 72점(36문항×

2점) 만점이었고, 채점기준에서 주요 특성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15)의 사전적 정

의를 참고하여 기준으로 하였다. 정의 점수의 분석기준은 Appen-

dixes 2-4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정의 유형에 대한 분류기준

선행연구(Park & Kim, 2000; Park, 2005; Lim, 2010; Jang, 2012; 

J. H. Kim, 2014)의 정의 유형 분류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대상자가 

하나의 검사 낱말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답하였을 경우

에는 각각을 유형별 분석에 포함시켰다. 정의 유형 중 구체명사는 

Appendix 5, 추상명사, 동사, 형용사는 Appendix 6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기타는 기능적, 지각적, 관계적, 분류적, 특징적 정의에 해당

하지 않는 오류 반응으로서, 그 오류 유형에 따라 바로 다음에 제시

되는 기준과 같이 분류하였다. 

오류유형에 대한 분류기준

오류유형은 정의 유형에서 기타의 반응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Park (2005)과 Kim J. H. (2014)의 정의 유형에서 기타 유형을 참고

하였으며, Lim (2010)의 오류 유형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오

류유형은 Appendix 7에 제시하였다. 

반응시간

반응시간(response time)은 검사자가 검사 단어를 청각적으로 

“_____가 무엇입니까? 이것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보세요”라고 

지시한 마지막 음절이 끝난 시점부터 대상자가 정의하기를 위해 발

화의 첫 음절을 개시하기 전까지 소요된 시간을 Computerized 

Speech Lab을 사용하여 ms (1/1,000초) 단위로 분석하였다

신뢰도

자료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언어병리학을 전공한 

석사학위소지자 2명에게 검사 방법과 채점, 분석 방법에 대해 상세

히 설명한 후, 전체 자료의 10%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분석하도록 

하였다. 신뢰도는 연구자와 평가자가 일치한 반응의 수를 일치한 

반응의 수와 불일치한 반응의 수를 더한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Young group (N= 45) Elderly group (N= 45)

Mean (SD) Range Mean (SD) Range

Age (yr) 21.56 (2.13) 18-26 75.91 (4.77) 65-85
Education (yr) 13.58 (1.29) 11-16 13.00 (1.88) 12-18
Gender (male:female) 11:34 14:31
K-MMSE 29.33 (.85) 28-30 28.98 (1.01) 27-30
STAND 29.93 (.25) 29-30 29.82 (.44) 28-30

K-MMSE=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ang, Na, & Hahn, 
1997); STAND= Screening Test for Aphasia Neurologic Communication Disorders 
(Kim, Hoe, Kim, & Ki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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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산출하였다. 연구자와 제1평가자의 검사자 간 신뢰도는 정의 점

수 96.83%, 정의 유형 94.97%, 오류 유형 93.28%로 나타났으며 연

구자와 제2평가자의 검사자 간 신뢰도는 정의 점수 90.15%, 정의 유

형 92.65%, 오류 유형 90.30%로 나타났다. 제1평가자와 제2평가자

의 검사자 간 신뢰도는 정의 점수 93.10%, 정의 유형 97.55%, 오류 

유형 96.80%로 나타났다. 

자료의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는 SPSS ver. 22를 활용하여 집단 간 품사에 따른 정의 

점수, 반응시간의 차이를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으로 비교하였다. 반복측정 분산분석에서 사후분석으로 

집단 내를 대응표본 t-test로 실시하였다. 집단 간 품사별 정의 유형

과 오류유형의 비율에 대한 비교는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연령 집단과 품사에 따른 정의 점수 차이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명사(p< .001), 동사(p< .001), 형용사(p<  

.001), 총 점수(p< .001) 모든 품사의 정의 점수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는 아래 Table 2와 같다. 연령 

집단에서 품사별 점수빈도 결과는 Appendixes 8-10에 제시하였다.

연령 집단과 품사에 따른 정의 점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반복

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으로 확인한 결과, 연령 

집단과 품사의 정의 점수 간에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F=40.625, 

p< .001). 연령에 따른 품사의 정의 점수는 노년층이 청년층 보다 유

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F=53.402, p< .001). 품사에 따른 정

의 점수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 632.882, p< .001). 이

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3과 같다. 

상호작용 효과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 시 품사를 대

응표본 t-test로 실시하였다. 품사별 정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명사

가 동사(t=3.635, p< .001)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형

용사가 동사(t= -2.490, p= .015)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

다. 이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Figure 1과 같다. 

연령 집단 간의 정의 유형 차이 

구체명사의 정의 유형 차이 

연령 집단 간 구체명사의 정의 유형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로 통계 분석한 결과, 구체명사에서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기능

적(t=3.915, p< .001)으로 더 많이 정의하였으며 분류적(t= -2.541, 

p= .013)으로는 더 적게 정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한 통계분

석 결과는 아래 Table 4와 같다. 

추상명사의 정의 유형 차이

연령 집단 간 추상명사의 정의 유형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

Table 2. Definition scores by age groups 

Group Young group Elderly group t

Nouns 13.76 (4.91) 7.98 (3.62) -6.430***
Verbs 11.84 (4.13) 7.11 (4.10) -5.459***
Adjectives 12.78 (3.29) 7.80 (2.71) -7.230***
Total score 38.38 (10.89) 22.89 (9.14) -7.17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p < .001.

Table 4. Ratio of definition types in concrete nouns by age group

Concrete nouns Young group Elderly group t

Function 1.31 (22.38) 1.49 (43.45) 3.915***
Perception 2.76 (48.14) 1.49 (39.05) -1.610
Relation .64 (11.55) .36 (9.25) -.559
Category 1.11 (17.93) .36 (8.25) -2.54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p < .05, ***p < .001.

Table 3. Repeated measurement ANOVA results: definition scores by age 
groups and word class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Between
   Age
   Error

5,397.878
8,895.022

1
88

5,397.878
101.080

53.402***

Within
   Word class
   Word class× Age
   Error

28,239.656
1,812.722
3,926.622

1.583
1.583

139.333

17,835.625
1,144.881

28.182

632.882***
40.625***

***p < .001.

Figure 1. Interaction effect on definition scores by age groups and word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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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atio of definition types in abstract nouns by age group 

Abstract nouns Young group Elderly group t

Relation 3.00 (58.93) 2.78 (71.33) 2.090*
Category 1.60 (31.37) .33 (9.05) -4.374***
Feature .51 (9.70) .78 (19.62) 2.13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p < .05, ***p < .001.

Table 6. Ratio of definition types in verbs by age group

Verbs Young group Elderly group t

Relation 6.49 (64.17) 5.38 (77.26) 2.916**
Category 1.84 (17.51) 1.13 (13.10) -1.137
Feature 1.98 (18.32) .69 (9.63) -3.06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p < .01.

Table 7. Ratio of definition types in adjectives by age group

Adjectives Young group Elderly group t

Relation 7.98 (73.56) 6.36 (84.57) 2.921**
Category 1.13 (11.12) .87 (11.89) .257
Feature 1.69 (15.32) .29 (3.54) -5.44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p < .01, ***p < .001.

Table 8. Ratio of errors types in concrete nouns by age group

Concrete nouns Young group Elderly group t

Non-adequate definition .13 (27.08) .11 (10.48) -1.573
Repetition of target vocabulary .0 (.0) 1.11(57.62) 3.236**
Individual response .29 (66.67) .38 (15.71) -4.622***
Gestures .0 (.0) .62 (24.29) 2.218*
No response .02 (6.25) .05 (4.55) -.240

Values are presented as frequency (%).
*p < .05, **p < .01, ***p < .001.

Table 9. Ratio of errors types in abstract nouns by age group

Abstract nouns Young group Elderly group t

Non-adequate definition .40 (43.75) .69 (36.85) -.590
Repetition of target vocabulary .16 (23.33) .87 (37.30) 1.361
Individual response .31 (32.92) .49 (19.91) -1.525
Gestures .0 (.0) .02 (.90) 1.000
No response .0 (.0) .09 (5.05) 1.24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test로 통계 분석한 결과, 추상명사에서 노년층은 청년층 보다 관계

적(t=2.090, p= .04), 특징적(t=2.138, p= .035)으로 더 많이 정의하

였으며, 분류적(t= -4.374, p< .001)으로 적게 정의하는 경향을 보였

다. 이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5와 같다. 

동사의 정의 유형 차이

연령 집단 간 동사의 정의 유형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로 통계 분석한 결과, 동사에서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관계적(t=2.916, 

p= .005)으로 더 많이 정의하고, 특징적(t= -3.061, p= .003)으로는 

더 적게 정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6과 같다.

형용사의 정의 유형 차이 

연령 집단 간 형용사의 정의 유형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로 통계 분석한 결과, 형용사에서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관계적

(t=2.921, p= .004)으로 더 많이 정의하고, 특징적(t=5.445, p< .001)

으로 더 적게 정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7과 같다.

연령 집단 간의 정의하기 오류유형 차이 

구체명사의 오류 유형 차이

연령 집단 간 구체명사의 오류 유형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로 통계 분석한 결과, 구체명사에서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목표

어휘반복(t =3.236, p= .002), 제스처(t =2.218, p= .031)를 더 많이 

보였으며 개인적 반응(t = -4.622, p< .001)은 더 적었다. 이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8과 같다.

추상명사의 오류 유형 차이

연령 집단 간 추상명사의 오류 유형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로 통계 분석한 결과, 추상명사에서 노년층은 청년층과 오류유

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p>.05). 이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9와 같다.

동사의 오류 유형 차이

연령 집단 간 동사의 오류 유형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로 통계 분석한 결과, 동사에서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목표어휘반복

(t=3.574, p= .001), 제스처(t=2.155, p= .035)를 더 많이 보였고, 불

충분한 정의(t = -3.115, p= .003)는 더 적었다. 이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10과 같다.

형용사의 오류 유형 차이

연령 집단 간 동사의 오류 유형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로 통계 분석한 결과, 형용사에서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목표어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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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t=3.483, p= .001)을 더 많이 보였다. 이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연령 집단과 품사에 따른 정의하기의 반응시간 차이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구체명사(p< .001), 동사(p= .002), 형용사

(p= .016), 품사 전체의 총 반응시간(p= .015)이 유의미하게 길었고, 

추상명사의 반응시간에서는 연령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다. 이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연령 집단과 품사에 따른 정의하기의 반응시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으로 확인

한 결과, 연령 집단과 품사에 따른 반응시간에서 상호작용이 나타

났다(F=4.014, p= .036). 연령에 따른 품사의 반응시간은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유의하게 길었고(F= 9.582, p= .003). 품사에 따른 반응

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237.661, p< .001). 이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상호작용 효과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 시 품사를 대응

표본 t-test로 실시하였다. 품사별로 반응시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구체명사 정의하기에서의 반응시간이 추상명사(t= -6.237, p< .001), 

동사(t = -4.830, p< .001), 형용사(t = -4.618, p< .001)보다 더 짧았

다. 또한 동사 정의하기에서의 반응시간이 추상명사에서보다 더 짧

았다(t=2.549, p= .013). 이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Figure 2와 같다.

논의 및 결론

연령 집단 간 품사별 정의하기 점수를 비교한 결과, 노년층은 모

든 품사에서 청년층보다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수행의 양상을 살

펴보면, 명사에서 청년 집단은 단어의 정확한 속성과 함께 분류적

인 정의를 하며, 한가지의 개념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함께 분류적 정의를 결합하거나 해당 단어에 대한 정

확한 내용을 2개 이상 설명하여 양적, 질적으로 풍부하고 구체적으

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노인 집단은 주로 상황적 맥락과 관련하여 

정의하거나(예: 물-목마를 때) 기능적, 지각적, 검사 단어와 연관된 

다른 단어로 정의하는 경향이 빈번하였다. 반면 동사, 형용사에서

는 노인이 상황적 맥락으로 표현하거나 관련된 다른 단어로 정의하

Table 10. Ratio of errors types in verbs by age group 

Verbs Young group Elderly group t

Non-adequate definition .49 (39.45) .49 (12.91) -3.115**
Repetition of target vocabulary .91 (30.32) 3.49 (63.93) 3.574**
Individual response .29 (23.26) .56 (11.92) -1.533
Gestures .0 (.0) .18 (4.78) 2.155*
No response .07 (6.82) .13 (6.46) -.06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p < .05, **p < .01.

Table 11. Ratio of errors types in adjectives by age group

Adjectives Young group Elderly group t

Non-adequate definition .42 (35.00) .49 (17.85) -1.966
Repetition of target vocabulary .31 (20.56) 2.51 (52.40) 3.483**
Individual response .38 (36.11) 1.07 (22.16) -1.603
Gestures .0 (.0) .07 (2.71) 1.349
No response .09 (6.67) .13 (6.10) -.09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p < .01.

Table 12. Definition response times (ms) by age group

Group Young group Elderly group t

Concrete nouns 1,358.89 (709.36) 2,480.44 (1,126.97) 5.650***
Abstract nouns 2,587.56 (1,714.58) 3,140.89 (1,306.40) 1.722
Verbs 2,099.56 (1,138.81) 2,880.22 (1,199.50) 3.166**
Adjectives 2,235.33 (1,650.75) 3,051.11 (1,499.40) 2.454*
Total response times 8,778.22 (6,265.26) 11,552.67 (4,136.98) 2.47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p < .05, **p < .01, ***p < .001.

Table 13. Repeated measures ANOVA results: definition response times by 
age groups and word class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Between
   Age
   Error

164,481,430.222
1,510,584,662.222

1
88

164,481,430.222
17,165,734.798

9.582**

Within
   Word class
   Word class× Age
   Error

4,297,536,470.222
72,590,729.778

1,591,268,960.000

1.343
1.343

118.157

3,200,673,402.416
54,063,349.938
13,467,367.429

237.661***
4.014*

*p < .05, **p < .01, ***p < .001.

Figure 2. Interaction effect on definition response times by age groups and 
word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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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있었다. 정의하기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미기

억과 어휘 사전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단어를 여러 개념들

과 의미적으로 연결하여 조직화해야 하는데, 노년층은 이러한 과정

에서 단어가 가진 의미를 적절하고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명사에서 노년층의 정의하기 능력이 저하

된다는 선행연구(Kim & Choi, 2012)의 결과를 지지함과 동시에 동

사와 형용사 또한 노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집단 

간 교육년수의 차이가 정의하기의 수행력에 영향 줄 수 있으나(Bo-

twinick, West, & Storandt, 1975; Kim & Choi, 2012), 본 연구에서

는 연령 집단 간 교육년수 차이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령

에 따라 수행력의 저하가 관찰되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연령 집

단에 따른 품사 간 수행력을 확인하였을 때, 두 집단 모두 명사의 정

의 점수가 동사의 정의 점수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이유로는 동사

보다 명사가 의미면에서 더 단순하고 단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Johnson & Anglin, 1995) 단어에 대한 개념을 표상하기 쉬

워서 많은 의미적 정보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에 따른 품사별 정의하기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년층과 

청년층의 품사별 정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구체명사에서 노인 집단

은 제시되는 단어에 대하여 기능적인 측면인 사용 용도에 초점을 

맞추어 더 많이 정의하였고, 상위어 등으로 정의하는 분류적 정의 

유형은 가장 비율이 낮았으며, 청년에 비해서도 그 비율이 유의미

하게 낮았다. 이는 상위어를 통하여 정의하기 위해서는 시각화하기 

쉬운 단어 자체에 대한 의미 지식뿐만 아니라 해당 단어와 의미적

으로 자질을 공유하거나 연결되는 다른 단어와의 의미망(semantic 

networks)을 파악하고, 그 위계를 형상화 하는 능력이 필요하므로 

보다 발전된 정의하기로 간주된다(Benelli, Arcuri, & Marchesini, 

1988).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 구체명사에서 상위어 산출에 

필요한 의미망의 다각적인 활성화보다는 좀더 기본적인 단계에서 

해당 단어에 대한 기능적 의미지식을 사용하여 정의하는 것을 더

욱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반면에 추상명사와 동사, 형

용사에서는 노인이 청년보다 관계적으로 정의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추상명사와 동사, 형용사에서 노인이 단어의 속성

이나 정확한 의미보다는 관련된 상황, 사물, 조건 등을 단어와 관련

시켜 정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로 분류되었던 오류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노인 집단은 구

체명사, 동사, 형용사에서 노인이 청년보다 제시된 목표 어휘를 그

대로 사용하여 반복하거나 목표 단어에 상응하는 제스처(몸짓)로 

반응하는 경향을 더 많이 보였다. 이는 노화 과정에서 구어적 다양

성에 제약이 생겨 새롭고 다양한 단어를 연상하고 생성하는 것에

서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일 수 있으며(Kemper, Thompson, & Mar-

quis, 2001), 결과적으로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특정 의미를 설명할 

때 구어적 내용 부족과 전달 오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노

인들은 의사소통의 효용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구어를 대체할 수 

있는 제스처를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Lim, 2010)

에서는 통제군으로 포함된 정상 노인들이 정의하기 시에 목표 어휘

의 반복이나 제스처를 전혀 보이지 않아서 본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나 이러한 차이는 검사어휘가 추출된 문헌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Lim, 2010)의 경우 알츠하이

머성 치매 환자의 정의하기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주 목적이었으므

로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고빈도 어휘 중에서 국어교육용 어

휘(Kim, 2003b) 중 1등급(기초어휘)에 해당하는 구체명사(예: 칫솔, 

당근, 호랑이)만을 사용하였다. Kim (2003a)은 이 기초어휘들이 학

령기 이전의 아동들이 이미 학습한 단어의 수준에 해당한다고 명

시하고 있으며, 8-36개월 아동의 어휘를 검사하는 한국판 맥아더-

베이츠 의사소통발달 평가(Pae & Kwak, 2007)에서 제시하는 어휘 

목록에 속한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어휘는 정상 노인에게는 상대적

으로 정의하기가 쉬운 구체적인 명사였기 때문에 제스처 등이 사용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검사어휘

는 신문, 책 등의 문헌 조사를 통한 어휘집(Kang & Kim, 2009)을 

기초로 하여 추출된 어휘였기 때문에 비록 200빈도까지의 고빈도 

순위 내에서 추출되었다 할지라도 검사 어휘에 시각적 참조물이 없

는 추상 명사(예: 삶, 전쟁, 정보, 사실, 방법)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

한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Hong, Kim, Jang, & Lee, 2009)에 근거해볼 때 학령기 

이후에 학습될 수 있는 단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노인 집단은 보다 어려운 수준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수

반될 수 있는 내용 부족 등의 결함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제스처 등

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겠다.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품사별 정의하기의 반응시간을 살펴본 

결과, 노인 집단은 정의하기를 개시할 때까지 청년 집단 보다 더 많

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정의하기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의미 어휘사

전으로의 접근과 더불어 정보를 조직화하고 단어를 인출하는 과정

이 필요한데 이는 각각 인지언어적 활동에 기반이 되는 측두엽과 

전두엽의 기능으로 알려져 있다(Aine et al., 2011; Chow et al., 2008). 

그러나 노화에 따른 전두엽과 측두엽의 기능 자체의 감퇴와 더불

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의미망으로 접근하거나 활성화하는 속도

가 지연되는 것(Abraham et al., 2012)으로도 반응 속도의 지연을 

해석해 볼 수 있다. 정보의 접근이나 활성화를 담당하는 것은 신경

망 내의 전달과정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노화에 따라 단어 인출을 

담당하는 전전두엽(prefrontal lobe)영역과 연결되는 백질(white 



http://dx.doi.org/10.12963/csd.16292278    http://www.e-csd.org

Ye Seul Kim, et al.  •  Defining Nouns, Verbs, and Adjectives

matter)의 신경생리적 변화가 보고되고 있고(Kanchibhotla et al., 

2013), 정의하기와 같이 전전두엽의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

ing) 기능을 필요로 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므로(Abraham et al., 2012), 이러한 신경생리적 변화가 반

응 개시 시간에 반영되었을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추상명사의 경

우 오류 유형이나 반응시간의 측면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

지 않았다. 구체명사와는 대조적으로 추상명사는 해당 단어에 대

한 시각적 참조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어의 개념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표상하여 정의하는 것에서 청년과 노년 모두 어려움을 보

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명사, 동사, 형용사 정의하기 과제를 통하여 정상 

노화에 따른 노인의 의미 어휘처리 과정의 특성을 관찰하였으며 

이는 노화에 따른 정상적인 언어 능력의 변화에 대한 연구 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겠다. 또한 다양한 품사로 이루어진 정의하기 

과제가 의미 어휘영역의 평가 및 중재 시에 유용한 과제로 사용될 

수 있으며, 품사의 특성을 반영한 0-2점 척도로 이루어진 간소화된 

분석방법을 통하여 임상 상황에서 연령에 따른 정의하기 능력의 

차이를 효율적으로 감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류 유형 분석을 통하여 정의하기 시에 저하된 노인들은 구어적 

의미 어휘능력의 감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스처의 수단을 사용함

을 관찰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의미 어휘능력의 발달은 생애에 걸쳐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18개월부터 6세까지 하루 평균 9-10개의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며, 약 10세가 되면 1년에 약 5-6천 개씩 새로

운 단어를 습득한다(Choi, 2001). 청년기에도 새로운 약 45,000-

50,000여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면서 의미망을 점차 확대하게 된다

(Choi, 2001).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의미 어휘능력의 전 생애적

인 발달과 퇴화의 관점에서 청년층 이후에 장년층, 노년층으로 이

어지는 정의하기 능력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검사 

단어 선정 측면에서의 본 연구의 제한점은 참고문헌(Kang & Kim, 

2009)에서 200순위까지의 어휘를 선택하였으므로 고빈도나 중빈

도의 단어가 비교적 많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

서는 검사 단어 선정 시 저빈도나 난이도가 높은 단어 등을 사용하

여 단어 빈도에 따른 정의하기 능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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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검사단어

품사 상위친숙도 단어 하위친숙도 단어

명사(12개)
   구체명사(6개)
   추상명사(6개)

손, 학교, 아버지
사실, 방법, 문제

책, 물, 친구
삶, 전쟁, 정보

동사(12개) 찾다, 열다, 잡다, 바꾸다, 나누다, 떨어지다, 놀라다, 달리다, 사라지다, 움직이다, 태어나다, 좋아하다

형용사(12개) 뜨겁다, 똑같다, 무섭다, 날카롭다, 부끄럽다, 커다랗다 맵다, 둥글다, 고맙다, 괴롭다, 배고프다, 시끄럽다

 Appendix 2. 구체명사의 정의 점수 채점 기준  

점수 보통명사 예 (아버지)

1점 주요 특성 어머니의 반대 개념이고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 

1점 상위어 가족 구성원 중 한 분

2개 이상이면 1점 부수적인 특성 어머니의 반대 개념 / 남자 / 낳아주셨다

0점 오류 오류유형의 예 참고

Appendix 3. 추상명사의 정의 점수 채점 기준

점수 추상명사 예 (문제)

1점 주요 특성 과제 같이 해결해야 하는 것 

1점 상위어나 동의어 논쟁 / 논의

2개 이상이면 1점 부수적인 특성 시험칠 때 / 과제 같은 거 / 풀어야 하는 것

0점 오류 오류유형의 예 참고

Appendix 4. 동사, 형용사의 정의 점수 채점 기준

점수 동사, 형용사 예 (똑같다)

1점 주요 특성 젓가락 같이 다른 점이 없다.

1점 동의어 동일하다

2개 이상이면 1점 부수적인 특성 쌍둥이 / 젓가락 / 다름이 없다

0점 오류 오류유형의 예 참고



http://dx.doi.org/10.12963/csd.16292 http://www.e-csd.org    281

노화에 따른 명사, 동사, 형용사 정의하기 특성  •  김예슬 외

Appendix 5. 구체명사의 정의 유형

정의 유형 하위 정의유형 특성 예

기능적정의 행위자 기능 목표단어의 움직임, 생물 뿐만 아니라 무생물이 행위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해당됨 손: “무엇을 집을 수 있게 해줘요"

도구적 기능 목표단어로 할 수 있는 기능 물: “마실 수 있어요”

지각적 정의 부분 목표단어의 실물 중 특징적인 부분 손: “다섯 개의 손가락, 지문이 있어요”

재료 목표단어가 무생물일 때, 그의 구성성분 책: “종이고 글자가 있어요”

속성 목표단어의 특유의 여러 가지 속성들(소리, 모양, 크기, 길이, 양, 색, 속도, 온도, 세기, 
맛, 무게 등)

물: “차갑고 무색인 액체”

관념/추상 목표단어의 속성이나 특징에 관한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 학교: “학문을 배우는 곳이에요”

관계적 정의 배경 목표단어의 존재나 기능에 관련된 시간, 조건, 이유 상황 물: “목마를 때”

위치 목표단어와 관련된 위치 책: “도서관에 많이 있어요”

비유/비교/대조 목표단어를 ‘-처럼’, ‘-같은’을 사용해 다른 단어로 비유하거나 ‘-보다’를 사용하여 비교함. 
또한, 목표단어와 관련된 반대어를 사용하여 비교함

물: “산소와 같이 지구상에 필요한 거예요”

부정 ‘안’, ‘못’, ‘아니다’ 등을 사용하여 다른 유형을 부정 아버지: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

관련실체 목표단어와 특히 관련된 사물이나 사람 학교: “제자가 있고 선생이 있어”

원리 목표단어를 작동시키는 원리나 목표단어가 만들어진 원리 책: “저자가 많은 줄거리를 써서 팔고 읽고 
하는 그런 거에요”

분류적 정의 특징 상위어 목표단어를 포함하는 특징 상위어 손: “신체의 일부분”

일반적인 상위어 적절한 상위어 대신 ‘것(thing)’ 혹은 ‘물건(object)’ 같은 단어가 산출되는 경우 책: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

하위어 목표단어의 종류 책: “소설책, 잡지책이 있어요”

동의어/유의어 목표단어와 같은 뜻을 나타내거나 비슷한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산출되는 경우 친구: “프랜드

기타 오류 유형 참고 위의 정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오류유형의 예 참고

Appendix 6. 추상명사, 동사, 형용사의 정의 유형

정의 유형 하위 정의유형 특성 예

특징적 정의 목표단어의 특유 핵심 자질들(사전적 정의) 전쟁: “나라간의 세력 다툼”

관계적 정의 배경 목표단어의 존재나 기능에 관련된 시간, 조건, 이유 상황 찾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하는 행동”

위치 목표단어와 관련된 위치 달리다: “운동장에서 하지”

비유/비교/대조 목표단어를 ‘-처럼’, ‘-같은’을 사용해 다른 단어로 비유하거나 ‘-보다’를 사용하여 비교함. 
또한, 목표단어와 관련된 반대어를 사용하여 비교함

날카롭다: “칼 같은 거”

부정 ‘안’, ‘못’, ‘아니다’ 등을 사용하여 다른 유형을 부정 시끄럽다: “조용하지 않는 거죠”

관련실체 목표단어와 특히 관련된 사물이나 사람 맵다: “청양고추”

원리 목표단어를 작동시키는 원리나 목표단어가 만들어진 원리 놀라다: “무서운 거를 봐서 갑자기 심장 박동
수가 높아지고 얼굴이 찡그러지면서 소리
를 내는 그런 거죠”

분류적 정의 특징 상위어 목표단어를 포함하는 특징 상위어 사실: “보이는 그대로의 현상”

일반적인 상위어 적절한 상위어 대신 ‘것(thing)’ 혹은 ‘물건(object)’ 같은 단어가 산출되는 경우 문제: “해결해야 하는 것”

하위어 목표단어의 종류 삶: “인생”

동의어/유의어 목표단어와 같은 뜻을 나타내거나 비슷한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산출되는 경우 잡다: “줍다”

기타 오류 유형 참고 위의 정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오류유형의 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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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7. 오류유형

오류유형 설명 예

불충분한정의 목표 어휘에 해당하는 주요한 특성이나 상위어에 대한 언급 없이 부수적인 특성을 하나만 이야기 하는 경우 달리다: “다리”

제스처 목표 어휘를 설명하지 않고, 지시하거나 가리키는 경우 손: “(손을 가리키며) 이거잖아”

목표어휘반복 목표어휘와 관련된 예가 아닌 단순히 목표 어휘를 포함한 문장이나 목표 어휘를 반복하는 경우 달리다: “달리다, 달리다”

개인적인 반응 목표 어휘와 관련된 개인적인 생각이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 삶: “지금의 내 삶은 힘들어”

무응답 모른다고 응답하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정보: “모르겠어요”

Appendix 8. 연령 집단과 명사에 따른 정의 점수의 빈도와 비율(%)

Nouns Young group Elderly group t

Score 0 1.76 (14.63) 4.67 (38.89) 5.168***

Score 1 6.73 (56.11) 6.69 (55.74) -.071

Score 2 3.51 (29.26) .64 (5.37) -5.28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p<.001.

Appendix 9. 연령 집단과 동사에 따른 정의 점수의 빈도와 비율(%) 

Verbs Young group Elderly group t

Score 0 2.31 (19.26) 5.40 (45.00) 5.135***

Score 1 7.53 (62.78) 6.09 (50.74) -2.263*

Score 2 2.16 (17.96) .51 (4.26) -3.52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p<.05, **p<.01, ***p<.001.

Appendix 10. 연령 집단과 형용사에 따른 정의 점수의 빈도와 비율(%)

Adjectives Young group Elderly group t

Score 0 1.49 (12.41) 4.38 (36.48) 6.259***

Score 1 8.24 (68.70) 7.36 (61.56) -1.608

Score 2 2.27 (18.89) .22 (1.96) -5.43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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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노화에 따른 명사, 동사, 형용사 정의하기 특성

김예슬1·윤지혜2

1한림대학교 보건대학원 언어병리학과, 2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배경 및 목적: 노화로 인한 의미론적 처리 능력의 감퇴는 목표어휘에 대한 적절한 내용을 이해하고 관련된 어휘를 산출하는 정의하기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품사 사용빈도를 보면 명사와 동사, 형용사가 전체 품사의 약 90%정도를 차지하므로 명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사에서 관찰되는 정의하기 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상 노인을 대상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 품사

별 정의하기 능력을 살펴보고, 그 수행력을 청년과 비교하여 결과에 따른 임상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정상 노인 45명과 

청년 45명을 대상으로 총 36개의 단어에 대한 정의하기 과제를 시행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 중에서 30초 이내의 발화만

을 선택하여 정의반응점수, 반응시간과 정의 유형, 오류 유형을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정의반응점수는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모든 품

사에서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둘째, 품사별 정의유형은 연령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품사별 정의하기 과제에서 오

류 유형은 연령 간 구체명사, 동사, 형용사에서 유의미한 오류 유형을 보였다. 넷째, 품사별 정의하기의 반응시간에서는 구체명사, 동사, 

형용사에서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유의하게 느리게 반응하였다. 논의 및 결론: 위의 결과를 토대로 노년층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구어적 

다양성에 제약이 생겨 새롭고 다양한 단어를 연상하고 생성하는 것에서의 어려움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정의하기, 명사, 동사, 형용사, 노화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306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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