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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국내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7년 현재 전체 인구의 

14.2%로 ‘고령사회’의 기준치인 14%를 넘어섰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8). 노인 인구는 2008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여 201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13.5%)가 0∼14세 

인구(13.4%)를 초과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추세로 미루어 볼 

때 2026년경이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7).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으로 

구성되는 초고령사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성원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특히, 노년의 시기를 적극적이고 풍요롭게 보

내고자 하는 개인적·사회적 욕구가 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 문제는 전 사회적인 화두로 급부

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quality of communica-

tion life, QCL)’은 다양한 의사소통장애로 인해 손상된 의사소

통 능력이 의사소통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일상 또는 사회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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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 참여 등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Paul et al., 

2004). 이는 실어증, 마비말장애, 인지-의사소통장애 등 성인의 

후천성 의사소통장애뿐 아니라 노화로 인한 인지-언어적 변화, 

특정 질환으로 인한 아동 및 청소년기의 발달적 언어장애 등이 

삶의 질적 측면에 미치는 개인적·심리사회적 영향을 모두 포괄

한다(Paul et al., 2004).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ASHA,  

2016)은 언어병리학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을 극대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학문이라 명시하였다. 이는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

이 학문적·임상적 차원에서 매우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의사소통장애의 맥락과 어떻게 연

계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Cruice, 

2008). 특히 노화에 따른 인지-언어적 변화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주관적인 인식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아 삶의 질적인 차

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기가 쉽지 않다. 

노인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은 심리적 안녕(well-being)과 

사회적 건강 등 개인적 삶의 경험이라는 총체적인 맥락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Cruice, 2008). 즉, 정신 건강, 신체적 기능, 연

령, 성별, 대처 기술과 같은 개인적 요인, 그리고 가족 및 지인의 

지원과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지지, 지역사회 내 의사소통의 

접근 등 환경적 요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노화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뿐 아니

라, 노년기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

다. 실제로 노인의 의사소통 능력은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기능

에 관여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한 영향 요인에 

해당한다(Forte et al., 2015). 예컨대 노인의 화용언어 능력은 

신체적 건강, 사회적 관계 및 환경과 관련된 삶의 질에 크게 기

여한다(Lee, 2016). 

노년기의 만족도는 주로 의사소통의 양상에 따라 달라지는

데, 이로 인해 의사소통 능력이 노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경

우가 많다(Fowler et al., 2015). 실제로 50세 이상 성인들은 의

사소통 문제가 클수록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보고가 있다(Kerr 

et al., 2003). 80세 이상 초고령층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기술을 

분석한 결과, 나이가 들수록 다양화된 의사소통 양식을 제대

로 활용하지 못하나 의사소통의 목적은 보다 뚜렷해지는 경향

을 보였다(Sims et al., 2017). 즉, 노인들은 의사소통을 통해 심

리적 안녕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동기(social motivation), 

그리고 신체적 안녕을 위한 정보적 동기(informational moti-

vation)가 더 확고해지는 경향이 있다.

삶의 질은 다소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규

정되거나 평가될 수 있다(Logsdon et al., 2002). 개인의 구체적

인 행동과 객관적인 환경, 심리적 안녕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 

자체는 상호 연계되는데, 특히 인지 문제를 갖는 노인의 경우 

상관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Logsdon et al., 2002).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는 교육 수준, 경제력, 가족관

계, 사회활동, 인지 능력 등이 있으며, 이 중 일상생활의 광범위

한 기능을 발휘하는 데 기여하는 전반적 인지 능력은 노인의 의

사소통 관련 삶의 질의 주요 영향 요인이다(Forte et al., 2015). 

즉,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인지 능력의 저하는 역동적이면서도 

점진적인 양상을 띠기 때문에 노년기의 삶을 전반적으로 좌우

한다(Arrieta et al., 2018). 

고차원적 인지 능력(higher order cognition)은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인지 영역으로, 추론력, 문제 해결력, 논리력, 창의력, 

집행기능을 포괄한다(Lee, 2017). 다시 말해 모니터링과 통제의 

역할을 하는 메타 인지적(meta-cognitive) 정보 처리 과정을 의

미한다. 노화는 이 같은 고차원적 인지 처리의 효율을 저하시킨

다(Forte et al., 2015). 65∼75세의 노인을 대상으로 집행기능과 

삶의 질 간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억제 효율성(inhibitory ef-

ficiency), 인지 유동성(cognitive flexibility) 등 집행기능 관련 

수행력이 노인의 삶의 질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었다(Forte et 

al., 2015). 노인의 삶의 질과 상관성이 높은 인지-언어 능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문제 해결력, 집행기능과 같은 고차원적 인

지와 화용언어 능력이 사회적 관계와 환경 관련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쳤다(Lee, 2016). 이는 사회적 참여 정도를 강조하는 사회

적 접근으로서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즉, 사회적 접근으로서의 삶의 질을 높

이기 위해서는 고차원적 인지 능력에 근간한 의사소통 기능이 

필수적이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특정한 결과를 성취하는 데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Bandura, 2010).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정

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보편적이거나 추상적인 지

시가 아니라 특정한 문제를 스스로 극복한 경험을 통해 강화된

다(Blazer, 2002). 노인의 자기효능감은 노화의 한계를 수용함

과 동시에 또 다른 잠재력을 인식하도록 자극함으로써 한계를 

보상하는 기능을 한다(Bandura, 2010; Blazer, 2002). 반면에 

노화에 대한 불안감이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도 있다(Fowler et al., 2015). 노년기에 자기효능감

을 긍정적으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인지-언어 능력, 사회적 능

력 및 생산성, 정신 건강 등에 기반한 통합적 능력과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요구된다. 노인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효능

감, 삶의 질이 상호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은 성공적인 노년의 주요 전제가 될 수 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우울(depression)은 개인적 차원을 넘

어 점차 사회 인지적(social cognitive) 접근을 통해 논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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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이다. 배우자를 포함한 의미 있는 타자의 사망과 은퇴 등

으로 사회적 지지가 약화되면서 노인의 상실과 고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여기에 신체적인 건강의 위협까지 더해져 노

년기의 정신 건강은 여러 모로 취약해진다. 이때 의사소통은 노

화로 인한 감정적·신체적 상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예

를 들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노인의 경우 다양한 감정적·

신체적 변화에 대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Chan et al., 2015). 

우울과 인지-언어 능력,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 간의 상관성은 

주로 인지 문제를 갖는 노인을 대상으로 논의되거나(Arrieta et 

al., 2018), 청력 저하와 우울,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 간의 관계

에 국한된 연구들이 많다(Scarinci et al., 2008). 최근에는 노인

의 우울을 극복하는 요인으로 긍정적인 의지, 적극적이고 적응

적인 자기효능감, 높은 삶의 질 등을 꼽기도 한다(Blazer, 2002). 

노인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접근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삶의 질이라는 광범위한 맥락 내에

서 전반적 인지 능력과 고차원적 인지 능력(집행기능 등), 신체

적 건강(청력, 근육 등), 의사소통 능력, 자기효능감 등을 영향 

요인으로서 분석한 연구들이다(Forte et al., 2015; Logsdon et 

al., 2002). 둘째,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health related qual-

ity of life)에 중점을 두고 연령, 교육 수준, 인지 및 언어 능력, 

만족감, 우울 및 스트레스 등과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연구들도 

있다(Ronzi et al., 2018). 셋째, 노인의 의사소통 능력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성에 주목한 연구들이다(Fowler et al., 2015). 

즉, 노인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대한 기존의 접근들은 지

나치게 광범위한 경우가 많고, 의사소통에 초점을 둔 삶의 질

과 이에 대한 영향 요인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한 연

구들이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노년기 삶의 질적 양상에 기여

하는 변인들에 근거하되, 의사소통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요인

을 고려하여 전반적 삶의 질, 인지 요인, 심리·정서적 요인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요약하면 노인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은 노화로 인한 삶의 

질적 변화를 진단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요인이나 예측 변

인, 주요 양상 등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신경학적 질환이 없는 정상 노인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을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들이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

과 어떠한 상관성을 갖는지 분석하고, 노인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유용한 예측 변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 전반적 삶의 질, 전반적 

및 고차원적 인지 능력, 심리·정서 영역의 특징적 양상을 알아

본다.

둘째, 노인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과 다른 변인들 간의 상

관성을 살펴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변인들 중 노인의 의

사소통 관련 삶의 질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이 무엇인지 알

아본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서울 지역에 거주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총 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서

울시 소재 노인 복지관 1곳과 노인정 2곳, 기타 자원자들로부터 

표집되었다. 연령의 분류 기준은 매우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규정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였다. 

노인 집단의 선정 기준에는 1) 만 65세 이상의 노인, 2) Ko-

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의 정상군 

규준(Kang, 2006)에 의거해 정상 범주에 속하는 노인, 3) 신경

학적 질환의 병력이 없는 노인, 4) 최소 6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인이 포함되었다. 

연령, 교육 연수, K-MMSE의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등 대

상군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 도구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 평가

노인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ASHA)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ASHA QCL) (Paul et al., 2004)를 활

용하였다. QCL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의사소

통 관련 삶의 질 평가 척도로, 국내의 문화적 특성을 감안한 번

안본(Choi et al., 2011)을 참고하여 적용하였다. QCL에는 전반

적인 삶의 질에 관련된 1개 문항, 구체적인 행동이나 기술에 관

한 17개 문항을 합쳐 총 18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Table 2).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까지 5점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평정하며, 18개 문항에 

대해 평정한 평균치를 최종적인 점수로 제시한다. 점수가 높을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 Analytic sample (n = 22)
Age (yr) 75.55 (± 5.33)
Gender (m:f) 10:12
Education level (yr)   9.95 (± 3.11)
K-MMSE 24.32 (± 2.28)

K-MMS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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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반적 삶의 질 평가

전반적인 삶의 질은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단축

형(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BREF, WHO-

QOL-BREF) (Min et al., 2002)을 통해 평가하였다. WHO-

QOL-BREF는 전반적 삶의 질, 신체적 건강, 심리, 사회적 관

계, 환경 등 5개 영역에서 총 26개 항목을 평가하는 삶의 질 관

련 척도이다(Table 2).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영

역별 점수 범위는 4∼20점이다. 5개 영역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시사한다. 

전반적 및 고차원적 인지 능력 평가

노인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인지적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전반적 인지 능력과 고차원적 인지 능력을 평가

하였다. 전반적 인지 능력은 K-MMSE를 통해 평가하였는데, 여

기에는 지남력, 기억력, 주의력 및 계산, 언어 능력(이름대기/따

라말하기/명령시행/읽기/쓰기), 시공간 능력이 포함된다(Table 

2). K-MMSE는 총 30문항으로, 각 문항당 1점씩 점수를 배당

하는 선별검사이다. 

고차원적 인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Cognitive-pragmatic 

language ability Assessment Protocol for Traumatic Brain 

Injury (CAPTBI) (Lee, 2013)를 적용하였다. CAPTBI는 정상 

노인 및 신경학적 뇌 손상 환자의 인지-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9개 영역에 대해 총 5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차원적 인지 능력인 조직화 능력, 문제해결력, 추

론력, 집행기능에 해당하는 22개 문항의 총점을 산정하였다

(Table 2). 문항당 2점씩 점수를 부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고

차원적 인지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정서 영역 평가

노년층의 심리·정서적(psychoemotional) 측면에 대한 평가

는 자기효능감 및 우울의 정도를 통해 알아보았다. 자기효능감

은 Sherer et al.(1982)이 개발한 Sherer et al. General Self-

Efficacy Scale (SGSES)을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의 평가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빈번히 활용되는 척도로는 Sherer et al. 

(1982)의 자기효능감척도, Smith & Betz(2000)의 사회적 자기효

능감척도 등이 있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척도는 특정한 사회적 

상황들을 포함하고 있어 노인의 전반적인 자기효능감을 평가하

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노

인 관련 선행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어 이미 신뢰도

가 검증된 바 있는 SGSES를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SGSES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평가하는 척도로,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Table 2).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

우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전체 문항에 

대한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단축형 노인우울척도인 15-item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15) (Yesavage et al., 1982)

을 적용하였다. 이는 노인의 우울 관련 척도 중 가장 보편적으

로 활용될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미 우울증 선별검사로서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바 있다(Park et al., 2006). 15개 문

항으로 구성된 GDS-15는 총점 1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

아니오’의 반응에 대해 문항별로 점수가 부여된다(Table 2). 높

은 점수일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이다.

연구 절차

2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 전반적 삶

의 질, 전반적 및 고차원적 인지 능력, 심리·정서 영역에 대한 평

가를 각각 시행하였다. 모든 검사는 조용한 방에서 일대일로 진

행하였으며, 사전 면담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정보 및 ‘읽기’ 수행

력을 확인하였다. 정상군 선별을 위해 K-MMSE를 가장 먼저 

Table 2. Assessment tools

Domain Tools Number of items Total score
QCL QCL 18 1-5
Quality of life WHOQOL-BREF 26 100
Cognition

General cognition K-MMSE 30   30
Higher order cognition CAPTBI (organization/reasoning/problem solving/executive function) 22   44

Psycho-emotional
Self-efficacy SGSES 17 17-85
Depression GDS-15 15   0-15

QCL: quality of communication life, WHOQOL-BREF: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BREF, K-MMS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CAPTBI: Cognitive-pragmatic language ability Assessment Protocol for Traumatic Brain Injury, SGSES: Sherer et al. 
General Self-Efficacy Scale, GDS-15: 15-item Geriatric Depressio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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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후, QCL, SGSES, GDS-15를 각각 자가 진단하도록 하

였다. QCL과 SGSES는 각 문항별로 5점의 리커트 척도가 함께 

제시되었다. CAPTBI는 검사자가 지시문 및 자극을 시·청각적

으로 제시한 후 피검자의 반응을 기록하였다. 3점 척도(0, 1, 2)

를 적용하여 채점하되, 문항에 따라 정반응 개수, 정·오반응 여

부, 명시화된 기준 등에 근거하여 점수를 산정하였다. 

통계 분석

본 연구를 위한 통계 분석은 Statistical Product and Service 

Solution 25.0 (SPSS 25.0 version; IBM Corp., Armonk, NY, 

USA)을 활용하였다. 기술통계 결과를 통해 각 영역에 대한 수

행력을 살펴보았다. 노인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과 각 영향 요

인들 간의 상관성은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

efficient) 분석을 활용해 알아보았다. 또한 단계적 다중선형 회

귀분석(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노인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을 예측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

석하였다. 

RESULTS

영역별 수행력

노인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 전반적 삶의 질, 전

반적 및 고차원적 인지 능력, 심리·정서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

시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QCL을 통해 살펴본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은 평균 4.13 

(± 0.41)으로 나타났다. QCL에 대해 국내의 표준화된 규준 점

수가 없어 선행 연구(Choi et al., 2011)에 근거하여 수행력을 비

교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12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

구의 평균 점수(3.63) 및 90명의 청각장애 청소년의 평균 점수

(3.62)보다 높고, 180명의 정상 청소년의 평균 점수(4.28)보다 낮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WHOQOL-BREF의 평가 결과 노인의 전반적 삶의 질은 평

균 71.41(± 11.62)이었다. 한국판 WHOQOL-BREF (Min et al., 

2002)의 표준화된 규준 점수가 ‘전반적 삶의 질’을 제외한 4개 

영역에만 국한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 결과 중 4개 영역의 

합산 점수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의 전

반적 삶의 질에 대한 평균 점수(53.56)가 규준 점수의 평균치

(50.9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K-MMSE를 통해 평가된 전반적 인지 능력은 평균 24.32(± 

2.28)로 연령 및 교육 연수를 고려한 국내 규준 점수(Kang, 2006)

와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또한 CAPTBI의 조직

화 능력, 문제해결력, 추론력, 집행기능에 대한 수행력을 합산한 

고차원적 인지 능력의 평균은 33.86(± 3.52)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55~64세의 정상군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Lee, 2013)의 

평균 점수(35.99)와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수치에 해당하였다.

노인의 심리·정서 영역에서 자기효능감을 살펴본 결과 SGSES

의 평균은 58.23(± 7.29)이었다. 이는 Imam(2007)이 제시한 규

준 점수(59.28)보다 다소 낮은 수치에 해당하였다. 또한 GDS-15

를 통해 평가한 우울의 정도는 6.64(± 2.15)로, 55세 이상의 노인

을 대상으로 한 국내 선행 연구(Cho et al., 1999)의 평균 점수

(8.22)보다 낮았다. 그러나 임상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절단

점(cut-off score)인 6점(Yesavage et al., 1982)보다는 높게 나

타났다.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과 다른 변인들 간 상관성

노인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과 다른 변인들 간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 삶의 질, 전반적 인지 능력, 고차원적 인지 

능력, 자기효능감과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p ＜ 0.01). 이들 4
개 변인의 상관계수 범위는 0.806에서 0.962로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과 ‘매우 높은’ 정도의 정적 상관성이 있었다. 우울의 정

도에 대한 상관계수는 -0.948로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과 ‘매

Table 3. Outcome measures  

Measures Mean SD
QCL   4.13   0.41
WHOQOL-BREF 71.41 11.62
K-MMSE 24.32   2.28
CAPTBI  

Organization    8.41   1.14
Reasoning 11.82   2.75
Problem solving 10.73   0.98
Executive function   2.91   1.02
Total 33.86   3.52

SGSES 58.23   7.29
GDS-15 (GDS-15 < 6) 6.64 (n = 8)   2.15
SD: standard deviation, QCL: quality of communication life, WHO-
QOL-BREF: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BREF, K-
MMS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CAPTBI: Cogni-
tive-pragmatic language ability Assessment Protocol for Traumatic 
Brain Injury, SGSES: Sherer et al. General Self-Efficacy Scale, GDS-
15: 15-item Geriatric Depression Scale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QCL and other variable

Variables
QCL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Quality of life  0.806*
General cognition  0.948*
Higher order cognition  0.841*
Self-efficacy  0.962*
Depression -0.948*
*p < 0.01, †95% confidence intervals. QCL: quality of communica-
tio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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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높은’ 부적 상관성을 나타내었다(p ＜ 0.01). 즉, 우울의 정도
가 심할수록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QCL과 5개 변인들 간의 상관성은 Table 4와 같다.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의 예측 변인

노인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연령, 성별, 

교육 연수를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교육 연수가 의사소

통 관련 삶의 질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었다(p ＜ 0.01). 또한 
전반적 인지 능력(p ＜ 0.01), 그리고 고차원적 인지 능력 중 조
직화 능력(p ＜ 0.05)이 노인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을 예측
하는 인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기타 요인 중에는 자기효능감 

및 우울의 정도가 노인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주요 

예측 변인이었다. 

DISCUSSIONS

의사소통은 한 개인이 삶 전반에 걸쳐 겪는 장단기적인 어려

움과 적응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루는 데 핵심적인 기능이다

(Nussbaum, 2007). 고령화 시대에서 노년기는 더 이상 잉여적

이거나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의미 있는 타자와의 의사소통

을 통해 난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공식적·비공식적 

과업을 달성하는 역동적인 의미이다. 따라서 노인의 의사소통 

능력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강력한 변인에 해당한다. 즉, 

노년기 삶의 질의 핵심은 지속적인 성장 과정 및 사회적 맥락에

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다(Cohen, 2001). 따라서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이 전제되지 않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획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Nussbaum, 2007). 

노인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요인은 매우 다

양하다.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은 의사소통 기능, 인지-언어적 

처리, 신체적 건강, 사회적 참여 등 생리적·개인적·사회적 영역

의 경험적 소산이므로, 그 특징적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변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Baylor et al., 2005). 특히 

기존의 연구들은 노년기 삶의 질이라는 광범위한 맥락 내에서 

연령, 교육 등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전반적 인지 능력, 신체적 

요인, 스트레스나 만족감 등을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Forte et al., 2015; Logsdon et al., 2002; Ronzi et al., 2018). 

노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다룬 경우에도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

에 주목하거나 직접적인 영향 요인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었

다(Fowler et al.,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변인들로서 전반적 삶의 질, 전반적 

및 고차원적 인지 능력, 심리·정서 영역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과 전반적 삶의 

질은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노화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된다(Naqvi et 

al., 2013). 65세 이상의 정상 노인 66명을 대상으로 화용언어 

능력과 삶의 질 간의 상관성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화용언어

가 사회적 관계 및 환경, 신체적 건강 등과 관련된 삶의 질과 

큰 상관성을 보였다(Lee, 2016). 즉, 일상생활의 기능적인 의사

소통 능력을 반영하는 화용언어가 노인의 삶의 질 전반에 관여

한다. 예를 들어 노인은 문맥을 적절히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져 

장황하고 반복적인 발화를 산출한다(Lee, 2017). 또한 비유언

어나 상징언어에 대한 맥락적 해석과 사회적 의사소통 등 전반

적인 화용언어 능력이 저하된다(Lee, 2017). 이러한 기능적 의

사소통 능력이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노인을 대상으로 언

어 자극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예방적 조치들이 증가

하는 추세이다(Naqvi et al., 2013).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

화에 따라 의사소통 기능이 저하되거나 주관적 인지장애(sub-

jective cognitive impairment), 인지-언어적 저하에 대한 주관

적 호소(subjective complaints) 등을 보이는 노인들을 대상으

로 임상 전(preclinical) 단계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재 

방법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노화에 따른 인지-언어적 변화와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 간

의 상관성은 다각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신경학적 차원

에서는 노화가 뇌의 구조적·기능적 변화를 초래한다는 데 주

목한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뇌의 무게와 용적은 10∼15%

까지 감소하며,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 및 전두엽, 두정엽 

내 회백질(gray matter)의 용량이 줄면서 급격한 뇌 위축(brain 

atrophy)이 발생한다(Raz, 2005). 기능적인 측면에서 노인은 기

억력을 관장하는 뇌 영역의 편재화(lateralization)가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Cabeza, 2002). 즉, 양 반구를 모두 활용해 노화

로 인한 신경인지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전전두엽과 

측두엽의 기능이 두드러지게 변화하고(Cabeza, 2002), 전전두

엽과 전두엽 내 백질(white matter)의 용량 및 효율성이 달라지

Table 5. Predictors of quality of communication life

Predictors
Standardized 
β coefficient‡ 

Adjusted 
R2

Demographic factor
Education  0.954* 0.906

Cognitive factor
General cognition  0.816* 0.910
Organization (higher order cognition)  0.194† 0.910

Other factor
Self-efficacy  0.584* 0.949
Depression -0.414* 0.949

*p < 0.01, †p < 0.05, ‡95% confidence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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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복합적인 인지 변화를 초래한다. 노인들의 언어 능력이 저

하되는 것도 인지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능력이나 기

억의 용량 자체가 변화하는 데 기인한다(Braver et al., 2005). 

노화로 인해 작업기억, 집행기능 등이 저하되면서 원활한 의

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Lee, 2017). 본 연구에서 노인의 의

사소통 관련 삶의 질은 전반적 인지 능력 및 고차원적 인지 능

력과 상관성이 매우 높았다. 특히 조직화 능력, 문제해결력, 추

론력, 집행기능과 같은 고차원적 인지 능력은 복합적인 인지-

언어적 처리에 광범위하게 관여한다는 점에서 본 결과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최근에는 노화가 작업기억과 집행기능에 미치

는 영향이 강조되면서 언어와 의사소통의 변화를 이들과의 연

계 속에서 파악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McDowd et al., 

2011). McDowd et al.(2011)은 젊은 층과 노년층의 다양한 구어 

유창성을 처리 속도, 억제, 작업기억 용량, 구어 능력과 비교함

으로써 작업기억 용량이 낮은 노인일수록 처리의 효율성에 더 

의존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즉, 젊은 층의 집행기능은 다양한 

표상을 저장하는 작업기억 용량과 관련되는 반면, 노년층은 저

하된 작업기억에 정보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효율성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따라서 의사소통에 근간하는 다양한 수준의 인지-언어 능력

을 파악하는 것은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특히 최근에는 노인의 일상생활과 직결되

는 기능적인 문제들을 의사소통과 연계시킴으로써 질적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원활한 신체 및 사회, 

여가 활동에 요구되는 핵심적인 인지-언어 능력을 분석하거나, 

노인의 주요 의사소통 파트너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삶의 질적 

요인들을 다룬 연구들이 그 예이다(Forte et al., 2015).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화에 따른 인지-언어적 변화가 역동적이고 지속

적이며 변이적인 양상을 띠므로, 이에 대처하는 삶의 기능적 

양상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은 노년의 삶에서 초래되는 인지 및 언

어 능력의 변화를 얼마나 역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다루는가에 

달려있다(Nussbaum, 2007).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심리·정서적 측면이 의사소통 관련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은 의

사소통 관련 삶의 질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우울

은 매우 높은 부적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삶에 영향을 주는 스

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은 노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과 직결된다(Bandura, 2010). 또한 

자기효능감은 노년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노화로 인한 인지-언어적 변화를 조정하는 ‘중재자’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자기효능감의 순기능 중 하나이

다(Anderson et al., 2010). Scult et al.(2015)은 자기효능감과 

우울, 전반적인 건강 등이 노년기 삶의 광범위한 영역을 좌우한

다고 보고한 바 있다. 자기효능감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사회

적·정서적 측면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고령화 사회의 당면 과제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Scult et al., 2015). 특히 의사소통은 심리사회적 맥락 내에서

의 상호작용이므로(Cohen, 2001),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노

화에 따른 변화에 잘 대처할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기능적 

저하를 완화시킬 수 있다(Scult et al., 2015). 자기효능감이 갖

는 상쇄 효과와 잠재적인 보존 능력, 회복력 등은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요소에 해당한다(Nussbaum, 2007). 

노인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은 우울과 의사소통 간의 상관

성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Chan et al., 2015). 우울의 정도가 

심하면서 동시에 의사소통이 저하된 노인의 경우 정신적·신체

적 고통에 더 민감하다. Thomas et al.(2013)은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소통과 우울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는데, 우울

의 정도는 실어증의 중재 효과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었다. 이

처럼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은 자기효능

감과도 크게 연관된다(Blazer, 2002). 일상에서의 다양한 접근

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킴으로써 우울과 같은 심리사회

적 요인을 다루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즉, 강화된 심리사회

적 자원은 삶의 안녕을 추구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의사소통에 대한 의지

가 없는 노인의 경우 우울을 포함한 심리·정서적 조치가 필수적

이다(Chan et al., 2015). 이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자기효

능감과 사회적 지지,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조정함으로써 궁극적

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데 근거한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을 가장 잘 예측

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교육 연수였고, 전반적 인지 능력과 

조직화 능력이 주요한 인지적 예측 변인이었다. 교육 수준은 문

화와 함께 인지-언어적 변화에 대한 견고한 영향 요인(crystal-

lized-influenced)에 해당하는데, 성인기 이후 노년에 이르기까

지 고르게 영향을 미친다(Anstey & Low, 2004). 이는 나이가 

들수록 생물학적 요인, 질병, 상해, 유전과 같은 유동적 영향 요

인(fluid-influenced)이 약화되는 것과 대조적이다(Anstey & 

Low, 2004). 본 연구는 교육 수준과 전반적 인지 능력, 의사소

통 간의 연계성을 살펴봄으로써 교육 수준이 노화에 따른 언

어-언어적 변화에 크게 기여함을 입증하였다. 고차원적 인지 능

력 중에는 조직화 능력이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을 가장 잘 예

측하는 변인이었다. 과제의 범주화나 단계별 순서화를 포함하는 

조직화 능력은 하나의 체계라기보다 ‘처리 능력’에 해당하는데, 

노화는 이 같은 처리의 효율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Lee, 

2017). 예컨대 구어 및 문어의 처리에 있어 노인이 어려움을 겪

는 것은 인지-언어적 처리 속도가 느리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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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Cabeza, 2002). 이는 의사소통의 기능을 질적으로 저

하시키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기효능감과 우울의 정도 역시 노인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었다. 이는 노화에 대한 불확실한 

감정과 두려움이 의사소통 기능과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킨다는 

보고와 일맥상통한다(Fowler et al., 2015). Ronzi et al.(2018)

은 2만7천여 개의 문헌을 통해 다차원적인 인지-언어 활동이 

노인의 삶의 질을 어떻게 증진시키는지 살펴보았다. 중재 효과

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영역으로는 우울, 심리적 안녕, 스트레스 

및 정신 건강 등이었다. 즉, 전반적인 심리·정서적 요인은 인지-

언어 능력에 기반한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 

따라서 노인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다룰 때에는 삶의 질이라는 

맥락 내에서 의사소통 기능의 저하나 의사소통 환경의 문제까

지 다각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의사소통 능력은 전 생애에 걸쳐 변화의 과정을 겪는

다. 이러한 변화를 다루고 조정하는 능력이 만족스러운 삶의 

질을 성취하고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노화에 따

른 의사소통 능력의 저하나 변화에 대한 단순한 예측에만 머무

르지 말고,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있어 의사소통 능력

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임상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의사소

통 관련 삶의 질과 전반적 삶의 질, 전반적 및 고차원적 인지 

능력, 심리·정서 영역과의 상관성을 살펴봄으로써 의사소통 관

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 규명하였다. 둘

째, 노인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을 예측할 수 있는 인구통계

학적, 인지적, 기타 변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고령화 시대의 화두인 노인의 삶의 질 문제를 의사소통과 연계

하여 조명함으로써 노화에 따른 인지-언어적 변화를 삶의 과

정 속에서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

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의사소통 관

련 삶의 질과 상관성을 갖는 변인으로서 전반적 삶의 질, 전반

적 및 고차원적 인지 능력, 심리·정서 영역을 살펴보았다. 또한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예측 변인으로서 연령, 성별, 교

육 연수를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요인, 전반적 인지 능력, 조직

화 능력, 문제해결력, 추론력, 집행기능과 같은 고차원적 인지 

능력, 전반적 삶의 질, 자기효능감, 우울을 포함한 기타 요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노인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

다. 예컨대 어휘, 구문, 담화 등 언어의 하위 영역별 변인, 인지-

언어적 처리에 광범위하게 관여하는 작업기억이나 청력 관련 

변인,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등의 심리사회적 변인 등도 고려

할 수 있다(Baylor et al., 2005).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의 

평균연령은 75.55(± 5.33)세였으며, 연령 범주는 66∼84세로 

매우 광범위하였다. 노화로 인한 의사소통의 변화는 연령에 따

라 민감한 양상을 보이므로(Lee, 2017), 연령별로 세분화된 노

인 집단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추후에는 65세부터 74세까지의 젊은 노인(young-old), 

75세부터 84세까지의 중고령(middle-old) 노인, 85세 이상의 

초고령(old-old) 노인 집단 등으로 분류하여 의사소통 관련 삶

의 질의 집단별 차이, 각 집단별 예측 변인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화가 신경학적 변화의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경병리학적 장애군과의 비교 연구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인지-의사소통장애, 뇌졸중으로 인한 

실어증 등 신경병리학적 원인에 의한 장애군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을 상호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Thomas et al., 2013). 

넷째, 본 연구는 수도권이라는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제한적인 

인원의 대상자들로부터 표집된 자료에 근거하므로, 국내 노인

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을 논의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향후에는 표집 지역 및 대상자 수의 확충을 통해 연구 결

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완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학적 질환이 없는 정상 노인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을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노인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

을 예측하는 유용한 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의

사소통 관련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

였다. 또한 노인의 삶의 질 문제를 의사소통과 연계함으로써 노

화에 따른 인지-언어적 변화를 삶의 과정 속에서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중심 단어0:0�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노인·예측 변인· 

인지-언어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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