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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3>

바이링걸의 재일 코리안 인지증 고령자와의 커뮤니 이션

－개인 회상법에 의한 양국 언어의 회화 분석을 통해-

김춘남(오사카부립대학대학원 박사후기과정)

구로다 켄지(오사카부립대학 인간사회학부)

키워드：인지증․바이링걸․코드스 칭․회상법․감정 표출

＜요지＞

바이링걸의 인지증고령자와의 보다 유효한 커뮤니 이션의 가능성의 검토를 목 으로, 이문화를 

배려한 모국어에 의한 개인 회상법을 이용한 회화를 실시했다. 회화는, 재일 코리안의 문화를 배려

한 특별 양호 노인홈에 입주 이며 도의 인지증 바이링걸 고령자 4명(모두 여성, 평균 88세)의 

력하에 실시했다. 모국어와 일본어의 장면에서, 개인 회상법에 의한 회화 내용과 감정 표출에 차

이가 발생하는가의 에서 양 회화장면의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증의 인지증고령자

라고해도 바이링걸의 특징인 자연스러운 코드 스 칭(Code-Switching;CS)가 찰되었다. 즉, 과거

의 학습이나 경험에 의해 축 된 모국의 언어 형식을 사용하는 기능이 잔존 능력으로서 잠재하고 

있는 것이 밝 졌다. 덧붙여 ERiC 감정 반응 평가 척도를 이용해 찰한 결과, 일본어의 장면보다 

모국어의 장면에 해 정  감정의 풍부함이 찰되었다. 이상으로, 바이링걸의 재일 코리안 인

지증고령자 1세와 모국어를 이용한 회상법에 의한 회화는, 바이링걸의 특징을 기 로한 하나의 유

효한 어 로치라고 생각된다.

1. 연구 목적

재일 코리안을 선두로 바이링걸은 바이링걸의 스피치 패턴의 특징으로부터, 코드 스 칭

(Code-Switching, 이하 CS로 한다)의 상이 보여진다. CS라고 하는 것은 2개 혹은 그 이상의 언

어 능력을 보유하는 화자가 언어 사용 장면에서 복수의 언어를 교 시키는 상이다. 이른바 다언

어 사회에는 이러한 화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일본에도 일본어․한국어, 일본어․ 국어의 바이링

걸이 다수 보여지고, 최근에는 그 이외의 바이링걸도 증가하고 있다.

재일 코리안 고령자의 어를 담당하고 있는 어 워커들의 인터뷰 조사 결과(2004)에 의하면, 

생활 지원에 있어서의 언어문제에 해서, 평상시는 일본어를 구사하는 재일 코리안 고령자가 흥

분하거나 인지증이 진행되면, 사용언어가 모국어로 바 게 되어 커뮤니 이션의 곤란을 꼽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문화(바이링걸의 스피치 패턴의 특징)를 배려한, 모국어를 이용한 개인 회상법을 

통해, 바이링걸의 재일 코리안 인지증고령자와의 유효한 커뮤니 이션의 가능성에 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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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조사자는, 2006년 9월~10월, 2007년 4월~5월에 걸쳐, 재일 코리안의 문화를 배려한 특별 양호 노

인홈(이하 력 시설로 한다)을 필드로, 노인홈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는 바이링걸의 인지증고령자 

4명(여성)과 모국어를 이용한 개인 회상법에 의한 회화를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바이링걸의 인지증고령자와의 유효한 커뮤니 이

션의 가능성에 해 고찰하는 것이 목 이다. 그 때문에, 모국어와 일본어의 양 장면에 있어서, 개

인 회상법에 의한 회화 내용과 감정 표출에 차이가 발생하는 가에 을 두어 양 장면의 비교 분

석을 실시했다. 따라서, 모국어와 일본어를 이용하는 회상법의 장면을 따로 따로 설정했다. 덧붙여 

양 언어의 비교를 해 양 장면의 회상법은 같은 테마를 가지고 실시하 다.

기본 속성  개인의 생활사를 배려하여 구성된 테마를 심으로, 기본 으로 주 1회의 간격으

로 2006년에는 우선 모국어 세션, 다음에 일본어 세션의 순서로, 2007년에는, 일본어 세션, 다음에 

모국어 세션의 순서로, 회상법에 의한 회화를 실시했다. 1명 합계 4회(모국어와 일본어의 각 장면 

2회, 1회 약 30분 ), 4명의 양 장면 합해서 합계 16 세션의 개인 회상법을 실시했다. 한, 실제의 

회상 내용은, 력자의 희망이나 이야기의 흐름에 의해 변경되어 구성한 테마와는 다른 경우도 있

었다. 가능한 한 력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를 취했다.

(2) 연구 력자

력자는, 력 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증의 인지증고령자로, 모국어  일본어로 다른 사람과

의 회화가 가능한 재일 코리안 여성 4명이다. 력 시설의 정원 58명 , 한국․조선 국 의 고령자

는 34명(남성 5명, 여성 29명), 그 , 어떠한 형태로든 인지 증상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는 27명이

다.  인지증과는 계없이 회화가 불가능한 고령자는 6명이다. 한국․조선 국 의 인지증고령자 

가운데 상기의 조건에 맞은 4명의 력을 얻어, 본 연구를 실시했다. 연령은 84~91세로 평균 연령 

88세, 입주해 1년~4년으로, 주로 ADL의 하와 재가에서의 개호가 곤란한 상황에 의하여 입주하

고 있다.

3. 윤리적 배려

력 시설의 시설장의 양해를 얻어 참가 력자  가족 등의 리인에게,「모국어에 의한 액티

비티로서의 회상법의 시도」의 실시에 한 설명을 문서  구두로 실시해, 동의를 얻었다. 한 

회화의 녹음에 해서도 동의를 얻어 실시했다.

4. 분석의 관점

(1) 모국어와 일본어 장면의 회화 분석

2006년에 실시한 양 장면에 있어서의 첫 번째의 회화(8 세션)는, 4명의 회화의 도입 부분을 제외

한 시 으로부터 10분간의 회화 분석(주로 발언수, CS의 수, 토픽수등)을 실시해, 일정한 결과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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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첫 번째의 회화(8 세션)  2007년에 실시한 

두 번째의 회화(8 세션)를 포함해 회화 분석 상의 회수의 확   회화 내용 분석을 시도했다.

회화 분석(16 세션)에 있어서는, Wong과 Watt(1991)에 의한 회상의 타입의 6개의 분류를 이용

해, 회상 내용의 타입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CS의 상에 주목하여, 모국어와 일본어의 양 장면에

서의 커뮤니 이션의 특징을 찾아내기 해서, 각 장면에서의 회화 내용을 각각 비교 분석했다. 분

석 상으로는 회화의 도입 부분과 종결 부분을 제외한 회상 내용이다.

(2) ERiC 감정 반응 평가

액티비티를 통해 계의 활성화를 도모할 때,「Beyond Words」(2005)의 툴을 이용해 감정 반응

을 찰했다.「Beyond Words」는, 오스트 일리아의 인지증 서비스 개발 센터 소장인 Fleming, R

가 Lawton, MP(1996)등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개발한 감정 반응 평가 척도(ERiC: Emotional 

Response in Care)의 매뉴얼이며, 그룹 홈 등 인지증고령자의 어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신뢰성,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5. 연구 결과

(1) 모국어와 일본어 장면의 회화 분석

본 연구의 모국어와 일본어 장면의 회화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증의 인지증

고령자라고 하여도 바이링걸의 특징인 자연스러운 CS 상이 나타나는 것이 밝 졌다. ②인지증의 

바이링걸 고령자는, 과거의 학습이나 경험에 의해 축 된 모국의 언어 형식을 사용하는 기능이 잔

존 능력으로서 잠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③양 언어의 장면에 있어서, 각각 서술  회상(자

인 이야기) 의 유형이 많고, 일본에 오기 의 과거의 경험, 개개인의 독특한 추억을 많이 이야

기하 다. ④모국에서의 일본어 학습 경험의 유무(일본에 오기 )․가정이나 주변의 언어 환경(일

본에 온 후, 모국어의 사용도)등의 언어 사용의 배경에 의해, 양 언어에 의한 표 의 개인차를 볼 

수 있었다.

(2) ERiC 감정 반응 평가

2006년의 찰에서는,「기쁨」「상냥함과 애정」「자발  도움」의 정  감정의 득 은, 력

자 4명 모두 모국어의 장면의 스코어가 높았다. 한,「분노」「불안․무서워함」「신체  불쾌

감․아픔」의 부정  감정의 득 은, 각각 개인차가 있어, 양 장면에 해 거의 같은 스코어로 

정  감정보다 낮은 스코어이었다. 2007년에 있어서는, 2006년보다 반 으로 스코어가 낮아지고 

있지만, 무반응의 항목에 해서는 2007년에는 찰되지 않았다. ERiC 감정 반응 평가 척도를 이

용해 찰한 결과, 력자 4명 모두, 일본어의 장면보다, 모국어의 장면에 있어서 정  감정의 

득 이 높은 경향이 보여졌다.

한 본 연구는 4명의 사례를 30분씩, 2회(모국어와 일본어 세션), 합계 16 세션의 모국어를 이용

한 개인 회상법에 의한 회화를 비교 분석한 사례연구이며, 사례수가 은 것으로부터, 일반화에 있어

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사례의 수를 늘려, 분석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개

인 회상법 만이 아니고, 그룹 회상법에 의한 입주자 상호간의 교류를 진하는 연구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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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다양한 이유와 사정으로, 문화나 언어가 다른 해외에서 생활함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커뮤니

이션, 즉 언어의 문제이다. 생활 지원서비스에 있어서의 언어문제에 해서, 평상시는 일본어를 구

사하는 재일 코리안 고령자가 흥분하거나 인지증이 진행되면, 모국어로 바 게 되어, 커뮤니 이션의 

곤란에 해 그들의 개호를 담당하고 있는 어 워커들은 가장 큰 과제로 꼽고 있다. 왜 이러한 

상이 생기는 것인가. 본 연구의 결과는, 그 의문에 한 설명으로서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논리 인 언어 표 이 어려운 증의 인지증고령자이어도, 부분 부분에서는, 자신의 기분을 표

할 수가 있다. 그러한 자기표 의 기회가 회상법이다. 회상법은 고령자의 개성( 를 들면, 재일 코

리안 인지증고령자의 경우는, 바이링걸의 특징등)을 배려함으로써, 비교  유지되고 있는 장기 기

억을 활성화하는 것으로부터, 인지증고령자와의 커뮤니 이션 방법의 하나로서 유효한 어 로치라

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