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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generalization effect of semantic 
category-based working memory (SCWM) treatment on sentence comprehension and 
word fluency in persons with aphasia. It was predicted that SCWM treatment would en-
hance working memory capacity and increase sentence comprehension ability and word 
fluency in patients with aphasia. Methods: Seven Korean individuals with mild to moder-
ate aphasia caused by left hemisphere strok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interventions 
were provided in 16 sessions, approximately half an hour per day 2 to 3 times a week. Treat-
ment protocol consisted of an SCWM span task and 4 cues: telling a word list to the partici-
pants, showing the participants category cards, showing the participants random word 
cards, and asking the participants to match category and word cards. A pretest-posttest 
design was used. Pre-post comparisons were analyzed with the Wilcoxon signed-ranks 
test.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score increases in the SCWM span task. Furthermore, 
the SCWM treatment effects were generalized to sentence comprehension ability, categor-
ical word fluency, and working memory span with word forward repetition tasks. Conclu-
sion: The current study suggests that SCWM treatment is effective in enhancing working 
memory capacity for people with aphasia. Furthermore, the treatment effects were gener-
alized to sentence comprehension ability and categorical word fluency in these patients. 
The results indicate that working memory is an underlying mechanism associated with 
sentence comprehension and categorical word fluency and is a critical factor to be consid-
ered in language treatment for persons with aph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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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어증(aphasia)은 후천적 뇌손상으로 인해 언어습득 후에 생기

는 언어장애로 실어증환자의 언어문제는 영역별 손상 정도의 차이

가 있기는 하지만 특정 언어기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해와 표현

영역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McNeil & Pratt, 2001). 이러한 실어증환

자들의 언어장애는 언어지식 자체의 손실이라기보다 전반적인 정보

처리과정의 문제로 단기기억 및 작업기억의 결함을 동반한다(Fried-

mann & Gvion, 2003; Ko, 2004; McNeil & Pratt, 2001; Murray, Bal-

lard, & Karcher, 2004; Vukovic, Vuksanovic, & Vukovic, 2008). 

작업기억(working memory)은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처

리하기 위한 체계이며 이것은 학습, 추론, 읽기이해와 같은 많은 인

지과제에서 작용한다(Baddeley, 1986). 이러한 작업기억 손상은 후

천적 뇌손상 후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으로(Cicerone et al., 2000, 

2005; Park & Ingles, 2001; Robertson & Murre, 1999; Westerberg 

et al., 2007), 특히 실어증환자의 작업기억 손상과 언어능력 간의 관

련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Friedmann과 

Gvion (2003)은 작업기억이 매우 제한된 전도성 실어증환자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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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범주기반 작업기억 중재가 실어증환자의 문장이해 및 단어유창성에 미치는 일반화 효과  •  손희정 외

운적 거리가 긴, 즉 음운적 재활성화를 요구하는 문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자들은 음운, 의미, 통사 등 

각 언어영역별 작업기억용량 중 통사 영역의 작업기억 용량이 적을

수록 복잡한 문장구조에 대한 청각적 이해력이 저하된다고 하였고

(Wright, Downey, Gravier, Love, & Shapiro, 2007), 구문이해와 작

업기억 용량과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하여 작업기억 용량을 실어증

환자의 구문이해능력을 예측하는 인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Caspari, Parkinson, LaPointe, & Katz, 1998). 또한 Sung 등(2009)

은 실어증환자의 구어작업기억이 문장읽기 및 이해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Cho와 Kim (2002)은 실어증환자의 작업기억 용량에 

따른 문장이해의 차이가 실어증 유형과의 관련성보다도 더 많은 상

관이 있다고 하였다. 실어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기억 및 작업

기억과 문장처리의 상관에 대한 연구에서 실어증환자들은 숫자 바

로 및 거꾸로 따라지시하기, 단어 바로 및 거꾸로 따라지시하기 모

두에서 정상인들에 비해 낮은 수행력을 보였으며, 특히 단기기억을 

나타내는 바로 따라지시하기 과제는 문장처리과정을 평가한 Com-

puterized Revised Token Test-Auditory (McNeil et al., 2008)와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였다(Sung, 2010). Kim, Sung과 Kim 

(2013)은 작업기억 능력이 실어증환자의 문장이해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정상과 실어증환자 모두 작업기억 능력과 

문장이해능력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실어증환자의 제한된 구어표현이 대부분 유창성, 특히 스스

로 말하기, 이름대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주로 전두엽의 손상으로 

인한 기능저하로 해석된다(Janowsky, Shimamura, Kritchevsky, & 

Squire, 1989). 이전 연구들에서 실어증환자들은 비실어증 뇌손상 

환자들보다 단어유창성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Goodglass 

& Kaplan, 1983; Grossman, 1981). Dunn, Russell과 Drummond 

(1989)의 연구에서는 범주유창성 과제에서의 정상, 유창성실어증, 

비유창성실어증 집단 간 평균 산출어휘가 유의미한 양적 차이를 

보였다. 실어증환자를 포함한 91명의 뇌손상자 집단을 대상으로 음

소유창성 능력을 살펴본 Bruyer와 Tuyumbu (1980)의 연구에서는 

실어증환자와 전두엽 손상 환자 모두가 산출한 단어 수와 정반응

한 단어 수가 정상집단보다 적었으며 오반응한 수와 유형에서도 차

이가 있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중증도의 실어증

환자군에게 범주 및 음소유창성 과제를 실시하였을 때, 제시되는 

단서에 따라 반응 전략뿐 아니라 전략을 사용하는 빈도에도 서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Coehlo, Kimbarow, & Boyle, 1987). 

Baldo, Ludy, Wilkins와 Dronkers (2002)는 중도(severe) 베르니케 

실어증환자 두 명을 대상으로 범주 및 음소유창성 과제의 수행력

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범주유창성 과제보다 음소유창성 과제에서 

더 높은 수행을 보였으며, 이를 음소유창성 과제는 의미체계에 접

근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실어증환자는 단어유창성에 있어서 양적, 질적인 

면 모두에서 제한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Adams, Reich, & Flow-

ers, 1989). 즉, 실어증환자는 정상집단에 비하여 단어유창성 과제 

시 산출한 어휘 수도 적지만, 산출한 어휘의 전형성과 단어를 효율

적으로 연상하기 위한 반응전략도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어증환자의 경우 회복된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작업기억 결

함으로 인하여 대화유지와 복잡한 문장 또는 장문의 글을 이해하

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종종 실어

증환자의 사회적 기능과 직업적 수행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 작업기억이 요구되는 과제에서 작업기억 손상의 정도는 뇌

졸중 회복을 예측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며(Robertson & Murre, 

1999),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하는 요소가 될 수 있

다(Brooks, 1987; Van Zomeren & Van Den Burg, 1985). 작업기억 

용량과 주의력은 기본적인 인지능력을 넘어서 다른 기능들의 재활

에까지 영향을 미치며(Malouin, Belleville, Richards, Desrosiers, & 

Doyon, 2004), 이러한 작업기억의 손상은 실어증환자의 중요한 치

료적 접근이 된다.

일반적으로 작업기억 중재는 전반적인 작업기억 용량(capacity)

을 늘리거나 작업기억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로 크게 나

눌 수 있다(Turley-Ames & Whitfield, 2003). 전자의 경우, 요구되

는 작업기억이 사용 가능한 한도에 대한 개인차가 있으며 이러한 

작업기억의 용량이 적은 사람은 작업기억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행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한다(Jaeggi, Buschkuehl, Jonides, 

& Perrig, 2008). 반면 후자의 경우, 작업기억 폭(span)의 높고 낮음

은 작업기억 과제에서 할당된 작업기억을 불필요한 정보를 억제하

는데 얼마나 효율적인 전략을 사용하는지가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실제로 Kane과 Engle (2000)은 작업기억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

보다 필요 없는 정보의 간섭을 제어하고 정보를 회상하기 위한 전

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작업기억 중재의 유형

을 핵심훈련(core training)과 전략훈련(strategy training)으로 구

분할 수 있다(Morrison & Chein, 2011). 핵심훈련은 동시 과제의 간

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기억해야 하는 부담이 큰 경쟁과제를 반복

하게 하는 것이며, 반면 전략훈련은 특정 기억전략(memory strate-

gy) 및 시·청각자극을 사용하여 많은 양의 정보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억전략이란 기억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

는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의식적 행동으로(Hasher & Zacks, 

1979; Naus, 1974), 크게 시연(rehearsal), 정교화(elaboration),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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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organization)가 있다(Lee, 1992). 

실어증환자들을 대상으로 작업기억 중재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자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Eom, 2015; Francis, Clark, & Hum-

phreys, 2003; Kalinyak-Fliszar, Kohen, & Martin, 2011; Martin, 

Kohen, McCluskey, Kalinyak-Fliszar, & Gruberg, 2009; Salis, 2012; 

Vallat et al., 2005; Winans et al., 2012). Salis (2012)는 중도(severe)

의 실어증환자 1명을 대상으로 듣기폭 과제를 포함한 단기기억훈련

을 한 결과, 단기기억뿐 아니라 문장이해에까지 일반화 효과가 나타

났다고 하였다. 단어폭 과제와 익숙한 문단(text)수준의 읽기과제

를 사용하여 경도 실어증과 읽기장애를 보이는 피험자의 이해 향

상을 살펴본 Mayer와 Murray (2002)의 연구에서는 두 과제 모두 

읽기속도에는 향상을 보였지만 읽기이해에는 향상을 보이지 않았

다. 또한 중도의 실어증환자를 대상으로 듣기폭 과제에 기초한 작업

기억 중재의 효과성을 살펴본 결과, 듣기폭과 문장이해력에서는 유

의한 향상을 보였지만 유지 및 다른 작업기억 과제에 대한 일반화

는 나타나지 않았다(Winans et al., 2012). Vallat 등(2005)은 구어작

업기억의 특정 손상을 가진 실어증환자에게 작업기억 중재를 하였

을 때, 구어작업기억과 중앙집행기능에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나 읽

기이해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도 실어증환자와 이해에 어려움

을 보이는 환자에게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를 실시한 연구에서는 청

각적 기억과제에서는 향상을 보였으나 이해에서는 제한된 향상을 

보였다(Francis et al., 2003).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극과 반응 사이

의 지연간격에 따른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를 사용하였는데(Kalin-

yak-Fliszar et al., 2011; Martin et al., 2009), 연구에 참여한 베르니

케 및 전도성 실어증환자들의 따라말하기와 기억폭 과제, 표준화된 

이해과제에서 향상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Eom (2015)의 연구에서 

실어증환자 6명을 대상으로 문장 따라말하기를 활용한 작업기억 

중재를 실시하여 문장이해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

과, 중재 및 비중재 문장 따라말하기에 향상을 보였으며 숫자 및 단

어폭 과제뿐 아니라 문장이해,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에도 유의한 

향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기존의 실어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작업

기억 중재는 대부분 핵심훈련, 즉 작업기억의 저장과 처리를 사용

하는 특정 과제(따라말하기, 듣기폭 과제 등)를 반복하는 중재기법

을 대부분 적용하였고, 중재효과에 있어서도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

인다. 대상자 또한 한 명의 피험자인 파일럿 연구 형태이거나 전도

성 실어증환자군에 한정되어있어 실어증환자 전반에 그 결과를 일

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작업기억 중재로 인한 작

업기억의 향상이 문장이해나 단어유창성 등의 언어영역으로 일반

화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도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제 반복을 통해 작업기억의 용량(capac-

ity)을 확장하고, 작업기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억전략과 시

청각적 자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재를 고안하였다. 더불어 이러

한 작업기억 중재를 다양한 유형의 실어증환자에게 적용하여 작업

기억 능력의 향상이 문장이해 및 단어유창성에 미치는 일반화 효

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질문은 아래와 같다.

첫째, 작업기억 중재 전후에 따라 실어증환자의 중재 작업기억 

과제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작업기억 중재 전후에 따라 실어증환자의 비중재 작업기억 

과제 수행력에 일반화 효과가 유의한가?

셋째, 작업기억 중재 전후에 따라 실어증환자의 문장이해과제 정

확도에 일반화 효과가 유의한가?

넷째, 작업기억 중재 전후에 따라 실어증환자의 단어유창성 과

제 수행력에 일반화 효과가 유의한가?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재활병원 입원 또는 외

래환자 중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실어증환자 7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실어증환자는 뇌졸중 발병 후 6개월까지는 언어뿐

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및 일상생활활동에서 전반적인 회복을 

보이지만 6개월 이상 경과 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Duncan, 

Goldstein, Matchar, Drivine, & Feussner, 1992; Lendrem & Lin-

coln, 1985). 따라서 자연회복(spontaneous recovery)으로 인하여 

초기 기능 회복 기간이 지난 대상자,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훈련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최소한인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Swan, Otani, Loubert, Sheffert, & Dunbar, 2004; Weiss et al., 1994).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1) 좌뇌의 피질 및 피질하 부위의 뇌졸중에 

기인한 언어장애를 보이는 자, (2)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Kim 

& Na, 2001) 결과, 실어증으로 분류된 자, (3) 발병 전 주 손잡이가 오

른손이었던 자, (4) 발병 이전에 뇌손상 및 기타 신경학적 질환이 없

었다고 보고된 자, (5) 검사지침 및 중재에 대한 이해와 구어적 반응

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Kim & Na, 2001)

에서 경도(mild)에서 중등도(moderate)에 해당하는 자, (6) 최종 발

병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7) 연령과 교육수준 차이가 수행에 미

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75세 이하이며, 초등학교 졸업 이

상의 학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Kang, Chin, Na, Lee, & 

Park, 2000). 이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별 특성은 Table 

1에, 사전·사후평가의 수행도는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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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사후평가

중재 작업기억 과제

중재 작업기억 과제는 De Beni, Palladino와 Pazzaglia (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작업기억 과제를 국내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그

를 바탕으로 중재 작업기억 과제를 새롭게 고안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목표범주를 두 가지(동물, 교통기관)로 설정하였고, 기존의 과

제에서 난이도를 방해단어의 개수를 조절한 것과 달리 단어목록

의 개수를 추가하여 회상할 단어폭(span)을 늘림으로써 난이도를 

조절하였다. 이를 의미범주 작업기억 과제(Semantic Category Work-

ing Memory Span Task)라고 지칭하며, 중재 전후 작업기억 평가 과

제로 사용하였다. 이는 일련의 단어목록을 들으며 목표범주(동물, 

교통기관)의 단어가 나오면 책상을 치고, 각 단어목록의 마지막 단

어를 회상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는 문장의 이해가 요구되지는 않

으나 의미적 단서에 의해 활성화된 정보를 처리하고 회상하는 일련

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구체적인 실시지침 및 채점기준은 Appen-

dix 2에 제시하였다.

비중재 작업기억 과제

비중재 작업기억 과제로는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4판

(Korean-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IV, K-WAIS-IV; Hwang 

et al., trans, 2012)의 숫자 바로 및 거꾸로 따라말하기 과제와 Sung 

(2011)의 단어 바로 및 거꾸로 따라말하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점수

는 각 과제의 작업기억폭(span)을 사용하였다. 

문장이해과제

문장이해를 살펴보기 위한 과제로 Hyun, Sung, Jeong, Kang과 

Kim (2013)의 통사적 복잡성에 따른 격조사처리과제를 수정·보완

한 문장이해과제(Sung, 2015)를 실시하였다. 이는 의미적 요소가 

통제된 한국어 문장의 규범·비규범 어순 및 능동 ·피동관계에 따

른 문장이해를 평가하는 과제로 문장을 듣고 제시되는 두 가지 그

림 중 목표문장과 일치하는 그림을 선택하는 과제이다. 문장은 세 

가지 통사구조(능동문-2항동사, 피동문, 능동문-3항동사)와 각 통

사구조별로 규범 및 비규범 어순으로 분류하여 총 6가지 유형이며, 

각 유형별로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점수는 한 문항당 1점으로 총점 36점을 기준으로 정확도(%)

를 산출하여 계산하였다. 

단어유창성

단어유창성 과제는 Kang 등(2000)에서 사용된 통제단어연상 과

제(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COWAT)를 실시하였

다. COWAT는 범주유창성 과제와 음소유창성 과제의 2가지 종류

가 있다. 이 과제들은 특정 범주(예: 동물, 가게물건)에 속하는 단어

들이나 특정 음소(예: ㄱ, ㅅ, ㅇ)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제한된 시

간(1분) 내에 자발적으로 얼마나 많이 말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생성이름대기 검사이다(Kang et al., 2000). 점수는 대상자가 1분간 

나열한 단어의 수를 사용하였으며, 범주유창성 과제의 경우는 각 

범주에서 산출된 모든 단어의 합계, 음소유창성 과제의 경우는 세 

가지 음소에서 산출된 모든 단어의 합계를 점수로 사용하였다. 해

당 범주에 속하는 단어를 정확히 산출하였을 경우만 정답으로 하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n participants with aphasia

Participant ID

1 2 3 4 5 6 7

Gender M M M M M M M
Age (yr) 59 49 21 34 54 26 46
Education (yr)   7 16 14 12 16 12 12
Post onset (mo)   6 50 24 15 34   9   6
Lesion Lt. MCA Lt. MCA Lt. MCA T-ICH  

Lt. FH contusion
Lt. MCA Lt. BG ICH Lt. ICH

K-WAB
   AQ
   Fluency
   Auditory verbal comprehension
   Repetition
   Naming

81
5
9.7
9.0
8.8

73.5
5
8.35
6.8
5.5

94.3
9
9.85
8.6
9.7

87.6
9
8.6
7.4
8.8

63.4
5
5.1
9.8
5.8

61.4
4
7.7
6.5
7.0

64.9
7
7.45
3.0
7.0

Type of aphasia Anomic Conduction Anomic Anomic Transcortical sensory Conduction Conduction

MCA= middle cerebral artery; T-ICH= traumatic-intracerebral hemorrhage; FH contusion= frontal hemorrhagic contusion; BG= basal ganglia; ICH= intracerebral hemorrhage; 
K-WAB= Korean-Western Aphasia Battery (Kim & Na, 2001); AQ= aphasia qui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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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반복하거나 불명료한 단어, 해당 범주와 무관한 단어는 0점

으로 처리하였다.

의미범주기반 작업기억 중재

작업기억 중재는 의미범주 작업기억 과제를 반복하는 동안 마지

막 단어 회상에 오반응 하면 의미범주화를 통한 기억전략과 시·청

각적 자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단서를 제시하는 중재 프

로토콜이다. 여기서 단서는 Montgomery (2000a, 2000b)와 Conners, 

Rosenquist, Arnett, Moore와 Hume (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단

어목록을 끊어서 들려주기, 범주카드 제시하기, 단어카드 무선적으

로 제시하기, 범주 및 단어카드 매칭하기 등 4가지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의미범주기반 작업기억 중재(Semantic Category-

based Working Memory Treatment)라고 지칭하였다. 

중재 자극

의미범주 작업기억 과제에서 단어(word)는 기존 연구(Ahn, 2010; 

Kim & Kang, 2005; Lee, 2003; Rhee, 1991; Shin, 2003)를 참고하여 

기능적인 범주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목표범주의 단어는 생물

범주(동물)와 무생물범주(교통수단)에서 각각 10개의 단어를 선정

하였고, 비목표범주의 단어는 생물범주(과채류)와 무생물범주(생

활용품)에서 각각 20개씩 총 40개의 단어를 선정하였다. 단어는 각 

범주의 전형적 고빈도 어휘 중 2-3음절 단어로 구성하였고, 각 단어

의 받침 수나 받침의 위치, 음절 수는 최대한 일정하게 통일된 출현

빈도로 구성하였다. 이는 한국어 어휘특성들이 기억폭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Park, Park, & Kim, 2006). 단어목

록(word list)은 3개의 단어로 구성하였고, 두 가지 목표범주(동물, 

교통기관) 단어 각각 1개와 비목표범주(생물1, 무생물1) 단어 1개를 

무선적으로 추출하여 다양한 위치에 배열하였다. 단어폭(span)은 

한 세트(set)를 구성하는 단어목록의 수를 하나씩 추가하여 늘려

갔다. 예를 들어 단어폭 2는 단어목록 2개 구성이 한 세트가 되며, 

단어폭 3은 단어목록 3개 구성이 한 세트가 된다. 최소 단어폭 2에

서 최대 단어폭 5까지 있으며, 각 단어폭당 총 12개의 세트로 구성

하였다. 한 세트에서는 같은 단어가 반복되지 않고 각 단어폭의 단

어목록에는 같은 단어가 6회 이상 반복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

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 중재 단어목록을 두 가지 버전으

로 준비하여 매 회기마다 무선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대상자의 수행 

정도에 따라 두 가지 버전의 단어목록을 번갈아 가며 제시하였다. 

자세한 단어목록 구성 예시는 Figure 1에 제시하였으며, 중재 단어

목록은 Appendix 3에 제시하였다. 

중재 프로토콜

단어폭 설정

중재를 시작하는 단어폭은 대상자의 사전검사 시 의미범주 작업

기억 과제의 “단어폭(span)-1”에 해당하는 단어폭에서 시작한다. 

예를 들어, 단어폭 3인 경우 단어폭 2부터 시작하고 단어폭 2인 경

우에는 최소 단어폭인 단어폭 2부터 시작한다. 단, 단어폭 3.5인 경

우 부분점수 0.5를 버린 단어폭 2에서 시작한다. 2회기부터는 “이

전 회기에서 대상자가 단서 없이 80% 이상 정반응 한 단어폭-1”에 

해당하는 단어폭에서 중재를 시작한다. 

중재는 연구자가 대상자의 맞은편에 앉아서 진행되었으며, 중재

Figure 1. Examples of word list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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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설명과 연습을 충분히 한 후 시작하였다. 단어목록을 청각

적으로 제시할 때, 단어 간 간격은 1초, 단어목록(word list) 간 간격

은 2초로 제시하였다. 만약 외부 소음 등에 의해 대상자가 듣지 못

하여 반복청취를 요구하면 1회까지 다시 들려주었다.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자, 지금부터 3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단

어목록 2개, 즉 단어 여섯 개를 듣게 됩니다. 여섯 개의 단어 중 ○

○ (목표범주, 예: 동물)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오면 즉시 책상을 치

시고, 각 단어목록의 마지막 단어, 다시 말해 여섯 개의 단어 중 세 

번째, 여섯 번째 단어를 기억해서 저에게 말해주세요.”라고 말하고, 

단어목록을 적당한 크기로 들려주었다. 대상자는 “사과-버스-기린 

/토끼-휴지-지하철”이라는 단어목록을 듣고 ‘기린’, ‘토끼’ 다음에 

즉시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고, 한 세트의 단어목록을 다 들은 후에 

‘기린, 지하철’을 회상하였다. 중재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Figure 2

에 제시하였다.

오반응 시 단서 제시

대상자가 해당 단어폭의 각 세트에서 단어를 회상하지 못하거나 

오반응 할 경우, 기억전략 및 시청각적 자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순

차적으로 단서를 제시하였다. 

단서 1. 끊어서 들려주기: 대상자가 해당 단어폭의 각 세트에서 

단어를 회상하지 못할 경우, 첫 번째 단서로 각 세트의 단어목록을 

하나씩 끊어서 들려주고 마지막 단어를 회상하도록 한다. 첫 번째 

단서에서 정반응 하면, 이전 세트를 재시도하고 여기서 다시 정반

응 하면 다음 세트로 넘어간다. 첫 번째 단서에서 오반응 하거나 첫 

번째 단서에는 정반응 하였으나 이전 세트 재시도 시 다시 오반응 

하면 두 번째 단서를 제시한다.

단서 2. 범주카드 제시: 첫 번째 단서에서 오반응 하거나 첫 번

째 단서에 정반응 하였으나 이전 세트 재시도 시 다시 오반응 할 경

우, 두 번째 단서를 제시한다. 두 번째 단서는 대상자에게 단어목록

을 하나씩 끊어서 들려주고, 치료사가 제시하는 각 단어에 해당하

는 범주카드를 보며 마지막 단어를 회상하도록 한다. 범주카드의 

예시는 Figure 3과 같이 갤럭시탭 프로 8.4 (8.4인치 LCD 2560×

1600, 2.3 GHz 쿼드코어, RAM 2 GB) 화면에 글자크기 30 point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단서에서 정반응 하면 이전 세트를 재시도하고 

여기서 다시 정반응 하면 다음 세트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 단서를 제시한다.

단서 3. 단어카드 무선적 제시: 두 번째 단서에서 오반응 하거

나 두 번째 단서에는 정반응 하였으나 이전 세트 재시도 시 다시 오

반응 할 경우, 세 번째 단서를 제시한다. 세 번째 단서는 대상자에게 

단어목록을 하나씩 끊어서 들려주고 각 단어에 해당하는 범주카

드와 함께 무선적으로 제시된 단어카드를 보며 마지막 단어를 회

상하도록 한다. 범주 및 단어카드의 예시는 Figure 4와 같이 단서2

와 동일한 태블릿 PC화면에 글자크기 30 point로 제시하였다. 세 

번째 단서에서 정반응 하면 이전 세트를 재시도하고 여기서 다시 정

Figure 2. Example of semantic categorical working memory task.

Figure 3. Cue2: presentation of semantic category cards.

Figure 4. Cue3: presentation of semantic items for each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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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하면 다음 세트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네 번째 단서를 제

시한다.

단서 4. 범주 및 단어카드 매칭: 세 번째 단서에서 오반응 하거나 

세 번째 단서에는 정반응 하였으나 이전 세트 재시도 시 다시 오반응 

할 경우, 네 번째 단서를 제시한다. 네 번째 단서는 대상자에게 단어

목록을 하나씩 끊어서 들려주고 각 단어에 해당하는 범주카드와 무

선적으로 제시된 단어카드를 매칭한 후, 매칭한 단어목록을 보고 마

지막 단어를 회상하도록 한다. 범주 및 단어카드의 예시는 Figure 5

와 같이 이전의 단서와 동일한 태블릿 PC화면에 글자크기 30 point

로 제시하였고, 대상자가 직접 손으로 드래그하여 매칭한다. 네 번째 

단서에서 정반응 하면 이전 세트를 재시도 하고 여기서는 정오에 상

관없이 다음 세트로 넘어간다.  단, 네 번째 단서에서도 오반응 하면 

바로 다음 세트로 넘어간다. 

각 단어폭에서 총 12세트 중, 단서 없이 80% 이상(10세트) 정반

응 하면 다음 단어폭(현재 단어폭+1)으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같은 단어폭에서 두 번째 버전의 단어목록으로 실시한다. 세트의 

진행 및 단서 제시 절차의 예시는 Figure 6에 요약하였고, 단어폭 진

행 절차의 예시는 Table 2와 같다.

실험설계 및 통계분석

본 연구는 사전·사후 비교 설계(pretest-posttest design)를 사용

하였으며, (1) 사전평가, (2) 중재, (3) 사후평가 단계로 구성되었다. 

사전평가 단계에서는 대상자 적합성 판단 및 기초자료 수집과 실험

에 대한 동의 및 설명을 한 다음에 사전평가를 실시하였다. 중재는 

재활병원 내 언어치료실에서 연구자와 대상자가 일대일로 진행하

였다. 중재 기간은 사전·사후 평가를 포함하여 총 16회기로, 주 2-3

Figure 5. Cue4: presentation of semantic category-item mapping.

Figure 6. Hierarchy of cue pres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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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씩 총 6-8주 동안 진행하였다. 한 회기는 대상자의 피로도를 고려

하여 약 30분으로 하되 대상자의 수행 정도에 따라 가감하였다. 중

재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인지 

및 언어치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사후평가는 중재가 종료

된 다음 날부터 중재효과 검증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전·사후평가

는 환자 수행에 따라 1-2회기에 걸쳐 진행되었고, 동일한 절차와 과

제로 진행되었다. 

통계분석은 실어증환자의 의미범주기반 작업기억 중재 후, 사전·

사후의 작업기억, 문장이해 및 단어유창성으로의 일반화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비모수적인 통계 방법인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의미범주 작업기억 과제 중재효과

작업기억 중재 실시 전후에 의미범주 작업기억 과제 단어폭의 차

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범주(동물, 교통기관) 작

업기억 과제 단어폭의 평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재 후 단어폭

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Z= -2.388, p< .05). 즉 Figure 

7과 같이 중재 전 의미범주 작업기억 과제의 단어폭이 1.61에서 중

재 후에는 2.39로 증가하였다. 

비중재 작업기억 과제로의 일반화 효과

숫자 바로 및 거꾸로 따라말하기 과제 점수 전후 비교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작업기억 중재 실시 전후에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과제 숫자폭

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중재 후 숫자

폭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Z= -1.000, p>.05). 즉 Figure 8과 

같이 중재 전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숫자폭이 4.43에서 중재 후에

는 4.71로 증가하였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숫자 거꾸로 따라말하기

작업기억 중재 실시 전후에 숫자 거꾸로 따라말하기 과제 숫자폭

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중재 후 숫자

폭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Z= -.577, p>.05). 즉 Figure 8과 같

이 중재 전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숫자폭이 2.57에서 중재 후에는 

2.71로 증가하였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단어 바로 및 거꾸로 따라말하기 과제 점수 전후 비교

단어 바로 따라말하기

작업기억 중재 실시 전후에 단어 바로 따라말하기 과제 단어폭

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중재 후 단어

폭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Z= -2.000, p< .05). 즉 Figure 9와 같이 

중재 전 단어 바로 따라말하기 단어폭이 2.71에서 중재 후에는 3.29

로 증가하였다. 

Table 2. Example of treatment protocol process

Span No. of correct responses without cue (total 12 set) Process

2 ≥ 10 set
< 10 set

Span3
Span2 retrial

3 ≥ 10 set
< 10 set

Span4
Span3 retrial

4 ≥ 10 set
< 10 set

Span5
Span4 retrial

5 ≥ 10 set
< 10 set

End of Tx.
Span5 re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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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Pre Post

*

Figure 7. Pre-post comparison of semantic categorical working memory span 
task. *p < .05.

Figure 8. Pre-post comparison of digit forward and backward span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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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거꾸로 따라말하기

작업기억 중재 실시 전후에 단어 거꾸로 따라말하기 과제 단어

폭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중재 후 단

어폭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Z= .000, p>.05). 즉 Figure 9와 

같이 중재 전 단어 거꾸로 따라말하기 단어폭이 2.57에서 중재 후

에는 2.57로 동일하였다. 

문장이해과제로의 일반화 효과

작업기억 중재 실시 전후에 문장이해과제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중재 후 문장이해 정확

도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Z= -2.197, p< .05). 즉 Fig-

ure 10과 같이 중재 전 문장이해과제 정확도가 49.60에서 중재 후

에는 63.89로 증가하였다. 

단어유창성 과제로의 일반화 효과

범주유창성 과제 총 정반응 수 전후 비교

작업기억 중재 실시 전후에 범주유창성 과제 총 정반응 수의 차

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범주, 즉 동물과 가게물

건 범주유창성 과제에서의 총 정반응 수를 분석하였다.

범주유창성 과제 중 동물범주: 작업기억 중재 실시 전후에 동물 

범주유창성 과제 총 정반응 수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중재 후 동물 범주유창성 과제 총 정반응 수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Z= -2.232, p< .05). 즉, Figure 11

과 같이 중재 전 총 정반응 수가 7.00에서 중재 후에는 9.71로 증가

하였다. 

범주유창성 과제 중 가게물건범주: 작업기억 중재 실시 전후에 

가게물건 범주유창성 과제 총 정반응 수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중재 후 가게물건 범주유창성 과제 총 

정반응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Z= -1.160, p>.05). 즉, Fig-

Figure 9. Pre-post comparison of word forward and backward span tasks. 
*p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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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Pre-post comparison of accuracy on sentence comprehension task.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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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Pre-post comparison of total number of correct responses on cate-
gorical word fluency task (animal).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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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Pre-post comparison of total number of correct responses on cate-
gorical word fluency task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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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e 12와 같이 중재 전 총 정반응 수가 6.00에서 중재 후에는 7.57로 

증가하였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음소유창성 과제 총 정반응 수 전후 비교

작업기억 중재 실시 전후에 음소유창성 과제 총 정반응 수의 차

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 음소, 즉 ‘ㄱ, ㅅ, ㅇ’ 음

소유창성 과제에서의 총 정반응 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재 후 

음소유창성 과제 총 정반응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Z=  

-.137, p>.05). 즉, Figure 13과 같이 중재 전 음소유창성 과제 총 정

반응 수가 9.14에서 중재 후에는 10.29로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경도-중등도 실어증환자를 대상으로 의미범주

기반 작업기억 중재 후 (1) 중재 작업기억 과제(의미범주 작업기억 과

제)의 단어폭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2) 비중재 작업기억 과제(숫

자 및 단어폭 과제) 기억폭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3) 문장이해

과제 정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4) 단어유창성 과제 수행력

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일반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총 7명의 경도-중등도 실어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미범주기반 

작업기억 중재를 실시한 결과, 중재 작업기억 과제인 의미범주 작업

기억 과제의 단어폭이 증가하였고, 그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실어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미범주기반 작

업기억 중재가 중재 작업기억 과제의 수행력 증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미범주기반 작업기억 중재가 의

미범주 작업기억 과제의 수행력 증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며, 실어증환자를 대상으로 작업기억 중재를 한 선행연구들과 일치

한다(Eom, 2015; Francis et al., 2003; Kalinyak-Fliszar et al., 2011; 

Martin et al., 2009; Salis, 2012; Vallat et al., 2005; Winans et al., 

2012). 그러나 실어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작업기억 중재는 

대부분 핵심훈련, 즉 작업기억의 저장과 처리를 사용하는 특정 과

제(따라말하기, 듣기폭 과제 등)를 반복하는 중재기법을 대부분 적

용하였다. 대상자 또한 한 명의 피험자인 파일럿 연구 형태이거나 

전도성 실어증환자군에 한정되어있어 실어증환자 전반에 그 결과

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제 반복을 

통해 작업기억의 용량(capacity)을 확장하는 것과 더불어 순차적

으로 의미범주 단서를 제시함으로써 작업기억을 효율적으로 사용

하는 기억전략과 시청각적 자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기

억 중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적은 수이긴 하나 다양한 유형의 실어

증환자를 대상으로 의미범주기반 작업기억 중재를 실시함에 따라 

작업기억이 향상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참여자들이 단어를 회상하는 동안 목표범주의 단어 뒤에 즉시 책

상을 치는 횟수를 분석한 결과, 단어회상 정반응 수와 책상을 치는 

횟수가 반비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언어처리과정에서 작

업기억의 저장과 처리기능은 제한된 작업기억 용량을 공유하기 때

문에 한 번에 초과된 요구가 들어오면 저장과 처리의 불균형이 나

타난다는 Just와 Carpenter (1992) 모델을 반영하는 것이라 해석된

다. 또한 요구되는 작업기억이 사용 가능한 한도에 대한 개인차가 

있으며 이러한 작업기억의 용량이 적은 사람은 작업기억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행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과도 일치한다

(Jaeggi et al., 2008).

중재의 일반화 효과로 살펴본 비중재 작업기억 과제와 문장이해

과제 및 단어유창성 과제에서는 각각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먼

저, 비중재 작업기억 과제인 숫자 및 단어폭 과제에서는 단어 바로 

따라말하기를 제외한 숫자 바로 및 거꾸로 따라말하기에서는 기억

폭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단어 거

꾸로 따라 말하기에서는 기억폭의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작업기억 중재의 효과를 비중재 작업기억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

한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Winans 등(2012)의 연구에서 중

도의 실어증환자를 대상으로 듣기폭 과제에 기초한 작업기억 중재 

결과, 듣기폭과 문장이해력에서는 유의한 향상을 보였지만 다른 작

업기억 과제에 대한 일반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 또한 지능, 억제, 언어기능, 수학기능 등 여러 인지기능에서 훈

련 효과가 비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작업기억의 영역 특수성

으로 설명하며, 영역이 일치할 때 더 큰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

와도 일치한다(Melby-Lervåg & Hulme, 2013; Seo & Kim, 2014). 

또한 Sung (2010)의 연구에서 거꾸로 따라지시하기 과제보다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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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Pre-post comparison of total number of correct responses on pho-
netic word fluency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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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따라지시하기가, 의미적 처리과정이 포함된 단어보다 숫자가 실

어증환자의 문장처리과정을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작업기

억 과제에서 단어는 숫자보다 의미적 처리가 더 많이 요구되는 과제

로 실어증환자는 단어보다 숫자 과제에서 더 높은 수행을 나타낸

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비중재 작업기억 과제에서 단어폭 따

라말하기 수행력보다 숫자폭 따라말하기 수행력이 더 높게 나타나 

Sung (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중재효과에 있어서

는 단어 바로 따라말하기에서만 유의한 중재효과가 있었는데, 이

는 의미범주기반 작업기억 중재에서 사용한 작업기억 과제가 일련

의 단어목록을 듣고 수행하는 것으로 단어 바로 따라말하기와 비

슷한 양식의 과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문장이해과제 정확도가 증가하였고, 그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작업기억 중재가 문장이해로 일반화 효과가 나타

났다. 본 연구는 문장처리가 요구되지 않으며 의미적으로나 통사적

으로 단서를 사용할 수 없는 일련의 단어목록을 듣고 마지막 단어

를 회상하는 작업기억 과제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개발

한 작업기억 중재는 의미범주화를 통한 기억전략과 시·청각적 자

극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중재기법이다. 이러한 전략이 내재

된 작업기억 중재는 공통적인 인지적 기제를 요하는 문장이해과

제, 즉 의미적 요소가 통제된 한국어 문장의 규범·비규범 어순 및 

능동 ·피동관계에 따른 문장이해를 평가하는 과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직접적인 문장이해 중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업기억이 향상됨에 따라 문장이해능력이 향상되었다

는 것은 의미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장 따라

말하기를 활용한 작업기억 중재(Eom, 2015; Francis et al., 2003;  

Kalinyak-Fliszar et al., 2011; Martin et al., 2009)나 듣기폭 과제를 

사용한 중재(Winans et al., 2012), 문단수준의 읽기 과제를 사용한 

중재(Mayer & Murray, 200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작업기억 용량

과 문장이해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여러 연령층 및 언어장애군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다(Baddeley, Logie, Nimmo-Smith, & Brere-

ton, 1985; Daneman & Carpenter, 1980, 1983; De Beni, Palladino, 

Pazzaglia, & Cornoldi, 1995; Dixon, LeFevre, & Twilley, 1988; Eh-

rlich, Brébion, & Tardieu, 1994; Masson & Miller, 1983). 특히 실어

증 분야에서도 작업기억과 문장이해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다양하

게 보고되고 있다(Friedmann & Gvion, 2003; Gordon, 1983; Kim 

et al., 2013; Murray, Ballard, & Karcher, 2004; Sung et al., 2009; 

Tompkins, Bloise, Timko, & Baumgaertner, 1994; Vukovic et al., 

2008; Ween, Verfaellie, & Alexander, 1996). 문장이해를 위해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단어들의 의미를 활성화하고 정보를 유

지하며, 해석하는 등 작업기억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요구된다

(Just & Carpenter, 1992). 따라서 작업기억은 문장이해와 관련된 

근본적인 인지적 기제로서 설명되어왔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따

르면, 본 연구의 결과는 작업기억 중재를 통하여 작업기억 용량을 

확장하고, 기억전략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장

처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여 문장이해능력으로의 향상이 일어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다양한 실어증유형의 환자에

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업기억 중재는 임상적으

로 의미가 크다. 또한 작업기억 중재를 통해 문장이해로의 일반화 

효과가 있다는 결과는 치료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단어유창성 과제 중에서도 중재에 포함된 범주인 동

물 범주유창성 과제에서는 총 정반응 수가 증가하였고, 그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중재에 포함되지 않은 범주인 가게

물건 범주유창성 과제에서는 총 정반응 수가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음소유창성 과제에서도 총 

정반응 수가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의미범주기반 작업기억 중재 후 동물 범주유창성 과

제에는 일반화 효과가 있었으나 가게물건 범주유창성 과제, 음소

유창성 과제로의 일반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의

미단서에 의한 이름대기에서는 심성어휘집(mental lexicon)으로의 

의미적 탐색(semantic search)이 수행되며, 이것은 의미지식의 내적 

체계에 강하게 의존한다. 반면 음소단서에 의한 이름대기에서는 주

어진 음운론적 단서에 해당하는 새로운 범주를 생성하기 위해 어

휘 탐색 시 의미단서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Martin, Wiggs, 

LaLonde, & Mack, 1994). 본 연구 결과에서도 중재 전·후 평가에

서 음소유창성 과제보다 범주유창성 과제에서 산출한 전체 어휘 

수가 더 많았다. 이는 단어유창성 과제에서 의미체계 안에서 어휘

정보를 찾는 과정과 함께 산출 전략을 탐색하는 실어증환자의 인

지적 측면이 어휘 산출에 영향을 준다는 Choi와 Sung (2014)의 연

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중재 시 의미적 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의

미범주화 기억전략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음소유창성 과제와 달리 

범주유창성 과제에서 일반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한

편, 범주유창성 과제 중 동물 범주유창성 과제에서는 중재 후 유의

한 증가가 나타났고, 가게 범주유창성 과제에서는 중재 후 정반응 

수는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동물범주가 

작업기억 중재프로토콜에서 사용된 범주 중 하나로 의미범주화 기

억전략을 사용한 작업기억 중재로 인한 효과가 극대화된 것으로 

생각한다. 작업기억 용량과 단어유창성 간의 상관관계는 여러 연령

층 및 언어장애군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Rosen & Engle, 

1997; Troyer, Moscovitch, & Winocur, 1997), 특히 실어증 분야에

서도 작업기억과 단어유창성 능력 간의 상관관계가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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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s et al., 1989; Choi & Sung, 2014; Kim, Sim, & Kim 2004). 

한정된 시간 내에 주어진 단서에 적절한 단어를 가능한 많이 탐색

해야 하는 단어유창성 과제는 즉각적인 주의, 의미 및 어휘체계와 

같은 단어지식, 서술적 구어기억으로부터 인출하는 능력, 이 모든 

과정을 조율하는 집행능력이 필요하다(Ruff, Light, Parker, & Levin, 

1997). 이에 따라 작업기억은 단어유창성과 관련된 인지적 기제로

서 설명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기억 중재를 함으로써 단

어유창으로의 일반화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러한 이

론적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작업기억 중재에 따른 단어유창성으

로의 일반화 효과를 알아보았고 제한적이긴 하나 동물 범주유창성

으로의 일반화 효과를 나타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기억 중재 후 

의미범주 작업기억 과제의 단어폭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그 증

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비중재 작업기억 

과제에서는 단어 바로 따라말하기를 제외한 숫자 바로 및 거꾸로 

따라말하기와 단어 거꾸로 따라말하기에서는 기억폭의 증가는 있

었으나 그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

째, 작업기억 중재 후 문장이해과제 정확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

고, 그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넷째, 작업기억 

중재 후 단어유창성 과제 중 동물 범주유창성 점수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그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

나 가게 범주유창성과 음소유창성 점수에서 보인 증가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 사

용된 의미범주기반 작업기억 중재가 실어증환자의 작업기억을 촉

진, 확장하는 기법으로 실어증환자의 작업기억뿐만 아니라 작업기

억과 관련된 인지적 기제를 사용하는 문장이해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직접적인 문장이해와 관련

된 중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업기억의 향상을 통해 문

장이해로의 일반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실어증환자의 작업기억이 언어처리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선

행연구 결과(Caspari et al., 1998; Seniów, Litwin, Litwin, Leśniak, 

& Członkowska, 2009; Sung et al., 2009; Tompkins et al., 1994) 및 

작업기억 손상과 관련된 치료가 기억능력과 더불어 실어증환자의 

언어능력에도 향상을 가져온다는 기존 연구들을 입증하고 있다

(Francis et al., 2003; Koenig‐Bruhin & Studer‐Eichenberger, 2007; 

Mayer & Murray, 2002; Salis, 2012). 반면 비중재 작업기억 과제와 

단어유창성 과제에서는 중재 및 일반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러

한 결과는 작업기억의 영역특수성에 따라 지능, 억제, 언어기능, 수

학기능 등 여러 인지기능에서의 훈련은 영역이 일치할 때 더 큰 효

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Melby-Lervåg & Hulme, 2013; 

Seo & Kim, 2014). 

본 작업기억 중재는 작업기억 용량을 늘리고 기억전략을 효율적

으로 사용하도록 훈련하는 작업기억 중재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다양한 실어증환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점, 언어능력으

로의 일반화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작업기억 

중재를 통해 문장이해로의 일반화 효과가 있다는 결과는 치료효

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의 수는 

실어증환자 7명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작업기억 중재의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고 각 과제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향후 실어증 유형별 대상의 수를 늘려 다양하게 적용 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작업기억 중재와 사전·사후평가에서 사용된 작업기억 과

제, 단어유창성 과제는 모두 구어로 반응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러

한 과제는 말실행증을 포함한 말운동장애를 동반한 실어증환자에

게는 적합하지 않다(Tompkins et al., 1994). 실제 본 연구에 참여한 

실어증환자 7명 중 4명은 말실행증을 동반하였다. 향후에는 이로 

인한 참여자들의 과제 수행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말실행증 

동반유무에 대한 대상자 통제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에서 사용한 문장이해과제는 의미적 요소가 통제된 한국어 문

장의 규범·비규범 어순 및 능동 ·피동관계에 따른 문장이해를 평

가하는 과제이다. 추후 의미적 요소가 포함된 문장이해를 평가하

는 과제로의 일반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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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참여자별 사전-사후 평가 결과 

Pre
COWAT Treated  

WM
Non treated WM Sentence  

comprehension

Categorical Phonetic Digit span Word span
Accuracy

ID Animal Market ㄱ ㅇ ㅅ Span Forward Backward Forward Backward

1   7   7 0   3 0 1 4 2 3 3 16
2   8   6 0   2 1 1.25 4 2 2 2 19
3 11 10 9 10 9 3 5 4 4 3 24
4 12 12 4   7 4 2.25 4 3 3 3 20
5   5   1 2   0 0 1.5 6 2 3 3 14
6   3   4 2   3 2 1.25 4 2 2 2 17
7   3   2 2   2 2 1 4 3 2 2 15

Post
COWAT Treated  

WM
Non treated WM Sentence  

comprehension

Categorical Phonetic Digit span Word span
Accuracy

ID Animal Market ㄱ ㅇ ㅅ Span Forward Backward Forward Backward

1   9   6 0   2   0 1.5 4 3 3 3 26
2 12   4 1   0   2 2 5 2 3 2 17
3 16 16 7   9   7 4.75 6 4 4 3 33
4 16 17 9 10 10 2.75 4 2 3 2 23
5   7   3 1   0   0 2.75 6 3 4 3 18
6   3   5 4   1   3 2 5 2 3 3 24
7   5   2 1   2   3 2 3 3 3 2 20

COWAT= 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Kang, Chin, Na, Lee, & Park, 2000); WM= working memory.

Appendix 2. 의미범주 작업기억 과제 실시지침 및 채점기준

작업기억 과제의 단어목록은 중재 프로토콜의 단어목록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시방법도 동일하다. 단, 작업기억 과제에서는 각 단어폭당 3개의 세트가 제
시된다.

지시사항
1. 피검자에게 검사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자, 지금부터 단어 여섯 개를 듣게 됩니다. 세 개의 단어 중 ○○(목표범주, 예: 동물)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오면 즉시 책상을 치시고, 여섯 개의 단어 중 세 번째, 여섯 
번째 단어를 기억해서 저에게 말해주세요. 예를 들어, 제가 ‘사과–버스–기린/토끼–휴지–지하철’이라고 하면 ‘기린’, ‘토끼’ 다음에는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고, 단어목록
을 다 들은 후에는 세 번째, 여섯 번째 단어인 ‘기린, 지하철’을 말해야 합니다.”라고 하며 시범을 보인다. 

2. 연습문항으로 연습해본다.“연습해보겠습니다. ‘토끼–국자–버스/수건–사자–지하철’.”
-정반응 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하고 1번 문항부터 시작한다.  
-오반응 시: “아닙니다. 제가 ‘토끼–국자–버스/수건–사자–지하철’이라고 했으니 동물 범주인 ‘토끼’, ‘사자’ 다음에는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고, 단어목록을 다 들은 후에 
‘토끼, 사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다시 연습해보겠습니다. ‘버스–토마토–호랑이/사슴–비누–택시’.”  

3. 두 번째 연습문항의 정/오반응에 상관없이 1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두 번째 문항부터는 어떠한 도움도 주어서는 안 된다. 
4. 단어 간 간격은 1초, 단어목록(word list) 간 간격은 2초로 불러주고, 각 단어목록의 마지막 단어는 음조를 약간 낮추어 불러준다.
5.  단어폭2의 모든 세트가 끝나면 단어폭3이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자, 이제 아홉 개의 단어를 듣게 됩니다.” 단어목록이 하나씩 증가하는 각 단어폭 시

작 전에 위와 같은 지시문을 들려준다.

중지
1. 3세트 중 적어도 2세트 이상 정반응 하였을 때, 다음 단어폭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3세트 중 2세트 이상 오반응 할 경우 다음 단어폭으로 진행하지 않고 검사를 중단한다. 
2.  이때, 다음 단어폭으로 진행하는 정반응의 기준은 각 단어목록의 마지막 단어를 회상한 것으로 하고, 목표범주에서 손바닥을 책상에 치는 것에 대한 반응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 차후 분석을 위해 오반응에 대한 기록은 하도록 한다. 

채점
1.  단어폭(span): 피검자가 2세트 이상 정반응 한 가장 마지막 단어폭. 예를 들어, 단어폭 3에서 3세트 모두 오반응 하였다면 검사를 중단한다. 이러한 경우, 이 피검자의 

단어폭은 2가 된다. 단, 단어폭 3에서 3세트 중 1세트만 정반응 하였다면 단어폭 3에서 검사를 중단은 하지만 단어폭에는 부분점수(0.5)를 부여하여 이 피검자의 단
어폭은 2.5가 된다.

2. 총점: 정반응 한 세트별로 1점을 부여하여 총점을 구한다.
3. Tap 수: 목표범주 단어 다음에 손바닥으로 책상을 친 것에 대한 정/오반응의 개수를 세어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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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의미범주기반 작업기억 중재 단어목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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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의미범주기반 작업기억 중재가 실어증환자의 문장이해 및 단어유창성에 미치는 일반화 효과

손희정·성지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실어증환자를 대상으로 의미범주기반 작업기억 중재를 실시하여 작업기억과 문장이해 및 단어유창성으로의 

일반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어증환자는 뇌손상으로 인해 인지 및 언어장애가 나타나며, 작업기억은 언어 및 인지 관련 과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정보를 유지하는 동시에 정보의 조작 및 수행에 관여하는 근본적인 기제로 연구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작

업기억이론에 근거하여 의미범주기반 작업기억 중재를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방법: 실어증환자 7명을 대상으로 6-8주

에 걸쳐서 주 2-3회 중재를 실시하였고, 사전·사후 평가를 포함하여 총 16회기 동안 진행되었다. 의미범주기반 작업기억 중재는 특정 작

업기억 과제를 반복하는 동안 순차적으로 단서가 제공되는 중재 프로토콜이다. 결과: 중재 작업기억 과제의 단어폭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증가를 보였고, 비중재 작업기억 과제에서는 단어 바로 따라말하기 과제에서만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문장이해과제 정확도와 단어

유창성 과제 중 동물 범주유창성 과제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논의 및 결론: 의미범주기반 작업기억 중재가 비중재 작업기억 과

제와 음소유창성 과제로의 일반화 효과는 제한적이었으나 중재 작업기억 과제와 문장이해, 범주유창성 과제로의 중재 및 일반화 효과

를 나타냈다. 의미범주기반 작업기억 중재는 실어증의 근본적인 기제와 관련된 인지과정인 작업기억을 촉진하여 언어능력으로 확장하

는 중재기법으로 다양한 유형의 실어증환자를 대상으로 작업기억뿐 아니라 언어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핵심어: 작업기억, 중재, 의미범주, 문장이해, 단어유창성, 실어증

본 연구는 2014년도 정부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한 연구임(No. NRF-2014S1A5A801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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