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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 ․김 욱.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언어성 작업기억과 문장이해간의 계. 언어청각장애연

구, 2004, 제9권, 제2호, 33-48. 본 연구에서는 단순언어장애(SLI) 아동이 정상발달 아동과 

비교하여 언어성 작업기억에 결함이 있는가와 그러한 결함이 문장이해 수 과 련이 있는가

를 알아보았다. 첫째, 언어연령이 5세인 SLI  정상발달 아동을 상으로 단어회상 과제를 통

해 언어성 작업기억 능력을 비교하고, 둘째, 능동문과 피동문의 이해과제를 통해 문장이해 능

력을 비교하며, 셋째, 이 두 가지 과제 수행간의 상 계를 분석하 다. 연구 결과, SLI 아동

은 언어성 작업기억 과제 수행에서 단일-처리부담 조건과 이 -처리부담 조건에서 정상발달 

아동보다 수행이 낮았고 문장이해 과제에서는 피동문의 이해에서 수행이 낮았다. 두 과제간의 

상 계 분석 결과는 SLI 아동은 단일-처리부담 조건과 피동문 이해간에 정  상 이 나타났

고 정상발달 아동은 이 -처리부담 조건과 피동문 이해간에 정  상 이 나타났다. 이는 SLI 

아동이 정상발달 아동과 비교하여 언어성 작업기억을 효율 으로 사용하는데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며 그러한 결함이 문장이해 수 과 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어: 단순언어장애, 언어성 작업기억, 무-처리부담 조건, 단일-처리부담 조건, 이 -처리부담 

조건, 문장이해

Ⅰ. 서  론

단순언어장애(specific language impairment: SLI)란 지능이나 청력, 신경학  손상과 같은 언어 

이외의 다른 발달상의 어려움 없이 언어발달에서만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Leonard(1998)는 

SLI 아동을 비언어성 지능검사에서 정상범주에 속하며, 표 화된 언어검사에서 -1.25 SD 이하이고 청

력과 구강 구조가 정상이고 신경학  이상이 없으며 심리 사회 으로 심각한 이상이나 장애가 없는 아

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SLI 아동의 주 문제인 언어  결함은 다양한 근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첫째, SLI 아동을 언어발달에 있어 심  문법 모듈(central grammatical module)의 정상

 발달이 붕괴된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그들의 언어결함을 설명하는 근이 있다. 이들은 SLI 아동의 

문법 형태소 역에서 보이는 문제를 강조하며 굴  형태소 즉, 문법  기능어와 형식 형태소(격, 성, 

수, 인칭 표시)연구에 을 맞춘다(Ritch & Bhatia, 1999). 둘째, SLI 아동의 언어결함을 처리결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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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하는 근이 있다. 이들 안에서도 청각  처리의 문제(Tallal, Stark & Mellits, 1985)로 는 단

기(작업)기억의 결함(Gathercole & Baddeley, 1990; Kamhi et al., 1988)으로 언어결함을 설명하는 입장

들이 있다(Ritch & Bhatia (1999)에서 재인용). 작업기억은 SLI 아동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정보처리 

능력이다. 작업기억의 결함은 많은 연구들에 의해 보고되었고, 그것이 SLI 아동의 언어결함과 련이 

있음이 밝 졌다(Weismer, Evans & Hesketh, 1999; Montgomery, 2002a). SLI 아동의 언어문제를 작

업기억의 결함으로 설명하려는 근의 기본  입장은 SLI 아동이 작업기억 용량이 제한되어 있고, 언

어 수행에 필요한 요구량이 용량을 과하여 언어수행에 결함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연구들은 작업기억의 장 기능에 을 맞춘 연구들이 부분이었다(Baddeley, Gathercole & 

Papagno, 1998; Daneman & Carpenter, 1980; Gathercole & Baddeley, 1990). 작업기억 과제 한 장

과 처리의 체계 인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장이해와 같이 처리요구가 큰 

언어이해 능력을 설명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지 되었다. 따라서 장과 처리가 함께 체계 으로 증가

하는 작업기억 과제를 통하여 SLI 아동이 작업기억을 얼마나 효율 으로 사용하는가를 알아보고 그 

결함이 문장이해의 결함과 어떠한 련이 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작업기억에 해 우세한 두 가지 이론은 Baddeley의 음운회로 모델과 Just & Carpenter의 이론

이다. 이 이론들은 언어기능과 직 으로 련이 있으며 SLI 아동의 언어성 작업기억과 언어능력 사

이의 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Montgomery, 2002b). Baddeley와 Hitch는 1974년 처음으로 작업기

억 모델을 발표하 고 Baddeley(1986)에 의해 세 하게 묘사되었다. Baddeley(1986)는 작업기억이 장

기기억과 분리되어 있으며 앙 집행기(central executive)와 장을 담당하는 두 개의 노  체계(slave 

system)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시하고 역별로 그 역할을 설명한다. Baddeley의 다 성분설과 달리, 

Just & Carpenter의 작업기억 모델에서 작업기억은 언어이해를 수행하는 자원의 장과 처리의 한 세

트의 개념이며 Baddeley의 이론에서의 앙 집행기 부분에 거의 해당되고 조음회로와 같은 양식-특정

 버퍼를 포함하지는 않는다(Just & Carpenter, 1992). 구어의 이해는 복잡한 언어  지식, 언어  처

리 그리고 다양한 정보처리 능력간의 상호작용이다. 하나의 문장을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지각  처리, 

언어성 작업기억, 주의, 장기기억 안의 어휘에 정확하게 근(access)하기 등이 요구된다. 게다가 병렬

으로 작동되는 그러한 처리들은 정보처리체계의 제한된 용량 안에서 작동되어야 한다(Just & 

Carpenter, 1992). 그 동안 작업기억(단기기억으로 불리웠던)은 인출을 해서 잠시 동안 정보를 장

하는 개념에 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작업기억의 최근 설명은 정보를 잠시 후에 인출하기 한 

장 역할로서만이 아니라 언어이해와 같은 복잡한 연속  처리(사고)에 부분  결과를 장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Just & Carpenter의 작업기억 모델에서 장과 처리기능은 제한된 풀(pool)에서 자원을 공유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해 과제의 장과 처리 요구가 가능한 작업기억의 자원을 과한다면, 장과 

처리간에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이해가 강등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게 복잡한 구어이해 결함을 설명

하기 해 언어성 작업기억에 을 맞추는 것은 매우 타당한 근이다.

Gathercole & Baddeley(1990)는 Baddeley(1986)의 작업기억 모델에 근거하여 SLI 아동의 음운 

작업 기억(phonological working memory)을 알아보았다. 이들의 연구 이후, SLI 아동의 음운 작업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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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연구는 Baddeley(1986)의 작업기억 모델을 근거로 활발히 이루어졌다(Baddeley, Gathercole & 

Papagno, 1998; Dollaghan & Campbell, 1998; Edwards & Lahey, 1998; Montgomery, 1995a, 1995b; 

Van der Lely & Howard, 1993). Montgomery(1995b)는 SLI 아동의 제한된 음운 작업기억 용량 때문

에 처리가 일어나는 동안 들어오는 정보를 충분히 장할 수 없고 따라서 문장이해에 어려움이 래된

다고 설명하 다. 

Daneman & Carpenter(1980)는 단순히 장만을 평가하는 것과 달리, 장과 처리의 조합기능을 

평가하는 작업기억 폭 과제를 개발하여 성인의 읽기 이해에 한 개인차를 설명하 다. 통  기억 

폭 과제인 단어 폭 과제와 비교했을 때, 그들의 읽기 폭은 언어이해 과제 수행에 있어 측이 더 뛰어

났다. Weismer, Evans & Hesketh(1999)은 Gaulin & Campbell이 1994년에 제작한 CLPT(Competing 

Language Processing Task)를 사용하여 SLI 아동이 정상발달 아동에 비해 작업기억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Montgomery(2000a, 2000b)는 CLPT가 장과 처리의 증가에 따른 상호작용을 

보기 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장의 양이 체계 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처리의 양은 체계 으로 증

가하지 않는 을 보완하여 처리도 함께 체계 으로 증가하도록 수정하 다. 그는 상 아동의 작업기

억 폭과 문장이해간의 상 계를 분석하여 SLI 아동의 언어결함과 언어성 작업기억 결함간의 계를 

지지하 다.

Montgomery(1995a)는 SLI 아동의 문장이해에 있어 음운 작업기억의 역할에 을 맞추었다. 

그들은 무의미단어 따라하기 과제와 문장이해 과제 수행을 통해 음운론  작업기억의 결함과 언어이해 

결함간의 계를 조사하 다. 문장이해와 무의미단어 따라하기 과제간에는 정  상 계가 나타났고 

이는 SLI 아동의 보다 더 한정된 음운작업기억 용량이 문장이해의 노력을 손상시킨 것으로 보았다

(Montgomery, 1995b). Montgomery(2000b)는 SLI 아동의 문장이해 결함을 설명하기 하여 언어성 작

업기억 과제와 문장이해 간의 계를 알아보았다. 작업기억을 측정하기 해 세 가지 처리부담 조건을 

구성하고 각 처리부담 조건에 따라 단어를 회상하도록 하는 과제를 실시하 다. 첫 번째 조건, 무-처리 

부담 조건에서 장만을 요구(자유회상)하고, 두 번째 조건, 단일-처리부담 조건에서는 장과 처리를 

함께 요구(크기 순서화)하고, 세 번째 조건, 이 -처리부담 조건에서는 두 가지 처리를 요구(의미범주

화 + 크기 순서화)하 다. 문장이해 과제는 잉여 문장과 비잉여 문장의 이해로 하 다. 작업기억 과제

의 결과는 장만 요구한 첫 번째 조건에서는 각 집단간에 수행결과가 차이가 없었고 장과 한 가지 

처리를 요구하는 두 번째 조건에서 각 집단들은 단어 회상 수행 결과가 비슷하 는데, 이는 SLI 아동

이 장과 처리를 조정하는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두 가지 처리를 요구하는 

세 번째 조건에서 SLI 아동은 생활연령이 일치하는 아동보다 수행이 낮았고 언어연령 일치하는 아동

과는 유사하 다. 이러한 결과는 SLI 아동이 동 연령 집단보다 작업기억 용량이 다는 것과 언어연령 

일치하는 아동과는 비슷함을 의미한다. 한 SLI 아동이 두 가지 처리요구를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많

은 단어들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문장이해 과제의 결과는 비잉여 문장 이해 과제 

수행에서는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잉여 문장 이해에서는 SLI 아동이 두 비교집단보다 수

행이 낮았다. 작업기억과 문장 이해간의 상 계 분석 결과는 언어연령이 일치하는 아동 집단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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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담 조건과 잉여 문장 이해 사이에 정  상 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LI 아동이 기

능  작업기억 과제에서 요구하는 일반  정보처리 요구를 함께 조합하여 수행하는데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생활연령 일치하는 일반 아동의 경우는 작업기억과 문장이해 과제가 모두 그들에게 무 쉬

웠기 때문에 상 계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아동의 문장이해 능력을 보기 하여 능동문과 피동문의 이해과제를 구성하

다. 한국아동의 구문발달에 있어서 피동문의 습득시기를 4세 이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어연령 5세

의 아동에게 있어 피동문 이해 과제는 능동문에 비해 처리부담이 클 것으로 측할 수 있다(김미진, 

2002; 이연섭․권경안․김성일, 1979).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언어연령이 5세인 SLI  정상발달 아동을 상으로 장과 처리가 함

께 증가하는 단어회상 과제를 통해 언어성 작업기억 능력을 비교하고, 둘째, 능동문과 피동문의 이해과

제를 통해 문장이해능력을 비교하며, 셋째, 이 두 가지 과제 수행간의 상 계 분석을 통하여 문장이

해 수 과 언어성 작업기억간의 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근은 SLI 아동의 언어이해 결함을 

설명하는데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언어연령이 평균 5;6(5;1～5;7)세인 SLI 아동 14명과 언어연령이 5;6(5;5～5;8)세인 정

상발달 아동 14명을 연구 상으로 하 다. 남녀의 성별 비율은 두 집단 모두 12 : 2 다. SLI 아동은 

PRES(김 태, 2000)로 측정한 언어발달연령이 5세 이상으로 자신의 생활연령 에서 -1.25 SD 이하이

고, K-WPPSI의 동작성 수가 85이상이고, 인지, 행동, 정서, 청력, 조음,  신경학  결함이 없는 아

동들로 구성하 다. 정상발달 아동은 생활연령이 5세 이상으로 PRES로 측정한 언어연령이 자신의 생

활연령 에서 ±1.25 표 편차 이내에 포함되며, K-WPPSI의 동작성 수가 85이상이고, 교사에 의해 

인지, 행동, 정서, 청력, 조음,  기질 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아동으로 구성하 다. 연구 상의 집

단별 특성은 <표 - 1>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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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연구 상의 집단별 특성

정상발달 아동(N=14) SLI 아동(N=14)

M SD Range  M SD Range

생활연령(개월)

언어연령(개월)

동작성지능

성비(남:여)

 66.4

 67.6

107.5

12 : 2

2.31

1.40

9.29

61 - 70

66 - 70

97 - 128

 86.9

 66.9

104.6

12 : 2

 2.21

 2.28

10.76

82 - 89

62 - 69

90 - 122

2. 검사도구

가. 과제 1: 언어성 작업기억 과제

본 연구의 작업기억 과제는 Montgomery(2000a, 2000b)에서 사용된 작업기억 과제를 기 로 한

국어에 맞게 제작하 다. 작업기억 과제 문항의 는 <부록 - 1>에 제시하 다.

과제의 단어 구성은 친숙한 단어 선정을 해, 최은희(2000)를 참고하여 3세 이하의 아동을 상

으로 50 % 이상의 출 율을 보인 단어들을 선택하고, 친숙한 다섯 가지의 의미범주를 선정하 다. 실

험단어 목록은 의미 범주 로 5개씩의 2음 어 단어를 선정하여 비실험을 통해 최종 실험단어 목록

을 선정하 다. 최종 실험단어 목록은 <부록 - 2>에 제시하 다. 

단어목록은 3단어 목록, 4단어 목록, 5단어 목록, 그리고 6단어 목록으로 총 4가지로 구성하 다. 

각 단어 목록은 두 개의 의미범주를 포함하며 각 목록마다 3문항씩으로 구성하 다. 하나의 처리부담 

조건은 4가지 단어목록이 3문항씩 12문항으로 구성하 다. 문항은 길이효과를 통제하기 해 단어길이

가 차로 증가되지 않도록 구성하 다. 

다양한 처리 수 이 장(즉시  단어회상)에 서로 다른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해 세 

가지 처리부담(processing load) 조건을 구성하 다. 본 연구는 Montgomery(2000a, 2000b)의 연구를 

기 로 비실험을 실시하여 세 가지 처리부담 조건을 구성하 다. 첫 번째 조건, 무-처리부담 조건

(no-load condition)에서는 아동에게 다양한 단어 목록을 들려주고 아동이 들은 단어를 아무런 처리조

건 없이 들은 로 회상(자유회상)하도록 요구하 다. 두 번째 조건, 단일-처리부담 조건(single-load 

condition)에서는 아동에게 다양한 단어 목록을 들려주고 아동이 들은 단어를 의미 범주 로 분류하여 

회상하도록 요구하 다. 를 들어, {나비, 사과, 돼지, 포도}가 제공되었다면, 정반응은 {나비, 돼지/ 사

과, 포도}로 회상하도록 하 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 이 -처리부담 조건(dual-load condition)에

서는 아동에게 제시된 단어들을 의미 범주 로 분류한 다음 단어 참조물의 크기 로 순서화시켜 회상

하도록 요구하 다. 상 아동들은 각 처리부담 조건에서 4가지 단어길이 목록마다 3문항씩 총 12문항

에 해 단어 회상을 수행하 다. 



언어청각장애연구

38

나. 과제 2: 문장 이해 과제

문장이해는 능동문과 피동문의 문장이해 과제의 문항을 청각 으로 듣고 반응지에 있는 세 가지 

그림  문장과 일치하는 그림을 지 하는 과제이다. 문장이해 과제에서는 상 아동의 능동문과 피동

문의 문장유형에 따른 이해를 보았다. 피동문은 능동문과 같은 어 로 구성되면서도 능동문에 비해, 문

장이해를 한 언어  처리를 많이 요구하는 문장유형이다. 피동문은 원칙 으로 그에 응되는 능동

문을 가지며, 그 능동문을 바탕으로 어떤 차를 가하여 만들어진다. 즉, 아래 문 ①에서 보듯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능동문의 목 어가 주어가 된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능동문의 주어는 주격조사 

신 처격조사 ‘에/에게/한테’를 취하여 부사어로 바 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서술어인 타동사는 

피동사로 바 는 일련의 차를 거쳐 피동문으로 만들어진다.

   (ㄱ) 곰이 토끼를 업다.

   (ㄴ) 토끼가 곰한테 업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문장 능동문과 피동문은 김미진(2002)의 검사도구 에서 능동문과 그

에 해당하는 피동문 각각 10개씩과 메꾸기 문장 2개로 총 22문항, 그리고 해당 문항의 그림을 사용하

다. 검사문항의 는 <부록 - 3>에 제시하 다.

3. 연구 차

언어성 작업기억 과제는 각 조건별로 시행하 다. 무-처리부담 조건은 사 검사없이 연습 문항

을 실시하고 실험 문항으로 바로 들어갔다. 단일-처리부담 조건과 이 -처리부담 조건은 본 실험에 들

어가기에 앞서, 사 검사를 통해 본 실험에서 요구되는 처리능력(의미범주화, 크기순서화)이 있는지를 

확인하 다. 의미범주화 처리부담 조건의 사 검사를 실시하여 상 아동이 처리능력이 있음이 확인되

면, 단일-처리부담 조건의 연습 문항을 실시하고 실험 문항을 수행하도록 하 다. 의미범주화 + 크기순

서화 처리부담 조건의 사 검사를 실시하여 상 아동에게 처리능력이 있음이 확인되면, 이 -처리부

담 조건의 연습 문항을 실시하고 실험 문항을 수행하 다. 모든 검사는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연

구자와 상 아동이 책상을 마주보고 앉아 개별 검사로 시행하 다. 본 과제의 과제 제시 방법으로는 

상 아동에게 헤드폰을 착용시키고 SONY MD Recorder에 녹음된 자극을 당한 소리 크기로 들려

주었다. 아동이 청각 으로 단어목록을 듣고 회상조건에 따라 단어를 즉시 회상하도록 하 다. 자극 제

공은 상 아동의 요구가 있을 경우, 1회 반복을 허용하 으며 두 번의 시행  더 좋은 반응을 결과로 

기록하 다. 문장이해 과제는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연구자는 상 아동과 책상을 마주보고 앉아 

문장이해 과제를 수행하 다. 연구자는 실험문장을 실시하기 에 2개의 연습문장을 실시하여 아동이 

검사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 연습문장이 끝나고 같은 방법으로 20개의 실험문장과 2개의 메

꾸기 문장까지 총 22개의 문항을 검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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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언어성 작업기억 과제 수행에서 종속변인은 세 가지 단어회상 처리부담 조건 각각에서의 단어폭

(word span)으로 하 다. 단어폭은 세 가지 처리부담 각 조건에서 상자가 최 로 회상할 수 있다고 

평가된 단어목록길이로 하 다. 세 가지 회상 조건 각각에 있어 3단어 목록부터 여섯 단어 목록까지 제

시하 으므로 단어폭의 최고 수는 각 6 씩이 된다. 각 단어목록의 3문항  2문항 이상에서 공통

으로 보인 반응수(정확하게 회상한 단어수)를 상 아동의 반응으로 채택하 다. SLI의 유무와 회상 

조건이 단어 회상하기 과제 수행에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해 2 × 3(집단×회상조건) 혼합분산

분석(ANOVA)을 설계하 다. 2 × 3(집단×회상조건) 분산분석을 통해 집단과 회상조건에서의 각 주효

과와 집단 ×회상조건의 상호작용을 알아보았다. 회상조건마다 단어 회상하기 수행에서 SLI의 유무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회상에 요구되는 처리의 

증가에 따라 작업기억 과제 수행에 있어 집단 내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해 응표본 t-검증

을 실시하 다. 

문장이해 과제에서 종속변인은 문장유형별로 10문항에 한 정반응 수로 하여 최고 수는 각 

문장유형별로 10 씩이다. 20개의 검사문장 각각에 하여 검사문장과 일치하는 그림을 아동이 정확하

게 지 하면 1 , 그 지 않으면 0 을 주어 최고 수는 20 이 되도록 하 다. SLI의 유무와 문장유형

이 문장이해에 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해 2 × 2(집단 ×문장유형) 혼합분산분석(ANOVA)을 설

계하 다. 2 × 2(집단 ×문장유형) 분산분석을 통해 집단과 문장유형에서 각 주효과와 집단×처리부담

의 상호작용을 알아보았다. 

작업기억 과제 수행과 문장이해 과제 수행간의 상 계는 SLI 아동과 통제집단 각각에서 각 회

상조건에서의 수행과 문장유형에 따른 수행간에 Pearson 상 계수(p < .05)로 분석하 다.

Ⅲ. 연구 결과

1. 언어성 작업기억 과제 수행

언어성 작업기억 과제 수행 결과의 집단 평균과 표 편차, 그리고 범 를 <표 - 2>에 제시하

다. 회상 조건에 따른 상 아동의 단어회상 수행은 <그림 - 1>에 제시하 다.

SLI 아동과 정상발달 아동의 처리부담 조건에 따른 단어 회상 수행을 알아보기 해 집단(2) × 

처리부담(3)의 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하 고 결과를 <표 - 3>에 제시하 다. 분산분석 결과, 집단간의 

주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F(1, 26) = 9.392, p < .01). 집단 내에서는 처리부담의 주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F(2, 52) = 128.227, p < .01). 처리부담×집단간에 상호작용이 통계 으로 유의하 다

(F(2, 52) = 7.091, p < .01 ). 세 가지 처리부담 조건에서 SLI 유무에 따라 수행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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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하여 집단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무-처리부담 조건에서 두 집단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26) = 2.982, p = .096). 단일-처리부담 조건에서 두 집단간 차이

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F(1, 26) = 8.163, p < .01). 그리고 이 -처리부담 조건에서도 두 집단간 차이

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F(1, 26) = 13.994, p < .01 ).

집단 내 처리부담 조건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집단 내 각 조건간의 차이를 분석하 다. 정상발달 아동 집단은 무-처리부담 조건과 단일-처리부담 조

건간에 수행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 = 1.0, df = 13, p = .336 ). 무-처리부담 조건과 이 -처

리부담 조건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 = 8.832, df = 13, p = .001). 한 단일-처리부

담 조건과 이 -처리부담 조건간에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 = 6.904, df = 13, p = .001 ). 

SLI아동 집단은 무-처리부담 조건과 단일-처리부담 조건간에 수행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t =

2.687, df = 13, p < .05 ). 그리고 무-처리부담 조건과 이 -처리부담 조건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t = 10.408, df = 13, p = .001). 한 단일-처리부담 조건과 이 -처리부담 조건간에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 = 15.0, df = 13, p = .001). 

<표 - 2> SLI 아동과 정상발달 아동의 언어성 작업기억 과제 수행의 평균과 표 편차 
         범  결과표

(각 처리조건에서의 최 단어폭은 6)

정상발달 아동(N=14) SLI 아동(N=14)

M  SD Range  M  SD Range

 무-처리부담

 단일-처리부담

 이 -처리부담

4.57

4.50

3.71

.65

.65

.73

4 - 6

4 - 6

3 - 5

4.21

3.86

2.79

.43

.53

.58

4 - 5

3 - 5

2 - 4

0.0

1.0

2.0

3.0

4.0

5.0

6.0

무-처리부담 단일-처리부담 이중-처리부담

세가지 처리부담 조건

회
상

된
 최

대
 단

어
목

록
길

이
 평

균

일반

SLI

<그림 - 1> SLI의 유무에 따른 언어성 작업기억 과제 수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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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 SLI 유무와 처리부담에 따른 언어성 작업기억 과제수행의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

오차

처리부담

처리부담 × 집단

오차

체

 8.679

24.024

20.667

 1.143

 4.190

58.703

 1

26

 2

 2

52

83

8.679

.924

10.333

.571

.08

  9.392

128.227

  7.091

.005

.000

.002

2. 문장유형에 따른 문장이해 과제 수행

SLI 아동과 정상발달 아동의 문장이해 과제의 평균과 표 편차 그리고 범 는 <표 - 4>와 <그

림 - 2>에 제시하 다. 

SLI의 유무와 문장유형에 따른 문장이해 과제 수행을 알아보기 해 집단(2) ×문장유형(2)의 혼

합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 5>에 제시하 다. 분산분석 결과, 집단간에 주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F(1, 26) = 33.365, p < .001 ). 집단 내에서는 문장유형간의 주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F(1, 26) = 281.142, p< .01 ). 그리고 집단×문장유형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다(F(1, 26) = 23.523, p< .01 ).

문장유형에 있어서의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집단 간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능동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F(1, 26) = 2.982, p = .096). 피동문에서

는 집단간에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F(1, 26) = 33.333, p< .01). 

<표 - 4> 정상발달 아동과 SLI 아동의 문장이해 과제 수행 정반응 결과

정상발달 아동(N=14) SLI아동(N=14)

M SD Range M SD Range

능동문

피동문

9.79 

6.71

 .43

1.54

9 - 10

5 -  9 

9.43

3.86

 .43

1.03

8 - 10

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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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처리부담 단일-처리부담 이중-처리부담

세가지 처리부담 조건

회
상

된
 최

대
 단

어
목

록
길

이
 평

균

일반

SLI

<그림 - 2> SLI 아동과 정상발달 아동의 문장이해 과제 수행 결과

<표 - 5> SLI의 유무와 문장유형에 따른 문장이해 과제 수행의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

오차

문장유형

집단 × 문장유형

오차

체

 36.161

 28.179

261.446

 21.875

 24.179

 371.84

 1

26

 1

 1

26

55

36.161

1.084

261.446

21.875

.930

 33.365

281.142

 23.523

.000

.000

.000

3. 언어성 작업기억 과제 수행과 문장이해 과제 수행간의 계

언어성 작업기억 과제 수행과 문장이해 과제 수행간의 상 계는 Pearson 상 계수(p< .05)로 

알아보았다. SLI 아동과 정상발달 아동 집단간에 두 과제 수행간의 상 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 

6>과 같다. 상 계 분석 결과, SLI아동 집단은 단일-처리부담 조건과 피동문 이해총 간에 유의한 

정  상 이 나타났다(r = .661, p< .005). 정상발달 아동 집단에서는 이 -처리부담 조건과 피동문 이

해 총 간에 유의한 정  상 이 나타났다(r = .678, p< .001).

<표 - 6> 언어성 작업기억 과제와 문장이해 과제간의 Pearson 상 계수

1 2 3 4 5

1. 무-처리부담 조건 

2. 단일-처리부담 조건

3. 이 -처리부담 조건

4. 능동문이해 

5. 피동문이해 

-

.915**/.483

.866**/.513

.200/.479

.408/.075

-

.814**/.888**

.139/.191

.307/.661*

-

.284/.264

.678**/.462

-

.251/-.017 -

** p< .001, 양방향 
* p< .005, 양방향
A/B = 정상발달 아동/SLI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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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 연구는 SLI 아동이 정상발달 아동과 비교하여 언어성 작업기억에 결함이 있는가에 한 답

을 얻고 그러한 결함이 문장이해 수 과 련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 다. 과

제 1에서는 상 아동의 언어성 작업기억 능력을 측정하 고 과제 2에서는 문장이해 수 을 측정하

다. 각 과제마다 SLI 아동의 수행을 정상발달 아동과 비교하 고 두 과제 수행간의 상 계를 분석하

다.

과제 1에서는 상 아동의 언어성 작업기억을 알아보기 해 Montgomery(2000a, 2000b)의 작업

기억 과제를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 다. 언어성 작업기억 과제의 연구 결과는 세 가지 처

리부담 조건 모두에서 반 으로 SLI 아동의 단어 회상 수행이 정상발달 아동보다 낮은 경향을 보

고, 단일-처리부담 조건과 이 -처리부담 조건에서만 집단간 수행차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처리부

담과 집단간에 상호작용이 나타났고, SLI 아동은 처리부담에 따라 정상발달 아동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 다. 무-처리부담 조건에서 SLI 유무에 따른 집단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SLI 

아동이 친숙한 단어를 회상할 때, 단순 장에서는 정상발달 아동과 차이가 없다는 을 시사한다. 단

일-처리부담 조건과 이 -처리부담 조건에서 SLI 아동의 단어 회상 수행이 정상발달 아동보다 낮았다. 

사  검사를 통해 상 아동의 의미 범주화와 크기 순서화처리 능력을 확인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SLI 아동은 기본  처리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부담에 따라 지식의 략  배치와 범주화 능

력이 덜 효율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SLI 아동의 언어성 작업기억 과제 수행의 결함을 정보의 보유

에 있어서의 문제라는 입장과 조 으로, Edwards & Lahey(1998)는 음운 , 어휘  표상 형성의 문

제로 보고 있다. 만약, 음운론  표상의 문제라면 상 아동은 모든 조건에서 단어 회상이 낮을 것이다. 

그러나 무-처리부담 조건에서 SLI 아동과 정상발달 아동은 과제 수행에 차이가 없었으므로 그러한 가

정은 기각된다. 무-처리부담 조건에서 두 집단간 차이가 없었던 결과는 작업기억의 다른 처리들 시연, 

운동 계획과 실행 등에 있어서의 문제라는 가능성 한 기각되는 증거이다. 이는 결국 SLI 아동이 작

업기억에 정보를 보유하는데 있어서의 문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처리부담 때문에 많은 자원을 처리

에 할당하게 됨으로써 장에로의 할당량이 었기 때문이다. 집단 내 조건효과 면에서 정상발달 아동

은 무-처리부담 조건과 단일-처리부담 조건간에는 조건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 -처리부담 조건만

이 무-처리부담 조건과 그리고 단일-처리부담 조건과 각각 조건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

만을 반 하는 무-처리부담 조건과 하나의 처리만을 요구하는 단일-처리부담 조건이 모두 정상발달 

아동의 언어성 작업기억의 용량을 과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정상발달 아동은 두 가지 처리를 

요구하는 이 -처리부담 조건에 가서야 그들의 작업기억을 기능 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SLI 아동은 세 가지 처리부담 조건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SLI 아동은 하나의 처리만 요구돼도 그들의 언어성 작업기억을 기능 으로 활용하

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과제 2에서는 과제 1에서 밝힌 언어성 작업기억 결함으로 문장이해 수 을 설명하기 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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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른 문장이해 과제를 수행하 다. 피동문은 능동문에 비해 문장을 구성하는 어 이 동일함에

도 불구하고 처리부담이 가 되는 문장유형이기 때문에 문장유형을 능동문과 피동문으로 구성하 다

(이익섭․채 완, 1999). SLI 아동은 언어성 작업기억을 기능 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동문 이해에 있어 정상발달 아동보다 더욱 민감할 것이라고 측하 다. 연구 결과는 SLI 아동과 정

상발달 아동 모두 능동문보다 피동문의 이해 수행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 원인에서 

기인 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문장이해에 있어 구문론  복잡도에 향을 받았을 것이다. 둘째, 피동문

의 발달연령은 5세로 발달연령에 향을 받았을 것이다(이연섭․권경안․김성일, 1979). 본 연구에 참

가한 상 아동의 언어연령 평균이 5;6세이기 때문에 피동문 문형을 완 히 습득하지 못했으므로 완  

습득이 가능했던 능동문과 비교해 볼 때, 수행이 떨어지는 것은 특이한 사실이 아니다. SLI 아동뿐만 

아니라 정상발달 아동도 능동문보다 피동문의 문장이해 수행이 낮은 것은 이미 측이 가능했던 결과

이다. 능동문의 이해 과제에서 SLI 아동과 정상발달 아동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능동

문의 문장유형이 상 아동에게 완  습득된 구문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피동문의 이해 과제에서 SLI 

아동은 정상발달 아동보다 수행이 낮았다. 정상발달 아동과 SLI 아동 모두 피동문의 이해가 능동문의 

이해보다 낮았던 결과를 통해, 피동문의 구문  복잡도에도 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피동문 이해

가 상 아동 모두에게 구문-처리부담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SLI 아동의 이해가 더 낮은 것은 그들이 

작업기억 자원을 덜 효율 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한 언어장애 유무와 문장유형간

에 나타난 상호작용을 설명해주고 있다. SLI 아동이 작업기억을 덜 효율 으로 사용한다는 은 문장

유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근거가 된다. 작업기억 모형에 따르면 문장이해에서 능동문보다 피동문

의 이해가 낮아야 한다. 그것은 장과 처리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구문-처리부담이 큰 문장을 처리하

기 해 보다 많은 자원을 이해처리에 할당함으로써 장에 사용되는 자원이 감소되기 때문이다(King 

& Just, 1991). 반면, 구문-처리부담이 크지 않은 문장유형에 해서는 SLI 아동의 작업기억 용량을 

과하지 않는 한 문장이해에 어려움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는 능동문의 이해에서 SLI 아동이 정상발

달 아동과 집단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SLI 아동의 문장이해의 어려움을 언어성 작업기억 결함으로 설명하기 하여 각 집단의 언어성 

작업기억 과제 수행과 문장이해 과제 수행간에 상 계를 분석하 다. SLI 아동은 단일-처리부담 조

건과 피동문 이해 총 간에 유의한 정  상 이 나타났고, 정상발달 아동은 이 -처리부담 조건과 피

동문 이해 총 간에 유의한 정  상 이 나타났다. SLI 아동에게 무-처리부담 조건 수행과 피동문 수

행간에 유의한 상 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의미있는 친숙한 단어들을 자유회상하는 것이 그들의 작업

기억 용량으로 처리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무-처리부담 조건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었

던 결과와 일치한다. 반 로, SLI 아동에게 이 -처리부담 조건 수행과 피동문 수행간에 유의한 상

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 -처리부담 조건의 수행 요구가 SLI 아동의 언어성 작업기억 용량을 과하

기 때문일 것이다. 이 -처리부담 조건에서 요구되는 의미범주화와 크기 순서화라는 두 가지 처리와 

장을 함께 수행할 때, SLI 아동은 처리에 부분의 작업기억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장에 할당할 자

원이 감소된 것일 수 있다. 이는 처리부담이 그들의 용량을 과하여 처리와 장의 상호작용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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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더욱 낮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일-처리부담 조건 수행과 피동문 이해 수행간에 나타난 상

계를 통해, 단일-처리부담 조건이 SLI 아동의 피동문 이해를 측하는데 가장 하 음을 알 수 

있다. 조 으로 정상발달 아동은 두 가지 처리를 요구하는 이 -처리부담 조건이 피동문의 이해를 

측하는데 하 다. 정상발달 아동은 이 -처리부담 조건에 가서야 그들의 작업기억 자원에 부담

이 가해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장과 처리를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작업기억을 가졌음을 의미

한다. 정상발달 아동은 처리부담의 증가에 따라 작업기억 자원을 장과 처리 기능에 효율 으로 할당

함으로써 요구를 처리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발달 아동과 SLI 아동의 언어연령을 맞추었음에도 불구

하고 SLI 아동의 언어성 작업기억에 결함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 SLI 아동은 언어성 작업기억의 결

함-언어  정보의 장과 처리 기능을 덜 효율 으로 조정-으로 인해 피동문의 이해가 낮았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SLI 아동은 언어연령이 일치되는 정상발달 아동보다 언어성 작업

기억 능력에 결함이 있으며 그러한 결함은 문장이해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요한 요소임을 확인하

다. 따라서 이러한 을 고려하여, SLI 아동의 언어능력을 평가하고 문장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한 재 략 개발에 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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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언어성 작업기억과제 검사 문항의 

무-처리부담 조건 단일-처리부담 조건 이 -처리부담 조건

문항 자극 문항 자극 문항 자극

1 버스 가슴 탱크 1 택시 입술 버스 1 버스 입술 기차

2
나비 탱크 돼지 

버스
2

장갑 토끼 모자 

돼지
2

배꼽 딸기 가슴 

참외

3
택시 입술 버스 

머리 탱크 가슴
3

기차 배꼽 택시 

가슴 버스 얼굴
3

바지 사자 장갑 

나비

<부록 - 2> 언어성 작업기억과제 단어목록 

동물 탈 것 과일 옷 우리 몸

개미

나비

토끼

돼지

사자

택시

버스

트럭

탱크

기차

딸기

사과

참외

포도

수박

양말

장갑

모자

치마

바지

배꼽

입술

얼굴

머리

가슴

<부록 - 3> 문장이해 과제 검사문항의 

문항 문장 문항 문장

1 돼지가 오리한테 묶이다 4 곰이 토끼한테 쫓기다

2 곰이 토끼를 업다 5 돼지가 오리를 잡다

3 오리가 돼지한테 끌리다 6 곰이랑 토끼가 업다*

*메꾸기(filler)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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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 of Verbal Working Memory to Sentence Comprehension 

in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Yu Hyun Kweon
(Dept. of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Young Wook Kim
(Dept.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verbal working memory deficit in children with 

SLI(specific language impairment) and examine the potential relation between these children’s verbal 

working memory deficits and their limitation in sentence comprehension. Fourteen SLI children and 14 

normal children who were matched for language age at 5;6, participated in this study. In the verbal working 

memory task, children recalled as many real words as possible under three processing load conditions. 

In the no-load condition, children were asked to recall the words regardless of the order of presentation. 

In the single-load condition, children were asked to recall them according to the semantic category of 

the word referents. In the dual-load condition, children were asked to recall as many words as possible 

according to both the semantic category and the physical size of word referents. In the sentence 

comprehension task, children listened to active and passive sentences and were asked to point to the picture 

corresponding to the sentence. The results of the verbal working memory task showed that the SLI children 

recalled fewer words in the single-load and dual-load conditions than their LA-matched peers did. In the 

sentence comprehension task, the SLI children comprehended fewer passive sentences than the 

LA-matched children. Statistical analyses revealed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single-load 

performance and performance on the passive sentence comprehension for the SLI children, between 

dual-load performance and performance on the passive sentences for LA-matched children. The poorer 

recall of SLI children in the verbal working memory task appeared to be related primarily to their difficulty 

in maintaining the words in their working memory, because fewer working memory resources were 

allocated to storage and more processing. The poorer comprehension of SLI children was likely a joint 

function of incomplete syntax knowledge and reduced verbal working memory capacity.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erformance on the verbal working memory task and that on the sentence 

comprehension task would bolster an interpretation of an association between verbal working memory 

and sentence comprehension. 

Key Words: specific language impairment(SLI), verbal working memory, no-load condition, single- 

load condition, dual-load condition, sentence comprehen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