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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ok at different variables (input modality, re
hearsal condition, stimulus length) that may affect phonological working memory in chil
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SSD) and typically developing (TD) peers. Methods: 18 
children with SSD and 21 TD pe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performed delayed digit 
span tasks according to three variables (visual input vs. auditory input, rehearsal vs. rehearsal 
inhibition, 4 digits vs. 6 digits). Retrieval and sequencing scores of task performances were 
compared between two groups. Results: First, the two group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
ferences in retrieval scores. The main effects of input modality, rehearsal condition and sti
mulus length were significant, and the interaction effect among three variables was signifi
cant on retrieval scores. In the rehearsal condition, there was a benefit of visual input re
gardless of stimulus lengths, but in the rehearsal inhibition condition, its benefit appeared 
only in 4 digits. Second, the sequencing ability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both groups. 
All main effects were significant, and the interaction effect among three variables was sig
nificant on sequencing scores like on retrievals. There was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
tween rehearsal condition and group. The TD group’s sequencing performance was better 
than the SSD group in the rehearsal condition,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rehearsal inhibition condition. Conclusion: Visual inputs, 
rehearsal condition, and short stimulus lengths are positive for phonological working mem
ory performance in both groups. However, the rehearsal strategy was not as effective in 
children with SSD as it was with TD children.

Keywords: Speech sound disorder, Phonological working memory, Delayed digit span 
task, Visual input, Vocal rehearsal, Stimulus length

작업기억(working memory)은 제한된 시간 동안 정보를 보유하

는 단기기억(short-term memory)의 기능에, 이해, 학습, 추론적 사

고 등 정보 간 복잡한 관계 해결을 위해 이들을 조작하는 처리기능

이 더해진 기억체계이다(Choi, 2014). 작업기억의 구성요소는 음운

루프(phonological loop), 시공간 잡기장(visuospatial sketchpad), 

중앙집행기(central executive), 일화적 완충기(episodic buffer)인데, 

이 중 음운루프는 청각적 또는 시각적으로 입력된 언어정보를 직접 

받아들이기 때문에 언어영역과 가장 관련이 깊다. 음운루프는 언

어정보를 단기적으로 보유하는 음운저장소(phonological store)와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시연시스템(subvocal rehearsal)으로 이루어

져 있다. 청각적 언어정보인 구어는 그 자체가 음운적 특성을 지니

고 있으므로 음운저장소에 바로 등록되는 반면, 시각적 언어정보

인 글자는 시연시스템을 통해 음운적 특성으로 전환된 후 등록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ddeley, 2003). 한편, 음운기억(phonolog-

https://doi.org/10.12963/csd.21800

Original Article
Commun Sci Disord 2021;26(1):192-205ISSN 2288-0917 (Online)



https://doi.org/10.12963/csd.21800 https://www.e-csd.org    193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작업기억   •  전은혜 외

ical memory)은 기억 속에 음운정보를 기호화(encoding)하거나 저

장하는 능력을 말하며 음운단기기억과 음운작업기억으로 나뉜다. 

이 두 기억은 앞서 말한 단기기억과 작업기억과 마찬가지로 언어정

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한다는 공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처리

기능이 동반되었는지에 따라 그 역할이 구분된다(Archibald & 

Gathercole, 2006). 언어정보를 수동적으로 보유하는 저장소의 역

할만 하는 것이 음운단기기억이라면, 음운작업기억은 적극적인 시

연과정을 통해 사라지는 음운정보를 유지시키고, 결과적으로 장기

기억 속에 표상으로 저장되도록 기여한다(Lee & Ha, 2018). 음운작

업기억은 음운루프 또는 시공간 잡기장에 입력된 정보의 처리과정

에서 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데에 관여하는 중앙집행기의 영향 또

한 받게 된다(Baddeley, 2003). 

이러한 음운작업기억이 아동의 언어습득과정과 성인의 정상적 

언어처리과정에 기여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

해 입증된 바 있다(Baddeley, 2000, 2003; Baddeley, Hitch, & Allen, 

2009; Baddeley, Papagno, & Vallar, 1988). 의사소통장애 분야에서

도 아동의 의사소통발달 결함 또는 성인의 의사소통능력 손실에 

미치는 음운작업기억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다수 관찰할 수 있

다(Alt & Spaulding, 2011; Archibald & Gathercole, 2006; Choi, 

2014; Larrivee & Catts, 1999; Vallar & Papagno, 2002). 이 중 특히 

말소리장애는 그 특성 혹은 원인을 음운작업기억과 연관하여 생

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말소리장애와 관련 있는 기저

요인들로 거론되는 말소리 지각의 결함, 구강운동감각 기능의 문

제, 음운처리능력 손상, 환경적 요인(Kim & Shin, 2015) 중 마지막 

환경적 요인을 제외하면 모두 음운작업기억 과제 수행력 저하와 직

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말소리 지각에 대해서는 음운작업기억 평가 과제의 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다. 음운작업기억력을 평

가하기 위해서는 숫자, 단어, 문장 또는 비단어 등을 들려준 후 그

것을 그대로 반복하게 하는 따라말하기 과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

고 있는데, 이는 모두 청각적 자극 제시를 기반으로 한다. 말소리 지

각 결함을 동반한 말소리장애 아동의 경우 들려준 음운정보를 정

확하게 지각하지 못해 음운작업기억 과제의 수행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이는 결국 음운작업기억 결함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때

문에 과제 수행력이 낮게 나타난 것이 정보의 입력 단계의 어려움

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음운작업기억의 결함으로 인

한 것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강운동감각 기능의 문제는 시연활동을 관장하는 시연시

스템이 과연 말소리장애 아동에게도 효율적인 음운작업기억 구성

요소인지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아동은 6세 경 새로운 정보들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 스스로 시연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Kim, 1997). 정보를 속으로 되뇌이는 내현적 시연(subvocal re-

hearsal)과 소리 내어 되뇌이는 외현적 시연(vocal rehearsal) 중, 어

린 아동의 경우 외현적 시현이 더 효과적이지만 점차 나이가 들면

서 내현적 시현도 외현적 시연만큼 효과적인 것으로, 그리고 성인

이 되면 내현적 시연이 보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 

Ha, 2019; Lee, Ha, Koo, Hwang, & Pyun, 2016; Murray, 1965). 그

러나 내현적이든 외현적이든 모든 시연활동은 민첩한 조음운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빠른 

속도로 얼버무리듯 진행되는 조음운동 동안 조음기관의 움직임에 

대한 감각적 모니터링을 통해 순차적 말소리들을 일련의 음운정보

로 기호화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요구된다. 이는 분명 민감한 구강운

동감각 기능을 전제로 한 활동으로, 이에 대한 결함을 동반한다면 

시연활동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말소리

장애 아동의 경우 조음활동 자체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의 부담으

로 인해, 시연활동이 오히려 음운작업기억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Kim & Ha, 2019).    

음운처리능력은 최근 들어 말소리장애의 기저요인으로 가장 많

이 언급되고 있는 영역이다. 음운처리란 말처리과정에서 음운정보

를 사용하는 모든 과정들을 말하는데, 음운인식, 음운정보회상, 

음운기억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Jung, Choi, & Ha, 2015). 따라서 

음운처리는 음운단기기억과 음운작업기억을 모두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음운처리능력의 손상이 곧 음운작업기억의 결

함을 의미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런데 이러한 음운처

리능력과 관련하여 말소리장애 집단에서 상반된 결과들을 보고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처리능력이 일

반 아동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Bishop & Adams, 1990), 언

어장애 동반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

(Kim & Ha, 2019)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들을 고려할 

때,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처리능력 결함에 대해 보다 다양한 각

도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말소리 지각의 결함, 구강운동감각 기능의 

문제 및 음운처리능력 자체의 어려움과 같은 말소리장애 아동의 잠

재적 특성들이 이들의 음운작업기억 과제 수행에 실제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말처리와 관련된 

여러 기능들이 여전히 발달 중에 있는 일반 아동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

을 변수로 하여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음운작업기억 과

제 수행 능력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말소리 지각 능력에 대해서

는 자극어를 청각적으로 들려준 경우와 시각적으로 보여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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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강운동감각 기능에 대해서는 시연활동을 한 경우와 하지 않

은 경우를 각각 비교함으로써 그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음운처리

능력은 제시한 음운정보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인 만큼, 음운처리 과제의 단어길이 효과

(word length effect)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견을 보이

지 않는 듯하다(Lee & Sim, 2003; Kim & Ha, 2019). 따라서 본 연구

에서도 자극어의 길이를 달리하여 대상자들의 음운작업기억 과제 

수행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어떤 과제를 사용하여 음운작업기억 능력을 측정할 것인지는 대

상자의 특성 및 연구 목적에 달라질 수 있다. 음운기억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숫자, 단어, 문장 또는 비단어 자극어를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음운작업기억력을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자극어가 청각 뿐만 아니라 시각, 즉 글자로도 제시되기 때문

에, 대상 아동들은 글자 자극어를 부담없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단어, 단어 또는 문장보다는 숫자를 자극어로 채택하는 

것이 실험 진행에 보다 용이할 것이다. 숫자를 이용한 음운기억 과

제는 바로 따라말하기와 거꾸로 따라말하기로 구분되며, 전자는 

음운단기기억을, 후자는 음운작업기억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숫자 거꾸로 따라말하기를 이용할 경우 과제 수행 시 

대상 아동이 시연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방

법적 제한점이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시연 횟수, 시연 시간, 시연

과 시연 사이의 간격 등 시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변수들

이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언급된 만큼(Lee et al., 2016; 

Kim & Ha, 2019), 통제된 조건에서 시연활동을 실시하게 하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숫자 따라말하

기 과제를 이용하되 자극 제시 후 일정 시간 이후 말하는 지연 따라

말하기 과제를 실시하여, 모든 대상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지연시간 

동안 동일한 횟수와 간격으로 시연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지연된 

시간 동안 음운정보를 기억하기 위해 시연전략을 사용하게 되므

로, 해당 과제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보유하는 단기기억이 아닌, 정

보에 대한 적극적 조작이 이루어지는 작업기억이 관여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결과 분석, 즉 채점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음운작업기억 연구들은 정반응 수 또는 정확하게 인출

한 음절 또는 음소의 비율과 같은 방법으로 과제 수행력을 점수화

하였다. 그러나 연속적인 음운정보들을 성공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음운정보 각각을 정확하게 인출하는 것뿐 아니라 그 정보들의 일

련의 순서까지도 정확하게 배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Rye & Ha, 

2018). 실제 언어산출 시 음운부호화 단계에서는 음소들이 병렬적

으로 선택되고 이후 적절한 순서대로 배열되는, 즉 인출과 배열이

라는 순차적 처리과정을 거치게 된다(Dell, Chang, & Griffin, 

1999). 이러한 언어처리이론에 바탕을 두어 인출과 배열점수를 구

분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 일반 아동들도 인출보다 배열에서 

더 어려움을 보이지만 장애를 동반한 경우 그 어려움이 더욱 두드

러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Hwang & Ha, 2010; Rye & Ha, 2018). 이

와 같은 선행연구들에 근거할 때 음운정보의 배열은 인출보다 보편

적으로 어려운 작업으로 보이며, 말소리장애 아동은 더욱 어려움

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기억력

이 일반 아동과 차이가 없다고 결론 내린 모든 연구들이 인출점수

에만 근거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음을 상기할 때, 말소리장애의 

음운작업기억 수행력 측정 시 인출점수 뿐만 아니라 배열점수도 

분석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극유형, 시연여부, 자극길이의 변수가 

음운작업기억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순수 말소리

장애 아동(children with pure speech sound disorder, pure SSD)과 

일반 아동(typically developing peers, TD)을 대상으로 숫자 지연 

따라말하기 과제의 수행력을 인출과 배열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즉, 해당 변수들이 음운작업기억 과제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지, 그 영향이 pure SSD와 TD에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음운작

업기억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타당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음

운작업기억 촉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시사하

는 바가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5세 6개월에서 6세 11개월 사이의 pure SSD 

18명, TD 21명으로, 총 39명이다.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간 

음운작업기억의 격차가 5세부터 유의하게 벌어진다는 선행연구 결

과(Kim & Ha, 2016)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연령대의 아동들을 대

상으로 하였다. 말소리장애 집단은 수용 및 표현언어 발달은 정상 

수준임에도 말명료도에 특히 문제를 보여 전문 언어재활사에 의해 

순수 말소리장애로 진단받은 아동들로,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척도(Preschool Recep-

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 Kim, Sung, & Lee, 2003)에

서 통합 언어연령이 - 1SD 이상에 해당하고, 둘째, 수용 · 표현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Hong, 

Kim, Jang, & Lee, 2009)에서 수용 · 표현어휘능력이 -1 SD 이상에 

해당하고, 셋째, 우리말 조음 · 음운 평가(Urimal Test of Artic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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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and Phonology, U-TAP; Kim & Shin, 2004)에서 단어 수준 자

음정확도가 - 2SD 이하에 해당하고, 넷째, 한국판 레이븐 검사(Ko-

rean-Coloured Progressive Matrices, K-CPM; Lim, 2004)에서 비언

어성 지능지수가 85 이상이거나 담당 치료사에 의해 실시된 기타 다

른 지능 검사에서 지능이 정상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고, 다섯째, 부모와 교사에 의해 감각적, 신경학적,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아동들이다. 일반 아동 선정 기

준은 U-TAP의 단어 수준 자음정확도가 -1 SD 이상 범위에 속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순수 말소리장애 집단과 동일하다. 

두 집단 간 성별, 생활연령, PRES 수용 및 표현언어연령, REVT 

수용 및 표현어휘력, K-CPM 지능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p>.05), 자음정확도에서만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p< .01). 두 집단

의 기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연구도구 및 실험방법

항목 선정 및 과제 구성

의사소통장애가 있을 경우 4음절부터 단어길이 효과가 민감하

게 반영된다는 선행연구 결과(Lee & Sim, 2003; Lee & Yim, 2017; 

Kim & Ha, 2019)에 근거하여, 숫자 4개(4항목)와 숫자 6개(6항목)

로 이루어진 항목들로 자극어를 구성하였다. 자극어 내 숫자 배열

은 음운유사성 효과(phonological similarity effect)를 고려하였는

데, 이는 음운적으로 유사한 항목 간에는 음운적 경쟁관계가 유발

되고 그로 인해 기억처리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이론이다(Bad-

deley, 2003). 예를 들어 ‘T, C, V, D, B, G’와 같은 배열은 알파벳 항

목마다 모음 /i/ 소리가 반복되고 음운적으로 유사한 자음들이 다

수 존재하기 때문에, ‘B, W, Y, K, R, X’처럼 비유사한 배열보다 기억

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Baddeley, 2003). 음운유사성 효과는 

청각자극 뿐만 아니라 시각자극에도 적용되는데, 그 이유는 시각

정보인 글자도 음운루프의 시연시스템을 통해 음운정보로 전환된 

후 음운저장소에 등록되기 때문이다(Baddeley, 2003). 

실험 자극어는 동일한 숫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성하였고, 숫

자 배열 시 음운유사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한국어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단어를 선정한 

Chung의 연구(2012)와 Lee와 Sim (2003)의 말소리 배치 규칙을 참

고하여, 1부터 9까지의 숫자 간 음운적 유사성의 판단기준을 정하

였다. 첫 번째, 동일한 음소가 있는 경우, 두 번째, 동일한 모음이 있

는 경우, 세 번째, 음절구조가 유사한 경우로, 이 중 첫 번째 기준을 

만족하면 우선적으로 유사성이 높은 숫자들로 간주하였다. 이후 

두 번째와 세 번째 순으로 판단기준을 삼았다. 이 기준을 적용해 

음운적으로 유사한 숫자 배열과 유사하지 않은 숫자 배열로 이루어

진 4항목과 6항목 실험 자극어 총 32개를 제작하였다(Appendix 1). 

이후 32개의 자극어를 음운적으로 유사한 숫자 배열 4항목, 6항

목 각각 2개씩과 음운적으로 비유사한 숫자 배열 4항목, 6항목 각

각 2개씩의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된 A, B, C, D 세트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과제는 자극유형과 시연여부에 따라 청각적으로 자

극이 주어지고 외현적 시연을 실시한 과제(청각자극-시연 과제), 청

각적으로 자극이 주어지고 시연을 억제한 과제(청각자극-시연억제 

과제), 시각적으로 자극이 주어지고 외현적 시연을 실시한 과제(시

각자극-시연 과제), 시각적으로 자극이 주어지고 시연을 억제한 과

제(시각자극-시연억제 과제)와 같이 4가지 세부과제로 나누어진다. 

동일한 세부과제에 동일한 자극어가 반복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

해, 각각의 세부과제에 대해 A, B, C, D 자극어 세트로 구성된 4가

지 버전을 제작하였다. 예를 들어, A세트에서 청각자극-시연 과제

에 사용된 항목들은 B세트에서 청각자극-시연억제 과제에 사용되

었고, C세트에서는 시각자극-시연 과제에, D세트에서는 시각자극-

시연억제 과제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대상자마다 다른 버전의 세

부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예를 들어 시각자극-시연억제 과제를 실

시할 때 대상자의 1/4은 A세트, 1/4은 B세트, 1/4은 C세트, 마지막 

1/4은 D세트 자극어로 구성된 실험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극유형, 자극길이 이외에 자극어의 다른 특성이 외생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통제하였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in three groups

pure SSD group (N= 18) TD (N= 21)

Gender
Male   7 10
Female 11 11

Chronological age (mo) 72.39 (3.48) 72.05 (3.93)
PRES language age (mo)

Receptive 71.56 (4.22) 72.9 (4.23)
Expressive 68.89 (5.14) 70.62 (4.59)

REVT (raw score)
Receptive vocabulary 67.22 (4.81) 68.81 (8.74)
Expressive vocabulary 70.89 (11.17) 79.71 (7.86)

U-TAP
PCC (%) 90.56 (5.72) 99.45 (1.25)

K-CPM
Intelligence score 104 (9.06) 109.42 (9.5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pure SSD=pure speech sound disorder; TD=typically developing; PRES=Preschool 
Receptive & Expressive Language Scale (Kim, Sung, & Lee, 2003); REVT=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U-TAP=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Kim & Shin, 2004); PCC=percentage of conso-
nants correct; K-CPM= Korean-Coloured Progressive Matrices (Lim,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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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 숫자 지연 따라말하기 과제 제작 

취학전 아동에게 외현적 시연을 실시하게 했을 때 5회가 가장 효

율적이었다는 선행연구(Lee & Yim, 2017)에 근거하여, 시연횟수를 

5회로 설정하였다. 언어치료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 20명을 대상으

로 가장 긴 자극어인 6배열 항목을 천천히 외현적 시연을 하도록 하

였고, 그 결과 시연에 소요된 평균 시간이 13초임을 확인하였다. 이

를 근거로 하여 13초의 시연 또는 시연억제 시간을 삽입한 지연 숫자 

따라말하기 과제를 제작하였다. 모든 세부과제들은 DmDx Display 

software (Forster & Forster, 2003)를 이용하여 전산화 과제로 제작

되었다. 과제에 사용된 청각자극은 오드캐스트의 TTS (Text to 

speec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녹음파일로 저장한 후 Gold Wave로 

편집하였고, 시각자극은 PPT로 제작한 후 bmp파일로 변환하였다. 

시연 과제

시연 과제는 자극유형에 따라 청각적으로 자극이 주어지고 시연

을 실시한 과제와 시각적으로 자극이 주어지고 시연을 실시한 과제

로 나뉜다. 전자는 숫자 배열 항목을 청각적으로 보여준 뒤, 후자는 

시각적으로 들려준 뒤 시연을 5회 실시하게 하고 바로 그 항목을 다

시 말하게 하는 과제이다. 시연에는 기억해야 할 정보를 소리 내어 

반복하는 외현적 시연과 소리내지 않고 반복하는 내현적 시연이 있

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험의 용이성과 시연 회수 및 간격의 일관성

을 위해 시연 조건을 외현적 시연으로 한정하였다. 주의집중을 유

도하기 위해 +표시가 1,000 ms 동안 제시되고, ISI (inter stimuli in-

terval) 후 숫자 배열이 청각적으로 들리거나 시각적으로 제시된다. 

이때 청각자극과 시각자극이 제시되는 시간은 동일하게 하였고, 숫

자 배열은 DMDX에 의해 무작위 순서로 제시되었다. 숫자 배열 제

시 후 13,000 ms의 시간이 주어지고, 이때 아동은 외현적 시연을 5

회 실시하여야 하는데, 시연 횟수를 통제하기 위해 5개의 칸에 일정

한 시간간격으로 색깔이 입혀지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시연을 실시

한 후 바로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시작’이라는 글자가 보여지면 듣

거나 보았던 숫자 배열을 말해야 하고, 반응은 DMDX에 의해 자동

적으로 녹음된다. 이와 같은 외현적 시연 과제 구성의 예는 Figure 1

과 같다.

시연억제 과제

시연억제를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억해야 할 

정보를 되뇌이지 못하게 무의미한 말(예: ‘the’)을 반복하게 하는 방

법이 있다(Fletcher & Bray, 1996; Chung, 2012). 이는 의식적으로 

정보와 관련 없는 말을 소리 내어 반복하게 함으로써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시연을 차단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선행연

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시연을 억제하기 위해 13초 동안  

/더/를 소리 내어 7회 반복하게 하였다. 시연 대신 /더/를 반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연 과제와 동일하다. 주의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표시가 1,000 ms 동안 제시되고, ISI 후 숫자 배열이 청각적으로 

들리거나 시각적으로 제시된다. 이때 청각자극과 시각자극이 제시

되는 시간은 동일하게 하였고, 숫자 배열은 DMDX에 의해 무작위 

순서로 제시되었다. 숫자 배열 제시 후 13,000 ms의 시간이 주어지

고, 이때 화면에는 /더/라는 글자가 7회 깜빡이며 나타나게 되는데, 

글자가 나타날 때마다 소리 내어 “더”라고 말해야 한다. 이 후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시작’이라는 글자가 보여지면 듣거나 보았던 숫

자 배열을 말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연 억제 과제 구성의 예는 Fig-

ure 2와 같다.

Figure 1. Rehearsal task.

Figure 2. No rehearsal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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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절차

사전검사와 본 실험은 소음이 차단된 장소에서 연구자와 일대일

로 진행되었고, 한 아동당 총 3회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1회기에는 

사전검사 중 REVT, U-TAP, K-CPM을, 2회기에는 PRES를, 3회기

에는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1회기와 2회기는 각각 약 40분씩, 3회

기는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본 실험 시에는 노트북으로 숫자를 읽

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지 먼저 확인한 후 실험과제를 제시하였다. 

아동은 헤드셋을 낀 채 노트북과의 거리를 약 50 cm로 유지하며 

실험에 임하였다. 스마트폰(iPhone XS)을 사용하여 전체 실험과정

이 녹음되었다. 검사자는 아동의 반응을 즉석에서 받아 적었고, 응

답 중 불명료한 발음이 있을 경우 스마트폰 또는 DMDX 소프트웨

어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반복 재생하여 해당 반응을 다시 확인하

는 과정을 거쳤다. 모든 대상자들은 시연억제 과제를 먼저 실시한 

후 시연 과제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시연이 학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시연 과제, 시연억제 과제 내에서는 대상자마다 

청각자극과 시각자극 제시 순서를 달리하여, 특정 세부과제가 정

해진 순서에 고정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하였다.

자료처리

인출점수를 이용한 숫자 따라말하기 수행력 측정

인출점수는 정확하게 인출된 숫자에 각 1점씩 부과한 후, 제시된 

항목의 숫자 개수에 대한 백분율로 구하였다. 인출점수 계산 시에

는 숫자들이 어느 위치에서 산출되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즉, 

자극어와 동일한 숫자가 반응 중 어떤 위치에서든 포함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인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1834’에 대해 ‘2743’
으로 반응한 경우 자극어와 반응어에 공통으로 포함된 숫자는 ‘3’
과 ‘4’의 2개이므로 2점을 부과하고, 자극어의 항목 수가 4개이므로 

2를 4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인출점수는 50이 된다. 정확한 숫자

라 할지라도 2회 이상 중복 산출된 경우 1번만 인정한다. 예를 들어 

‘569438’을 ‘559427’로 산출한 경우 ‘5’를 두 번 산출했지만, 이에 대

해서는 한 번만 인정하여 1점만 부여한다.

배열점수를 이용한 숫자 따라말하기 수행력 측정

배열점수는 초두효과와 최신효과를 고려한 Ryu & Ha (2018)의 

채점방식을 사용하였다. 초두효과와 최신효과는 순차적 정보에서 

제일 처음(초두) 입력된 정보와 제일 마지막(최신)에 입력된 정보가 

가장 기억하기 쉽다는 기억처리의 특성이다(Gupta, 2005). 이러한 

선행연구와 이론을 참고하여 항목의 첫 숫자와 마지막 숫자를 기준

으로 산출된 숫자가 자극어와 동일한 위치에 배열되었을 경우 1점

씩을 부과한 후 이를 합산하여 백분율로 배열점수를 구하였다. 예

를 들어 ‘8437’을 ‘847’로 산출한 경우, 첫 숫자 ‘8’을 기준으로 제시

된 항목과 동일한 위치에서 산출된 숫자는 ‘8’과 ‘4’의 두 개이므로 

2점(순배열 점수)이고, 마지막 숫자 ‘7’을 기준으로 제시된 항목과 

동일한 위치에서 산출된 숫자는 ‘7’의 하나이므로 1점(역배열 점수)

이다. 이 두 점수를 합산한 3점을 항목의 개수로 나눠주는데, 이 때 

주의할 점은 하나의 항목이 순배열, 역배열 점수를 위해 두 번 사용

되었으므로 항목 개수도 두 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

열점수는 {(순배열, 역배열 합산 점수)/항목 개수×2}×100으로 계

산된다. 따라서 ‘8437’을 ‘847’로 산출한 경우 순배열과 역배열 점수

를 합한 3점을 항목 개수를 두 배 한 8로 나눈 후 100을 곱하게 되

므로, 최종 배열점수는 37.5가 된다. 반복 산출된 숫자는 인출점수

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통계분석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

ence, version 18.0 for Window)를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pure SSD, TD) 간 자극유형(청각적 

자극, 시각적 자극), 시연여부(시연 조건, 시연억제 조건), 자극길이

(4항목, 6항목)에 따라 숫자 따라말하기 인출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피험자 간-3 피험자 내 혼합설계에 따른 반

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였다. 둘째, 

두 집단(pure SSD, TD) 간 자극유형(청각적 자극, 시각적 자극), 시

연여부(시연 조건, 시연억제 조건), 자극길이(4항목, 6항목)에 따라 

숫자 따라말하기 배열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해, 1피험자 간-3 피험자 내 혼합설계에 따른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구형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Greenhouse-Geisser 

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상호작용효과 검정을 위해서는 COM-

PARE 하위명령 Syntax를 입력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두 집단 간 자극유형, 시연여부 및 자극길이에 따른 숫자 

따라말하기 인출점수 비교

두 집단 간 자극유형, 시연여부 및 자극길이에 따른 숫자 따라말

하기 인출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2와 같다.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F(1,37) =1.168, p>.05), pure 

SSD도 TD만큼 인출 수행력이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집단 

내 변수에서는 그 차이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극유형

에 따른 주효과(F(1,37) =15.134, p<.05), 시연여부에 따른 주효과

(F(1,37) =192.376 p<.05), 자극길이에 따른 주효과(F(1,37) =36,29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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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가 유의하여, 두 집단 모두에서 시각적으로 자극이 제시될 때, 

외현적 시연이 동반될 때, 자극의 길이가 짧을 때 인출 수행력이 유의

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극유형, 시연여부, 자극길이의 삼요인 상호작용효과도 유

의하였다(F(1,37) =1205.689, p< .05). 사후검정 결과, 외현적 시연 조

건에서는 4항목과 6항목 모두에서 청각자극보다 시각자극의 수행

력이 유의하게 좋았으나(p< .05), 시연억제 조건에서는 자극길이에 

따라 그 양상이 달러졌다. 즉, 시연억제 조건의 경우 4항목에서는 

마찬가지로 시각자극에서의 수행력이 유의하게 좋았던 반면

(p< .05), 6항목에서는 자극유형 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5)(Figure 3).

두 집단 간 자극유형, 시연여부 및 자극길이에 따른 숫자 

따라말하기 배열점수 비교

두 집단 간 자극유형, 시연여부, 및 자극길이에 따른 숫자 따라말

하기 배열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3과 같다.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두 집단 간 숫자 따라말하기 배열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F(1,37) =3.191, p>.05), 집단 내 자극유형에 따른 주효과

(F(1,37) =35.154, p< .05), 시연여부에 따른 주효과(F(1,37) =307.160 

p< .05), 자극길이에 따른 주효과(F(1,37) =36,293.944, p< .05)가 유

의하였다. 즉, 인출과 마찬가지로 배열점수에서도 자극이 시각적으

로 제시될 때, 외현적 시연이 동반될 때, 자극의 길이가 짧을 때, 두 

집단 모두에서 수행력이 유의하게 좋았다.

또한 시연여부와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F(1,37) =11.063, p< .05)와 

자극길이와 시연여부 간 상호작용효과(F(1,37) =1205.689, p< .05)가 

유의하였다. 시연여부와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시연억제 조건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p>.05), 외현적 시연 조건에서는 TD의 배열 수행력이 pure SSD보

다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p< .05) (Figure 4). 자극길이와 

시연여부 간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4항목과 6항목 

모두에서 외현적 시연 조건의 수행력이 유의하게 좋았으나

(p< .05), 그 차이가 4항목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 .01).

자극유형, 시연여부, 자극길이의 삼요인 상호작용효과 또한 유의

하여(F(1,37) =1205.689, p< .05), 이에 대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현적 시연 조건과 시각자극 조건의 수행력이 유의하게 

좋은 것은 변함이 없었지만(p< .05), 자극길이에 따라 그 양상이 달

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외현적 시연 조건에서는 시각자극의 

Table 2. Descriptive analysis on the scores of digit span task in two groups 
(retrieval score)

Task condition Number 
of digit

pure SSD group (N= 18) TD group (N= 21)

Mean SD Mean SD

Auditory input
Rehearsal 4 75.35 22.02 84.23 17.64

6 49.80 18.55 54.17 23.50
No rehearsal 4 44.79 20.59 42.26 27.45

6 30.79 16.74 26.98 19.88
Visual Input

Rehearsal 4 81.60 17.87 93.45 7.260
6 62.73 19.41 70.83 24.15

No rehearsal 4 57.29 29.95 56.55 27.35
6 28.47 15.28 38.69 17.78

pure SSD= pure speech sound disorder; TD= typically developing.

Figure 3. Retrieval performance according to input modality, vocal rehearsal 
and stimulus length conditions.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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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ve analysis on the scores of digit span task in two groups 
(sequencing score)

Task condition Number 
of digit

pure SSD group (N= 18) TD group (N= 21)

Mean SD Mean SD

Auditory input
Rehearsal 4 61.63 30.80 76.49 25.84

6 19.79 11.68 28.77 23.34
No rehearsal 4 21.70 13.14 22.92 22.78

6 7.410 5.500 7.040 6.800
Visual Input

Rehearsal 4 72.22 30.01 90.48 9.400
6 38.43 28.06 54.27 32.52

No rehearsal 4 44.27 31.22 44.64 29.43
6 8.910 6.260 14.19 13.53

pure SSD= pure speech sound disorder; TD= typically devel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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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이 6항목에서 두드러진 반면(p< .05), 시연억제 조건에서는 반

대로 4항목에서 시각자극의 이득이 두드러졌다(p< .01) (Figure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음운작업기억과 관련 있는 다양한 변수들(자극

유형, 시연여부, 자극길이)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 변수들이 pure 

SSD와 TD의 숫자 지연 따라말하기 과제 수행 시 미치는 영향을 인

출과 배열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출과 배

열점수 모두에서 집단 간 변수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집

단 내 변수들의 주효과가 유의하였고 복잡한 상호작용효과들이 관

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봄으로써, 본 연구

에 대해 보다 심도 깊게 접근해 보고자 한다.    

우선 집단에 상관없이 자극유형, 시연여부, 자극길이라는 집단 

내 변수 각각은 숫자 지연 따라말하기 과제의 인출과 배열 수행력

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시각형태인 글자로 자극이 제시

되고, 외현적 시연활동을 동반하고, 자극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으

면, 13초라는 비교적 긴 지연시간에도 불구하고 음운정보들을 훨

씬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었다. 시연여부와 자극길이가 숫자 지

연 따라말하기 과제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연

구들(Baddeley, 2003; Cohen & Heath, 1990; Fletcher & Bray, 1996; 

Jacquemot & Scott, 2006; Kim, 1997; Kim & Ha, 2019; Lee et al., 

2016; Salame & Baddeley, 1982)에 근거하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결과이다. 그러나 시각자극이 청각자극보다 기억 유지에 유

의하게 도움이 된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해볼 여지가 있

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청각자극인 구어는 그 자체가 음운

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음운저장소에 직접 입력되는 반면, 

이질적 특성을 가진 시각자극, 즉 글자는 시연시스템에서 음운정

보로 변환된 후에야 비로소 저장소에 등록될 수 있다(Baddeley, 

2003). 이처럼 음운작업기억 시스템에서 의미 있는 정보가 되기까

지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시각자극이 그렇지 않은 청

각자극보다 음운정보 유지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결과는 다소 의외

였다. 

그 이유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들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본 연구

자들은 청각과 시각이라는 양식 자체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자 한

다. 청각자극인 구어는 낱개의 정보들이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

로 입력되는 반면, 시각자극인 글자는 전체 정보가 한꺼번에 제시

된다. 청각자극에서는 다음 숫자를 듣기 위해 앞의 숫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아야 하는 반면, 시각자극에서는 다음 숫자와 함께 앞의 

숫자를 여전히 볼 수 있다. 청각자극 기반의 과제들은 먼저 제시된 

정보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되뇌어야 하고 동시에 나중에 

제시된 정보들은 새롭게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집

중력을 요하는 인지적으로 부담감이 높은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에 

반해 익숙하고 친숙한 글자자극이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과제의 경

우 일정 시간 동안 모든 정보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지

적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각자극과 시각

자극이 제시되는 시간을 동일하게 하였기 때문에, 청각자극 과제

에서 4개 또는 6개의 숫자정보들이 순차적으로 주어지는 시간만

큼, 시각자극 과제에서는 전체 숫자정보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

간이 허용되었다. 이와 같은 청각과 시각이라는 양식 자체의 본질

적 특성이 정보를 입력하고 보유하는 데에 상대적인 유불리로 작

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각자극보다 시각자극이 언어정보를 

기억하게 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Kim 2016; 

Kim & Ha, 2016), 글자 습득 초기부터 음운처리 과제 수행 시 글자

Figure 5. Sequencing performance according to input modality, vocal rehears-
al and stimulus length conditions.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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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equencing performance according to rehearsal conditions in two 
groups. 
pure SSD= pure speech sound disorder; TD= typically developing.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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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적극 활용한다는 선행연구(Kim & Ha, 2016) 등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이 세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영향의 양상은 훨씬 

복잡해진다. 세 변수 중 시연활동은 작업기억 모델의 하부 구성요

소로 인정될 정도로, 그것이 음운작업기억에 미치는 영향은 견고

해 보인다. 일반 아동 뿐만 아니라 말소리장애 아동의 언어발달과

정에서도 시연은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Lee et al., 2016; 

Kim & Ha, 2019). 그러나 배열점수에서 외현적 시연의 효과가 6항

목보다 4항목에서 두드러졌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시연효과가 모

든 경우 동일하게 발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출

보다 난이도가 높은 배열 수행에서 자극이 길어지면 시연효과가 감

소되었다. 이는 대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보의 양 내에서는 시연

활동이 매우 강력한 음운기억 촉진수단으로 작용하지만, 그 범위

를 벗어나면 시연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시연

활동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적은 정보, 시연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정보, 시연전략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는 적당

한 양의 정보 등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며, 더불어 음운작업

기억 촉진을 위해 시연활동을 독려할 때에는 해당 과제에 적절한 

정보의 양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연활동과 자극길이는 시각자극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쳤

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시각자극은 청각자극보다 모든 경우 과

제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Figure 3을 살펴보면, 자극

길이가 긴 6항목을 인출할 때 시연활동을 하지 않으면 시각자극의 

효과가 희석되어 청각자극과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Figure 4에서도 시연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6항목의 배

열 수행력은 4항목보다 시각적 자극의 이득이 적게 나타났다. 정리

하면 긴 자극어에 대해 시연활동을 하지 않고 그 항목과 순서를 기

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이 때에는 시각자극의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른 변수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특정 변수의 효력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았듯이, 음운작업기억 수행에 미치는 특정 

변수의 영향을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 될 것이다. 주어진 정보를 짧

지 않은 시간 보유하는 데에는 집단 내 여러 변수들이 서로 상호작

용하며 영향을 미쳤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는 집단 

변수에 대해서도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pure 

SSD와 TD의 두 집단 간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부터 언

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pure SSD는 TD 만큼 성공적으로 

인출과제와 배열과제를 수행하였다. SSD 집단의 음운기억에 대해 

다루었던 Kim과 Ha의 연구(2019)에서도 언어장애를 동반한 SSD 

집단은 음운작업기억에 결함을 보였지만, 다른 장애를 동반하지 

않은 pure SSD 집단은 음운작업기억 수행에 문제를 나타내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음운작업기억의 손상은 음운영역의 문제를 

초래하고 이는 곧 언어결함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SSD 집단은 다른 영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말소리 

산출에만 어려움을 보이는 pure SSD 아동들이었다. 이 집단의 평

균 자음정확도는 90% 이상으로, 물론 TD 집단보다는 유의하게 떨

어졌지만, 크게 심각할 정도의 문제로는 보이지 않았다(Table 1). 조

음방법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일부 음소에서만 산출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의 근본적 문제는 음운보다 조

음적 측면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이 TD 집단

과 음운작업기억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pure SSD 집단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배열 수

행에서 시연여부와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Figure 4). 시연을 하지 않은 경우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

던 반면, 시연 조건에서는 pure SSD 집단의 수행력이 TD 집단보다 

유의하게 떨어졌다.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초래될 정도로 시연

효과가 TD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는 이와 같은 결과는 시연의 

능숙도 혹은 효율성에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

해서는 외현적 시연이 조음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시연을 통한 음운정보의 활성화가 구강운동감각 기능에 기반을 두

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음능력이 취약하고 구강운

동감각 기능에 잠재적 결함이 있는 SSD 집단에서 TD만큼 능숙하

게 시연을 하고 이를 통해 기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SD 집단에서도 

외현적 시연의 효과가 인출과 배열 모두에서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

서는 안 될 것이다. 인출한 정보들을 정확한 순서로 배열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음운처리 과제이다. 이러한 난이도 높은 작업을 수

행할 때 시연활동은 당연히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TD뿐 아

니라 pure SSD 집단에도 해당되었다. 다만 시연활동이 TD만큼은 

효율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SSD 아동에게 적용 가능한 또 다른 음운기억 촉진전략에 대해 고

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상황, 맥락, 의미관계 등이 단서로 작용하여 별다른 노력 없이 머

릿속에 자연스럽게 남게 되는 의미정보와 달리, 음운정보는 그 어

떤 단서도 없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소리조합을 기억해내는 수 밖에 

없다. 새로운 어휘를 습득할 때, 외국어를 학습할 때, 조사, 어미 등 

기능어를 발달시킬 때와 같이 언어를 배우는 여러 과정에서 그것

을 구성하는 음운정보를 보다 오래,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기억하

기 위해 여러 차례 소리 조합을 반복해서 되뇌어본 경험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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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음운작업기억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시연전략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의 음운정보를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능력은 언어습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

다. 무의미한 숫자조합을 오래 기억하는 데에 어떤 변수들이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효율적인 음운정보 습득방법에 

대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글자에 익숙한 경우 글자

를 보여줌으로써, 오랜 시간 기억유지를 위해 시연활동을 적극 활

용함으로써, 기억폭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정보 양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음운기억을 촉진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함

께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데, 그 이유는 다른 변수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특정 변수의 효력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SSD 집단이 언어장애를 동반하지 않고 말소리 산출에만 문제가 있

는 경우라면, 음운작업기억력이 취약할 것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단, 보다 오랜 시간 음운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시연전략을 사

용하는 것은 물론 이들의 음운기억 촉진에 도움이 되지만, TD에서

만큼 효과적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적절한 또 다른 보완

적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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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The item list of the delayed digit span task

4 Numbers 6 Numbers

Phonologically similar numbers 8437 734812
6952 438721
8172 569438
2187 348127
7348 437812
1834 965217
4378 217843
3871 172569

Phonologically dis-similar numbers 5316 623914
9246 461392
3628 514628
9476 236145
4163 391457
8263 982647
1642 154267
1362 74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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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자극유형, 시연여부, 자극길이가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음운작업기억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전은혜1·하지완1,2

1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활과학과 언어치료전공, 2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children with pure Speech Sound Disorder, pure SSD)과 일반 아동(typically developing peers, 

TD)의 음운작업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고, 수행력을 인출과 배열의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방법: 자극유형(시각적 자극, 

청각적 자극), 시연여부(외현적 시연, 시연억제), 자극길이(숫자 4개, 6개)를 고려하여 제작된 전산화된 지연 숫자 따라말하기를 pure 

SSD 18명과 TD 21명에게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집단 간 인출 수행력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집단 내 변수(자극유형, 시연여부, 

자극길이)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하였다. 삼요인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였는데, 시연 조건에서는 두 자극길이 모두에서 시각자극의 인

출점수가 유의하게 좋았으나, 억제 조건에서는 4항목에서만 자극유형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둘째, 집단 간 배열 수행력에 대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집단 내 변수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하였다. 시연여부와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는데, 시연 조건에서 자극길

이가 짧을 때 TD의 배열점수가 유의하게 좋았다. 삼요인 상호작용효과 또한 유의하였는데, 시연 조건에서는 시각자극의 이득이 6배열

에서 두드러진 반면, 억제 조건의 경우 시각자극의 이득이 4배열에서 두드러졌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음운작업기억의 촉

진 방법에 대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pure SSD의 경우 전반적인 음운작업기억 수행력은 TD 집단과 차이가 없었지만, 시연활동

의 효과는 TD에 비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음운작업기억 촉진을 위해 또 다른 전략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핵심어: 순수 말소리장애, 음운작업기억, 숫자 지연 따라말하기, 시각적 자극, 외현적 시연, 자극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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