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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al
association of working memory (WM) and language in children at the age of four and
five. Methods: The current study is part of a longitudinal study in which 16 children
participated at the ages of four (T1) and five (T2). There was about a ten-month gap
between T1 and T2. All children were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who have performance
IQ above 85 with no issues of neurological deficits. In order to measure language
abilities, children performed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 grammaticality judgement task, and
phonological awareness task. WM was measured using with non-word repetition (NWR),
digit span, and matrix tasks. Before conducting statistical analysis, language composite
scores were calculated based on Z-scores of all language skill measure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find the association
between language and WM at T1 and T2.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1 language
scores correlated with Matrix, and T2 language scores correlated with Matrix and NWR.
Different WM tasks predicted T1 and T2 language scores. Conclusions: Taking all results
together, we concluded that acquired knowledge of language and WM are both significant
factors that explain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at 10 month follow up. Thus,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should concern children’s WM profile at different ages when
planning language intervention.
목적 : 본 연구는 작업기억과 언어능력 간의 발달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 본 연구는 동일한
연구 대상자에 대하여 총 두 시점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취학 전 아동 총 1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첫 번째 데이터(T1)는 대상자가 만 4세 경일 때 수집되었고, 두 번째 데이터(T2)는 첫 번째 데이터
수집 10개월 후 아동이 만 5세에 진입하였을 때 수집하였다. 아동은 동작성 지능 85 이상이고 부모 및
교사 보고에 의해 신경학적 결함이 없는 아동으로 하였으며,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VT),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 언어 척도(PRES), 문법성 판단 과제,
음운 인식 과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작업기억의 하위요인인 음운루프와 시공간 잡기장을 측정하기
위하여 비단어 따라 말하기 과제, 숫자 폭 기억하기 과제, 그리고 매트릭스 과제를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종합적인 언어능력에 대한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각 언어점수의 Z
score를 산출하고 합산하여 시기별 언어 종합점수를 산출하였다. 작업기억과 언어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T1에 측정한 작업기억 점수와 T1, T2의 언어 종합점수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결과 : T1 언어
종합점수는 작업기억의 매트릭스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T2의 언어 종합점수는 비단어 따라 말하기와
매트릭스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시기별 언어 종합점수를 유의하게 예측해주는
요인이 상이하였다. 결론 : 결과를 종합하면, 내재된 언어지식과 더불어 작업기억이 아동의 언어발달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며, 아동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중재를 계획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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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에 부합하는 책의 삽화 간 연결을 통해 어휘를 습득하고, 이야기
이해에 도움을 받는다(Takacs & Bus, 2018)는 연구 결과가 이러

아동의 언어발달을 예측하는 것은 정상언어발달을 하는 아동뿐

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아이트래킹 기

만 아니라 특히 언어장애 아동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언어는

기를 도입하여 실시간 시각정보 처리와 언어 간의 관계를 살펴본

매우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Bel-Enguix &

연구에서도 삽화의 크기, 한 페이지 내 삽화의 복잡도 등이 아동

Jiménez-López, 2010) 정상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의 언어 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언어처리 과

유입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Yim et al.,

정에서 시각정보 처리 기제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

2015a; 2015b). 따라서 언어정보처리에 어떠한 기저의 처리능력

였다(Yim et al., 2019).

들이 작용하는지 이해하고 언어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시도

은 필수적일 수 있으며, 아동의 음운정보 처리능력뿐만 아니라 광

가 계속되고 있으며(Cain et al., 2004; Kapa & Colombo,

범위한 시·공간정보 처리능력도 언어능력에 관여할 수 있다는 주

2014; Weiland et al., 2014; Yang & Yim, 2018), 이러한 결

장을 뒷받침할 경험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어휘습득에 시각정보 처리능력

과는 언어장애 아동의 결핍된 언어능력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

아동의 언어능력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향상되는데 이는 빨라진

련하는데 바탕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언어 정보처리 기제

정보처리 속도(Miller & Vernon, 1997)와 장기기억에서 기억을

인 작업기억과 언어능력 간의 발달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만 4

인출하는 능력의 변화(Kail, 1988)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세의 작업기억이 현재 및 후기 언어능력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탐

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정보처리 연습 경험이 쌓이고, 효율적으로

색하고, 예측정도가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를 처리하는 책략이 생기기 때문이다(Choi, 2007). 이에 연령

현재 언어발달 처리 기제로서 활발히 연구되는 대상으로 작업기억

이 높아지며 수용 및 표현어휘 수는 유의하게 증가하는데(Ganger

이 있다(Baddeley & Hitch, 1974). 작업기억은 정보처리를 위해 일

& Brent, 2004), 어휘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조직하

시적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곳으로, 현재 유입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는 능력(Jones, 2012),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음운정보 용량 등

작업 공간이다. 정보의 저장과 처리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능동적인

이 연령이 높아지며 가속화된다고 볼 수 있다(Gathercole, 1998).

기억(active memory)이며 이는 정보의 저장에 국한된 수동적인 기

또한 음운인식 능력 역시 연령이 높아지며 향상되는데, 이는 말소

억체계인 단기기억과는 구분된다(Daneman & Carpenter, 1980).

리의 음운정보를 분절하지 못하고 하나의 큰 덩이로 처리하던 미숙

이러한 작업기억은 언어의 음운정보를 처리하는 음운루프와 시·

한 정보 처리자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어진 음운정보의 초분절

공간적 정보를 처리하는 시·공간 잡기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적 요소까지 기억하고 조작할 수 있는 능숙한 음운정보 처리자로

연구들은 언어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말소리를 구성하는 음

발전하기 때문이다(Hong et al., 2002; Olofsson & NiedersØe,

운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하며 이것이 새로운 어휘

1999). 마지막으로 문장의 문법적 요소를 파악하여 문법적 진위

습득(Baddeley et al., 1998; Oh & Yim, 2013; Yang et al.,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문법성 판단능력 역시 연령이 높아지며 향상

2014)에 근간이 되고 더 나아가 구문 습득(Speidel, 1993), 읽기

된다(Gombert, 1997). 아동이 문법적인 문장과 비문법적인 문장

(Gathercole & Baddeley, 1993)와 같은 상위 언어 지식 습득에

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문법 지식과 더불어 아동의 메타언어능력

도 관여한다고 하였다. 이에,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기억

(metalinguistic skills)도 필요한데, 이러한 메타언어능력은 연령이

의 음운정보 처리 기제인 음운루프는 언어영역에서 특정하게 취약

높을수록 월등하다(Sutter & Johnson, 1990). 그리고 이러한 상

함을 보이는 단순언어장애(SLI) 아동의 선정기준으로도 사용되며

위 언어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업기억과 같은 처리 기제 및

(Leonard, 1991) 언어발달에서 중요한 기제로 각광받고 있다. 작

인지능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업기억의 음운루프를 측정하는 과제로는 숫자 폭 기억하기 과제와

만 4세부터 만 14세가 되기까지 기억용량은 계속 증가하는데

비단어 따라 말하기 과제가 주로 사용된다. 숫자 폭 기억하기 과

만 4세에서 8세까지는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지만, 11세 이후부터

제는 사전지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과제 수행을 위해서 용량에 더

는 점진적 발달을 보인다(Gathercole & Baddeley, 1993). 이에

의존해야 하는 반면, 비단어 따라 말하기 과제는 순수하게 음운루

빠른 속도로 기억체계가 발달하는 만 4세, 5세 연령대를 목표로

프를 측정하는 과제로, 과제 수행 시 사전지식을 사용할 수 없기

하여 작업기억과 언어능력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때문에 음운부호화 능력과 용량에 모두 의존하여 수행하는 과제이
다(Gathercole, 1997).

그러나 현재까지 연령별 언어능력과 작업기억 간의 관계를 횡단
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이 있었던 반면(Adams & Gathercole,

반면, 언어발달과 관련지어 시ㆍ공간적 정보처리를 담당하는 시

1995; Kim et al., 2019; Yim & Han, 2019), 실제 종단 자료

ㆍ공간 잡기장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음운루프와 비교하였을 때

를 통해 작업기억이 언어발달에 기여하는 바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

제한적이다. 최적의 언어발달을 위해서는 언어 및 비언어 정보처

다. 최근 Vugs 등(2017)은 작업기억과 언어능력 간 방향성을 확인

리 기저의 효율적인 처리 속도, 처리 용량과 같은 인지능력이 필

하기 위해 만 4~5세 아동의 작업기억과 언어능력이 3년 뒤인 7~8

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Miller et al., 2001), 언어발달에 관여

세 때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는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하는 시공간 잡기장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아동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진전된 언어능력을 구사하는 데 있어

아동은 성인이 언급하는 새로운 어휘와 그에 해당하는 참조물 간

아동의 내재화된 언어지식과 경험이 중요하며, 작업기억의 음운 및

의 빠른 연결을 통해 아동은 어휘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며(Carey

시공간 처리 용량이 부가적으로 언어발달을 가능하게 한다는 결과

& Bartlett, 1978) 책읽기 상황에서 성인이 제공한 언어모델과 그

를 도출하였다. 이에 경험적 근거를 더 마련하여 작업기억과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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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도구

능력의 발달적 관계를 살펴보려는 시도가 더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언어발달과 작업기억 간의 관계를
두 시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10개월 간격으로 동일한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및 작업기억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시기별 상관
을 살펴봄으로써 언어능력과 작업기억 간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1) 작업기억
작업기억은 비단어 따라 말하기 과제, 숫자 폭 기억하기 과제,
그리고 매트릭스 과제로 측정하였다.

리고 아동기의 시기별 언어능력은 상이하며, 처리하는 언어정보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작업기억 용량이 다를 것으로 예상하여 각

(1) 비단어 따라 말하기

시기별 언어능력을 예측하는 작업기억 요인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

작업기억의 음운루프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 비단어 따라 말하

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기 과제(Yang et al., 2014)의 20문항 중에서 15개의 문항을 선

첫째,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언어능력과 작업기억이 유의하게
향상되는가?

정하여 재구성한 Yim과 Han(2019)의 과제를 사용하였다. 아동은
음성 파일을 통해 제시된 비단어를 듣고 기억하여 즉시 따라 말해

둘째, 시기별(만 4세, 만 5세) 언어능력과 만 4세 작업기억 하
위요소 간 상관은 어떠한가?

야 한다. 비단어는 2음절부터 6음절까지 음절마다 3문항씩 제시되
어 음절의 길이는 점차 증가하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만 4세의 언어를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만 4세의 작업기
억요인은 무엇인가?

(2) 숫자 폭 기억하기

넷째, 만 5세의 언어를 예측할 수 있는 만 4세의 작업기억요인
은 무엇인가?

작업기억의 음운루프를 측정하기 위해 숫자 폭 기억하기 과제
(Yim et al., 2015b)를 실시하였다. 음성 파일을 통해 ‘1’에서 ‘9’까
지의 숫자들이 무작위로 제시되면, 아동은 제시된 숫자의 순서를 기
억하여 따라 말해야 한다. 숫자는 2개부터 7개까지 숫자마다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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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제시되어 기억폭은 점차 증가하며,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매트릭스

1. 연구 대상

작업기억의 시·공간 잡기장을 측정하기 위해 매트릭스 과제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No.:

142-13).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아동을 대상으로 두 시점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 번째 시기(T1)에는 서울, 경기 지역의 만
4세 아동 16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동일한 아동이 약 10개월 후
두 번째 시기(T2)에 만 5세에 진입한 시점에서 다시 연구에 참여
하였다. 대상 아동은 모두 한국 카우프만 아동용 지능검사
(Korean

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K-ABC, Moon & Byun, 2003)에서 (1)동작성 지능 표준점수가
85점(-1SD) 이상인 아동으로 (2)부모 및 교사로부터 시각, 청각,
신체, 정서 및 기타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아동이었다. 대상 아동
의 평균 연령과 동작성 지능 표준점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 정보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Category

al.,

2015a)를 난이도에 맞게 재구성한

Yim과

Han(2019) 과제를 실시하였다.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3×3 검정
색 매트릭스에 주황색 불이 500ms 간격으로 한 개씩 점등되면,
아동은 점등되는 순서를 기억하여 손으로 칸을 짚어야 한다. 칸은
2개부터 5개까지 점등되어 기억폭은 점차 증가하며, 2~3개 칸은
각 4문항, 4~5개의 칸은 각 5문항씩 제시되어 총 18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2) 언어능력
언어능력은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 언어 척도(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 PRES, Kim et al., 2003), 문법성 판단 과제,
그리고 음운 인식 과제로 측정하였다.

T1 (N=16)

M

(Yim et

SD

T2 (N=16)

M

(1) 수용 및 표현 어휘력

SD

어휘력을 측정하기 위해 표준화된 검사도구인 REVT(Kim et al.,

Age (month)

57.6

8.0

67.1

7.9

2009)를 사용하였다. REVT 점수는 수용 및 표현어휘력 검사의

K-ABCa

103.7

13.3

105.4

13.2

원점수를 각각 산출하였다. 원점수는 아동이 올바르게 응답한 문

a

Korean 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Moon &
Byun, 2003).

표 1에 제시한대로, T1에 참여한 아동 집단의 평균 생활연령은
57.6개월(SD=8.0), T2에 참여한 아동 집단의 평균 생활연령은

항 수이고, 검사 지침에 따라 아동이 연속된 8개의 문항 중 6문항
이상 틀리는 경우 한계선으로 정하여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하지 않
았으며, 마지막 오반응한 문항에서 전체 틀린 문항을 뺀 점수를
원점수로 하였다.

67.1개월(SD=7.9)이었다. T1에 참여한 아동 집단의 동작성 지능
평균 표준점수는 103.7점(SD=13.3), T2에 참여한 아동 집단
의 동작성 지능 평균 표준점수는 105.4점(SD=13.2)이었다.

(2) 수용 및 표현 언어능력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표준화된 검사도구인 PRES(Ki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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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연구(제29권 제2호)
2003)를 사용하였다. PRES 점수는 PRES의 하위 영역인 수용 및

산출하였다. 문법성 판단 과제와 음운 인식 과제는 문항별로 정반

표현 언어 검사의 원점수를 각각 산출하였다. 원점수는 아동이 올

응한 경우 1점, 오반응한 경우 0점으로 하여 정반응한 문항의 총

바르게 응답한 문항 수이고, 검사 지침에 따라 아동이 각 연령대

점을 산출하였다.

에 배정된 3문항을 모두 틀릴 때 한계선으로 정하고 더 이상 검사
를 진행하지 않았다. 마지막 오반응한 문항에서 전체 틀린 문항

5. 결과분석

수를 뺀 점수를 원점수로 하였으며, 검사 지침대로 30번 문항부터
는 정반응한 문항의 점수 배점을 2점씩 하였고, 1~29번 문항까지
는 점수 배점을 1점씩 하였다.

시기별(T1, T2) 언어능력 종합점수는 베리맥스 회전방식의 주
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수용어휘, 표현어휘, 수용언어, 표현 언어,
문법성 판단, 음운 인식 과제 점수를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할 수

(3) 문법성 판단능력

있는지 확인 후 언어과제 원점수를 Z-score로 변환한 후 합산하

문법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문법성 판단 과제(Yang & Yim,

여 T1 언어 종합점수, T2 언어 종합점수를 산출하였다.

2017)를 실시하였다. 검사자는 아동에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형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언어 종합점수 및 작업기억 점수가 유의

태로 그림을 제시하고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정문)과 올바르지

하게 향상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않은 문장(비문)을 들려주면, 아동은 해당 문항이 문법적으로 옳은

그리고 T1에 측정한 작업기억, 언어능력, 연령과 T2에 측정한 언

지 틀린지를 판단해야 한다. 본 과제는 문법적으로 옳은 정문 15

어능력 간의 상관을 분석하기 위해 Pearson

문항과 조사를 사용하여 문법적으로 옳지 않게 만든 비문 15문항

coefficient를 실시하였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여 언어발달의 복합적 특성을 예측

correlation

하는 작업기억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만 5세 경 T2에
(4) 음운인식 능력

측정한 언어능력의 종합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만 4세 경 T1

음운인식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음운인식 과제(Kim et al.,

에 측정한 비단어 따라 말하기 정반응률, 숫자 폭 기억하기, 매트

2019)의 음절 과제를 사용하였다. 검사자는 아동에게 각 과제에

릭스 과제의 원점수와 언어능력의 종합점수를 독립변인으로 한 위

따른 지시문을 구어로 제시하고, 아동의 반응을 기록한다. 본 과제

계적 회귀분석과 만 4세 경 T1의 언어종합점수를 종속변인으로

는 음절 수 세기 10문항, 음절 합성 10문항, 음절 탈락 과제 10

하고, 만 4세 경 T1에 측정한 비단어 따라 말하기 정반응률, 숫자

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폭 기억하기, 매트릭스 과제의 원점수와 언어능력의 종합점수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

3. 연구절차

은 SPSS ver. 26.0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박사과정 2인이 실시하였으며 모든 검사자는 과제
제시 방법 및 지시문을 통일하여 선별검사를 제외한 모든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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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모든 검사는 아동의 교육기관 내 독립적이고, 조용한
공간에서 검사자와 1:1로 진행하였다. 10개월 후에는 동일한 방법
으로 선별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를 진행하였다.

4. 결과처리

1. 시기별 작업기억과 언어 종합점수 간 차이
시기별(T1, T2) 언어능력 종합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먼저 베리
맥스 회전방식의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수용어휘, 표현어휘, 수
용언어, 표현 언어, 문법성 판단, 음운 인식 과제 점수를 하나의

작업기억을 측정하기 위해 실시한 과제들의 점수 산출 방법은

요인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주성분 분석 결과 1요인

다음과 같다. 비단어 따라 말하기 과제 점수는 바르게 재산출한

이 추출되었으며, T1의 언어 종합점수의 경우 전체분산의 67.06%

비단어의 음절을 1점으로 하여 정반응한 음절의 총점을 산출하였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2의 언어 종합점수는 전체 분산

다. 숫자 폭 기억하기 과제 점수는 문항별로 모든 숫자를 기억하

의 64.03%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점수 산출을 위해

여 모두 정확하게 회상한 경우 1점, 한 개의 숫자라도 잘못 회상

언어과제 원점수를 Z-score로 변환한 후 합산하였고 각각 T1 언

한 경우 0점으로 하고, 정반응한 문항의 총점을 산출하였다. 매트

어종합점수, T2 언어종합점수를 산출하였다.

릭스 과제 점수는 문항별로 점등되는 순서를 완전히 기억하여 칸

만 4세의 T1과 만 5세의 T2의 비단어 따라 말하기, 숫자 폭

을 짚은 경우 1점, 한 개의 칸이라도 잘못 기억하여 칸을 잘못 짚

기억하기, 매트릭스 및 언어 종합점수에 대한 기술통계 및 분산분

은 경우 0점으로 하여, 정반응한 문항의 총점을 산출하였다.

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실시한 과제들의 점수 산출 방법은

만 4세 경 T1에 실시한 비단어 따라 말하기 과제의 정반응률 평

다음과 같다. REVT 점수는 REVT의 하위 영역인 수용 및 표현어

균은

휘력 검사의 원점수를 검사지침에 따라 각각 산출하였고 PRES 점

0.94(SD=1.18), 매트릭스 과제의 평균은 4.88(SD=4.43)이었다. 10

수도 수용 및 표현 언어 검사의 원점수를 검사지침에 따라 각각

개월 후 만 5세 경 T2에 실시한 비단어 따라 말하기 과제의 정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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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5(SD=19.54),

숫자

폭

기억하기

과제의

평균은

단기종단연구를 통한 아동의 언어능력 예측요인 탐색연구: 작업기억을 중심으로

률 평균은 48.81(SD=6.40), 숫자 폭 기억하기 과제의 평균은
5.19(SD=1.52), 매트릭스 과제의 평균은 7.80(SD=5.47)이었다. 만 4
세 및 5세의 비단어 따라 말하기 정반응률(F(1, 15)=232.167, p=.000),
숫자 폭 기억하기 점수 (F(1, 15)=110.138, p=.000), 매트릭스 점수(F(1,
15)=26.663,

p=.000) 간 수행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2. T1, T2 시기별 과제 수행에 대한 기술통계

표 4.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만 4세 T1 언어 종합점수 예측요인
Table 4.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language
composite scores at T1 using working memory variables at age 4

T1 (N=16)

M

SD

M

Working memory
NWR
36.75
19.54
Digit span
.94
1.18
Matrix
4.88
4.43
Languagea
.00
5.06
NWR=nonword repetition.
a
Language composite scores.
**
p<.01

F

SD

NWR

.012

.202

NWR

.006

.100

Digit span

.351

.496

-.006

-.108

-.614

Digit span -.007

-.010

-.049

.892

4.086*

NWR
3

Matrix
48.81
5.19
7.80
.00

6.40
1.52
5.47
4.78

232.17**
110.14**
26.66**
-

R2
△R2
(adj R2)
.713 -.039 .041
.380
.144 .235
1.891
t

1
2

T2 (N=16)

β

Predictors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task performance at T1 and T2
Variables

Β

Step

.178

.647

.453

F
.509
2.098

8.957

NWR=nonword repetition.
*
p<.05

4. 만 5세의 언어능력 예측요인
만 5세가 되었을 때 측정한 T2 언어능력의 예측요인으로서 작

2. 시기별 언어능력과 만 4세 작업기억 간 상관관계

업기억 하위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T2의 언어 종합점수와 유
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T1의 언어 종합점수의 영향을 통제한

만 4세 T1 시기의 언어 종합점수는 매트릭스(r=.848, p=.000)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만 5세 T2 언어 종합점
수와도 유의한 상관을 이루었다(r=.915, p=.000).그러나 다른 작
업기억 변인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만 5세 T2의 언어 종합점수는 매트릭스(r=.813, p=.002)
와 비단어 따라 말하기(r=.613, p=.045)와 상관이 유의했다. 그러
나 만 4~5세에 걸쳐 언어 종합점수와 숫자 폭 기억하기 간 상관
은 유의하지 않았다. 본 결과는 아래 표 3에 제시하였다.

후에도 여전히 T1 작업기억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모형 1에서는 통제변인으로 T1의 언어
종합점수를 투입하였다. 그리고 모형 2에서 T1의 비단어 따라 말
하기, 모형 3에서 T1의 숫자 폭 기억하기, 모형 4에서 T1의 매트
릭스 점수를 차례로 투입하였다. 모형의 다중공선 여부를 검토한
결과, 네 모형 모두 공차한계 0.1 이상, VIF는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었다.
만 5세 T2 언어 종합점수는 만 4세 T1 언어 종합점수가 거의
대부분의 분산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818). 그리고 T1

표 3. 만 4세 T1의 작업기억과 언어능력 변인 간 상관계수
Table 3. Correlations among working memory and language

의 언어능력을 제외하고, 작업기억의 음운루프 용량을 측정하는

variables at T1

로 나타났다. 마지막 단계에서 매트릭스를 포함하여 작업기억 변
T1
Language

T1
NWR
.202

T1
Digit span
.516
.360

T1
T2
Matrix Language
.848**
.915**
.530*
.613*
**
.661
.371
.813**

T1 Language
T1 NWR
T1 Digit span
T1 Matrix
T2 Language
T1 Language=T1 language composite score; T1 NWR=T1 nonword
repetition; T2 Language=T2 language composite scores.
**
p<.01 *p<.05

T1 비단어 따라 말하기가 부가적으로 약 7% 더 설명하는 변인으
인을 모두 투입하였을 때 비단어 따라 말하기는 만 5세의 언어능
력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
는 표 5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표 5.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만 5세 T2 언어 종합점수 예측요인
Table 5.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language composite scores at T2 using working memory variables
at age 4 and language composite score at age 4
Step Predictors

3. 만 4세 언어능력 예측요인

1
2

만 4세 T1에 측정한 언어능력의 예측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종
속변인을 T1 언어 종합점수로 하고 1단계에 T1 비단어 따라 말
하기, 2단계에 T1 숫자 폭 기억하기, 3단계에 T1 매트릭스 수를
차례로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작업기억
의 시·공간 잡기장을 측정하는 매트릭스 과제의 점수가 유일하게
만 4세의 T1 언어 종합점수의 45% 설명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
났다. 비단어 따라 말하기와 숫자 폭 기억하기는 유의한 변인
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는 아래의 표 4에 제시하였다.

3

Β

β

R2

2
(adj R2) △R

t
**

T1 LC

.812

.915

6.433

T1 LC

.734

.828

7.146**

NWR

.013

.290

2.507*

T1 LC

.765

.862

7.065**

NWR

.014

.317

2.644*

Digit span -.071
-.117
.954
T1 LC
.755
.851
4.125**
NWR
.014
.314
2.253
4
-.120 -.845
Digit span -.073
Matrix
.003
.016
.070
T1 LC=language composite score at T1.
*
p<.05 **p<.01

F

.818

.838 41.384

.890

.077 37.508

.889

.011 24.985

.867

.000 1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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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비단어 따라 말하기가 만 5세 아동의 언어능력을 유의하
게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시공간 잡기장을 측정하는 매

Ⅳ. 논의 및 결론

트릭스는 언어발달의 유의한 예측인자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만 4~5세의 작업기억 요인이 3년 뒤 만 7~8세의 단순언어장애

본 연구는 언어발달을 예측하는 작업기억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만 4세에서 만 5세로 넘어가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
라 더 높은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며, 언어정보 처리에 관여하는
작업기억도 다른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연구 질문을 통해 연령이 높아지며 언어능력과 작업기억
이 유의하게 향상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만 4세의 종합적인 언
어능력 및 음운루프를 측정하는 비단어 따라 말하기, 숫자 폭 기억
하기와 시공간 잡기장을 측정하는 매트릭스 점수는 만 5세가 되었을
때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의 언어능력
및 작업기억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발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본 연구는 기존의 횡단적 연구와 달리 아동을 대상으로 종단적
성격을 지닌 자료를 통해 작업기억과 연령 간의 관계를 살펴본 거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Vugs et al., 2017).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구 질문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시기별로
아동의 언어능력과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작업기억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만 4세경 언어능력은 시공간 잡기
장을 측정하는 매트릭스 점수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위
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음운루프의 영향을 배제하고도 시공간 잡기
장이 만 4세 아동의 종합적인 언어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요
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업기억의 시공간 잡기장이 만 4세에 전
반적으로 언어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동이 시각정
보를 통해 언어를 습득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Kamhi
et al., 1984). 시공간 잡기장과 언어능력 간의 관련성은 조금씩
보고되고 있다(Bavin et al., 2005; Hick et al., 2005; Marton,
2008; Vugs et al., 2017).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경우 일반아동
보다 유의하게 제한적인 시공간 잡기장 용량을 지니고 있으며, 시
공간 정보처리와 같은 일반적인 정보처리 기제가 제한되어 일반아
동과는 다른 양상의 언어 및 인지발달을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단순언어장애 아동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언어발달

아동과 일반아동의 언어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는지 살펴본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Vugs et al., 2017). 연령이 높아지면서 일
상에서 만 4세 때보다 언어정보를 처리하는 경험이 많아지고, 이
는 즉 음운루프와 같은 정보처리 기제가 다양한 언어능력이 향상
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에 만 4세의 언어능력을 포함하
여 분석함으로써 언어능력과 작업기억의 발달적 관계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두 변인 간 호혜적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언어발달에 있어 내재적인 언어지식이 큰 설명력을 지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속연구에서는 작업기억과 언어발달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로 중재설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 4세 아동의 어휘력, 음운 인식 능력,
문법성 판단능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언어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서는 시공간 정보처리 능력의 효율성이 필요하며, 만 5세가 되면
처리하는 언어정보 단위가 커지며 이에 관여하는 음운 및 시공간
정보처리 능력의 효율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 4, 5세 아동의 정보처리 능력을 고려한 적절한 중재
전략을 세워 전반적인 언어능력을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올라가며 언어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작
업기억 능력도 향상되며, 복잡한 언어능력을 설명하는 정보처리
기제가 연령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것을 종단적 성격을 지닌 자료
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자료가 1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통계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자료이지만, 동일한 아동을 대상
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같은 작업기억 과제 및 언어능력 과제를
실시하여 아동의 발달을 연구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피험자
간 연구보다 더 신뢰도 높은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후
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하기 위해서 부족한 피험자
수를 보충하고, 데이터 수집을 한 차례 더 실시하여 종단자료 모
형을 갖춘 분석을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에 있어서 시공간 잡기장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종합하면, 아동
의 언어발달은 언어 특정적인 정보처리에 가담하는 기제뿐만 아니
라 일반적인 시공간 정보처리에 가담하는 기제가 함께 작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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