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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단락 듣고 이해하기와 작업기억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연구대상은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1, 2, 3학년 일반 아동 각각 10명씩 총 30명의 아동이었으며, 실험도구는 단락 듣고 

이해하기는 학령기 언어검사(이윤경, 2007)의 듣고 이해하기 과제와, 작업기억 능력은 K-

WISC-III의 숫자 따라말하기 과제,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무의미음절 따라말하기 과제와 이

혜숙(2007)의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아동들의 수행 결과는 일원

분산분석과 적률상관분석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결과:  (1) 단락 듣고 이해하기 능력과 작업기

억 과제 중 숫자 따라말하기와 무의미음절 따라말하기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2) 학년

에 따라 단락 듣고 이해 능력과 작업기억 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단락 듣고 이해하기

는 1학년 및 2학년이 각각 3학년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작업기억 능력은 1학년과 

3학년 집단 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 저학년 아동들의 

단락 듣고 이해하기와 작업기억 능력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증가할 뿐 아니라, 단락 

듣고 이해하기 능력이 작업기억 능력과 유의하게 관련됨을 보여 준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0;15;56-65.

핵심어: 단락 듣고 이해하기, 작업기억, 숫자 따라말하기, 무의미음절 따라말하기, 문장 따라

말하기

Ⅰ. 서 론

담화(discourse)는 두 개 이상의 문장이 일정한 

규칙을 갖춘 글로 단어, 문장보다 더 큰 단위의 언어 

형태를 말한다(이봉원, 2008). 여기에는 이야기, 대

화, 설명, 논쟁(토론)과 같은 장르가 포함된다(이현

정․김영태․윤혜련, 2008; Lund & Duchan, 1993).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지

는 타인과의 대화에 끊임없이 참여하고, 상황에 따라 

논쟁이나 토론을 하기도 하며,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다양한 형식의 담화를 접하

게 된다. 따라서 담화를 이해하고 산출하는 능력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요구되는 중요한 능

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어발달 및 언

어발달장애 분야에서는 담화 영역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게 되었다.

학령기는 학령전기의 연속선상에서 의미, 구문, 화

용 영역의 언어발달이 계속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특

히, 최근에는 복문 사용과 같은 문법적인 측면과 대

화 및 이야기 산출과 같은 담화적인 측면의 지속적인 

발달에 대해 보고되고 있다(Nippold, 2006). 특히 담

화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는 학령전

기와 달리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교사 및 또래 

아동들과의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의 주요 목적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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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간의 의사소통에서 학업을 위한 것으로 전환되며, 

다양한 목적을 위한 여러 가지 장르의 담화를 경험, 

학습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소통의 내용은 탈

문맥적인(decontextualized) 이야기나 토론이 주를 

이루게 됨에 따라(Paul, 2003; Scott, 1994), 상대적

으로 담화의 이해 및 산출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학령기 아동들의 담화 발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야기 담화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윤혜련․김영

태, 2005; 신수진 외, 2007; 권유진․배소영, 2006; 

Bishop & Adams, 1992; Crais & Chapman, 1987; 

Florit et al., 2009; Norbury & Bishop; 2002). 

담화를 이해하고 산출하기 위해서는 어휘력 및 구

문이해력과 같은 언어적 능력이 중요하나 개인이 가

지고 있는 세상사 지식, 정보를 통합하여 내용의 이

해를 돕는 추론이나 담화 구조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기억(working memory)과 같은 인지능력

의 발달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작업기

억 능력은 주어진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처리

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의미한다(Daneman & 

Carpenter, 1980). 이러한 작업기억과 관련하여 Just 

& Carpenter(1992)는 하나의 문장 또는 단락을 듣

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각적 처리, 주의, 장기기억 

안의 어휘에 정확하게 접근하는 것이 요구되고, 제한

된 작업기억 용량 안에서 저장과 처리가 작동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작업기억 능력은 담화이해 및 

산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작업기억 능력은 아동이 구어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

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Fazio, 1998), 들은 정보의 

정신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을 만들며, 동

일한 맥락에서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을 회상할 수 있

도록 한다(Gillam, 1997).

작업기억 능력은 어휘 발달, 문장의 이해, 자발화 

산출과 같은 여러 언어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김성수, 2004; Ellis Weismer, 1996; 

Montgomery, 1995; Adams & Gathercole, 1995), 

특히 담화의 이해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Florit et 

al., 2009). 작업기억 능력과 담화 이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Florit et al.(2009)는 단락 이해와 

기억 능력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4세 44명, 5세 40명

의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듣기 이해력, 단기기억

과 작업기억 능력, 언어성 지능, 수용 어휘를 측정하

였다. 연구 결과 구어능력을 통제했을 때, 단기기억

과 작업기억 모두 듣기 이해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경(2007)은 학령기 아동을 위

한 언어검사를 개발하고 검사의 타당도를 검정하는 

과정에서 K-WISC-III의 언어성 소검사들과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개발된 검사 중 단락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소검사와 K-WISC-III 소검사 중 

작업기억 능력을 측정하는 수회생 검사와 정적인 상

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수회생 검사는 작업기억 능

력을 측정하는 검사(곽금주․박혜원․김청택, 2001)

로, 수회생 검사와 단락 듣고 이해하기 검사 간의 정

적 상관관계는 담화 듣고 이해하기 능력이 작업기억 

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윤경(2007)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작업기억 능

력과 듣기 이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보지는 않

았으나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의 담화 이해 능력을 연

구한 일부 연구들은 연구 결과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담화 이해 능력이 작업기억 능력과 관련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윤혜련․김영태(2005)는 6;9-8;11세 학

령기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이야기 이해 연구에서 단

순언어장애 아동이 사실적 정보이해의 수행에는 차

이를 보이지 않고 추론 질문에서만 낮은 수행을 보였

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질문이 사실

적 질문에 비해 저장된 정보를 인출하는 동시에 처리

해야 하므로 더 많은 작업기억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

이라며 논의하며, 이야기 이해 능력이 작업기억 능력

과 관련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고선희․황민아

(2008)도 6-9세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담화 길이에 

따른 추론 과제 수행력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아동들

이 짧은 담화보다 긴 담화에서 저조한 수행을 보인 

결과에 대해 긴 담화가 짧은 담화에 비해 주어진 정

보의 양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처리 부담을 증가

시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담화 이

해 능력이 담화 이해 능력과 관련될 수 있음을 논의

였다.

앞에서 제시한 선행 연구들은 담화 듣고 이해하기 

능력이 작업기억 능력과 관련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

로 혹은 부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둘 간의 관계를 

직접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았다. 담화와 

작업기억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아동들의 담화 

이해 발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담

화의 이해 및 산출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들을 평가하

고 중재하는 데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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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듣고 이해하기 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담화 이해

와 작업기억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 2, 3학

년 일반 아동 각각 10명씩 총 30명의 아동을 대상으

로 하였다. 대상아동들은 (1) 부모나 교사에 의해 신

체 및 청각, 지능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아동 중에

서 (2) REVT(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김영태 외, 2009) 실시 결과, 수용어휘와 표현

어휘 모두 백분위수 10%ile 이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아동 정보는 <표 - 1>과 같다.

<표 - 1> 상아동의 정보

1학년 (n=10) 2학년 (n=10) 3학년 (n=10)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생활연령(개월) 86.10 3.57 97.50 3.92 109.40 4.38

REVT 
수용 67.50 25.85 56.00 30.17 71.00 25.47

표 68.50 19.59 62.50 18.14 53.00 35.92

2. 연구 도구

가.  단락듣고 이해하기 

학령기언어검사(이윤경, 2007)의 단락듣고 이해

하기 과제의 총 6개 단락을 사용하였다. 6개 단락 중, 

4개는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이야기글이었고, 2개는 

특정 주제를 소재로 한 설명글이었다. 단락에 포함된 

문장의 개수는 5문장-8문장이었다.

이해 질문은 각 단락마다 사실적 질문과 추론적 

질문을 포함하여 5개로 하여, 총 이해질문수는 30개

로 구성하였다. 사실적 질문은 이야기 내용 중에 표

면적으로 드러난 사실적 정보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

제이고, 추론적 질문은 이야기의 결속표지인 지시어, 

생략, 대용어 등의 의미를 텍스트의 연결 관계에 따

라 추론해야 하거나 이야기의 의미를 청자의 지식과 

통합하여 추론해야 하는 질문이다.

나.  작업기억 

작업기억 과제는 숫자 따라말하기, 무의미음절 따

라말하기,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로 구성하였다. 각 

과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숫자 따라 말하기 

K-WISC-III의 보충 검사 중 숫자 바로 따라말하

기와 숫자 거꾸로 따라말하기 총 30문항을 사용하였

다.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는 2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것부터 시작하여 9개의 숫자까지 늘려 가는데, 숫자

의 개수가 같은 2개의 자극이 한 세트이며, 총 16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숫자 거꾸로 따라말하기는 2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것부터 시작하여 8개의 숫자

까지 늘려 가는데, 숫자의 개수가 같은 2개의 자극이 

한 세트이며,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무의미음  따라말하기

연구자가 직접 2음절부터 8음절까지 각각 5문항

씩 총 35문항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조음 오류로 인

해 오반응 처리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아동

들이 가장 늦게 발달되는 말소리인 /ㅅ/계열 음소(만 

6-7세에 완전히 습득됨)는 제외시켰다. 제작된 과제

는 언어병리학 박사 1명과 언어병리학 석사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생 1인에게 의미 낱말과 유사한 무의

미 낱말은 없는지와 발음의 용이성 등을 검토 받았으

며, 검토 결과 발음이 어렵다고 평가된 일부 낱말들

을 교체하였다.

(3) 문장 따라말하기

이혜숙(2007)이 사용한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과제는 언어병리학 박

사 1인과 석사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정받은 것으

로, 총 32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문장은 문장 

길이와 구조를 다양하게 하여 구성되어 있는데, 문장 

길이 측면에서는 5어절(13음절), 6어절(17음절), 7어

절(19음절), 8어절(21음절) 문장들이 포함되어 있으

며, 문장 구조 측면에서는 안긴 문장(명사절, 관형절, 

서술절, 인용절)과 이어진 문장(대등절, 대립절, 이유

절, 조건절)이 동등하게 포함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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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n=10) 2학년 (n=10) 3학년 (n=10) 총 (n=30)

M SD M SD M SD M SD

단락 듣고 이해하기 16.30 4.14 17.40 3.06 22.10 2.64 18.60 4.12

작업

기억

숫자 따라말하기 12.70 2.79 14.20 2.86 16.70 2.41 14.53 3.09

무의미음  따라말하기 21.10 5.41 22.80 2.61 25.50 2.17 23.13 4.01

문장 따라말하기 73.40 11.14 75.50 3.84 79.20 5.96 76.03 7.75

<표 - 2> 아동들의 단락 듣고 이해하기  작업기억 과제 수행 기술통계 결과

3. 연구 절차

기초검사로 REVT(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를 통해 언어장애 유무를 판별하여 

대상자 선정을 한 후,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단락 듣

고 이해하기는 녹음기에 녹음되어 있는 단락을 들려

준 다음에 검사자가 직접 단락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작업기억 과제는 검사자

가 아동에게 숫자, 무의미음절, 문장을 들려주고 아

동에게 따라말하게 하였다. 단락 듣고 이해하기와 작

업기억 과제 중 무의미 음절 따라말하기 및 문장 따

라말하기는 전체 문항을 모두 실시하였으며, 숫자 따

라말하기는 K-WISC-III의 매뉴얼에 따라 2개로 이

루어진 한 세트에서 2번 모두 오류 보일 경우는 최고

한계선으로 검사를 중단하였다. 아동들의 반응은 녹

음과 함께 현장에서 검사지에 직접 기록하였으며, 기

록된 내용은 추후 녹음 자료와 비교하여 기록 내용을 

확인하였다. 

4. 자료분석 

가.  단락듣고 이해하기

검사 시에 기록한 아동의 반응은 완전한 내용으로 

대답하면 1점, 불완전한 내용으로 대답하면 0.5점, 틀

리면 0점으로 채점하였다. 총점은 30점이였다.

나.  작업기억 과제

(1) 숫자 따라말하기

정확하게 따라말하면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으로 

채점하여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16점, 숫자 거꾸로 

따라말하기 14점을 합산하여 총점 30점으로 측정하

였다.

(2) 무의미 음  따라말하기

정확하게 따라말하면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으로 

채점하여 총점 3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한 음절이라

도 오류를 보이면 오반응으로 채점하였다(예: 5음절 

중 1음절 오류 보여도 오반응 처리함).

(3) 문장 따라말하기

CELF-4(Semel et al., 2003)의 소검사 중에서 문

장 회상하기(recalling sentence) 과제의 분석 지침

에 따라 채점하였다. 문장을 완벽하게 따라 말하면 

3점, 한 단어를 대치하거나 첨가 및 생략하였을 경우 

2점, 2-3개의 단어를 대치, 첨가, 생략하거나 어순을 

바꾸었을 경우 1점, 4개 또는 그 이상의 단어를 대치, 

첨가, 생략하거나 어순을 바꾸었을 경우 0점으로 채

점하여 총점 96점으로 측정하였다.

5. 통계처리

단락듣고 이해하기 능력과 작업기억 능력(숫자 따

라말하기, 무의미음절 따라말하기, 문장 따라말하기)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락듣고 이해하기와작업기억 과제(숫

자 따라말하기, 무의미음절 따라말하기, 문장 따라말

하기)에서 학년간의 차이가 있는지는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를 실시하여 검정하였으며, 학

년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Tucky 사후검정을 실

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단락 듣고 이해하기와 작업기억 과제들에 대한 아

동들의 수행 결과는 <표 -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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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사후분석

단락 듣고 이해하기 

학년 189.800 2 94.900 8.501** 1<3, 2<3

오차 301.400 27 11.163

총 491.200 29

작업

기억

숫자

따라말하기 

학년 81.667 2 40.833 5.631** 1<3

오차 195.800 27 7.252

총 277.467 29

무의미음

따라말하기 

학년 98.467 2 49.233 3.622
* 1<3

오차 367.000 27 13.593

총 465.467 29

문장

따라말하기

학년 172.467 2 86.233 1.484

오차 1568.500 27 58.093

총 1740.967 29
*p<.05, **p<.01 

<표 - 4> 학년에 따른 단락 듣고 이해하기와 작업기억 과제들에 한 분산분석 결과

단락 듣고 이해하기 과제에서는 1학년은 평균 

16.30, 2학년은 평균 17.40, 3학년은 평균 22.10으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작업기억 과제에서도 숫자 따라말하기는 1학년 평균 

12.70, 2학년 평균 14.20, 3학년 평균 16.70, 무의미음

절 따라말하기는 1학년 평균 21.10, 2학년 평균 

22.80, 3학년 평균 35.50, 문장 따라말하기는 1학년 

평균 73.40, 2학년 평균 75.50, 3학년 평균 79.20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평균 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단락듣고 이해하기와 작업기억 능력 간의 상관관

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표 - 3>과 같다.

<표- 3> 단락듣고 이해하기와 작업기억 수행력 간의 
상 분석 결과

숫자 

따라말하기

무의미음  

따라말하기

문장 

따라말하기

단락 듣고 

이해하기
.478** .593** .198

**
p<.01 

상관분석 결과, 단락 듣고 이해하기와 숫자 따라

말하기(r = .478, p<.01), 단락 듣고 이해하기와 무의

미 음절 따라말하기(r = .593, p<.01)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즉, 문장 따라말하기를 제외한 작업

기억 수행력과 단락 듣고 이해하기 수행력 간에 유의

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락 듣고 이해하기와 작업기억 과제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표 - 4>와 같다.

분산분석 결과, 단락 듣고 이해하기(F2,27 = 8.501)

와 작업기억 중 숫자 따라말하기(F2,27 = 5.631) 그리

고 무의미음절 따라하기(F2,27 = 3,622)에서 학년 집

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ucky 사후검정 결

과, 단락 듣고 이해하기는 1학년과 3학년, 2학년과 3

학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작업기억 과제 중 숫자 따라말하기와 무의미음절 

따라말하기 과제에서 1학년과 3학년 집단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단락 듣고 이해하기 능력을 중심으로 

담화 이해 능력이 작업기억 능력과 어떠한 관계를 갖

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단락 듣고 이해하기와 작업기억 과제 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단락 듣고 이해하기 

능력이 숫자 따라말하기 및 무의미 음절 따라하기 과

제 수행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lorit et al.(2009)은 학령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단락 듣고 이해하기 능력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

았는데, 듣기 이해능력과 단기기억, 작업기억,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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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능, 수용어휘와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단기기억과 작업기억 모두 듣기 이해력과 밀접한 관

련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Florit et al.(2009)는 학

령 전기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단락 듣고 이해하기와 

작업기억 간의 관계를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

는 학령 전기의 아동들만이 아니라 학령기 아동들도 

단락 듣고 이해하기 능력이 작업기억 능력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기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숫자 따라말하기(수회생) 과제와 무의미음절 따라말

하기, 그리고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를 실시하였는데, 

연구 결과에서는 숫자 따라말하기와 무의미음절 따

라말하기만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문장 따라말하

기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숫자 따라말하

기와 단락 듣고 이해하기와의 관계는 학령기 아동을 

위한 언어검사를 개발하고 검사의 타당도를 검정하

는 과정에서, 개발된 언어검사의 소검사 중 하나인 

단락 듣고 이해하기 검사와 K-WISC-III 소검사 중 

수회생 검사 간의 정적인 상관을 보고한 이윤경

(2007)의 결과와 일관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숫

자 따라말하기 과제가 담화 이해에 문제를 보이는 아

동들의 작업기억 문제를 선별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숫자 따라말하기와 더불어 무의미음절 따라말하

기 역시 단락 듣고 이해하기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의미음절 따라말하기는 숫자 

따라말하기와 더불어 작업기억 능력을 평가하는 대

표적 과제 중 하나로(Gathercole et al., 1994),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다른 언어능력과 상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언어발달을 예측해 주거나

(Gathercole et al., 1992; Montgomery, 1995) 언어

장애 아동들을 선별해 주는 측정치(Ellis Weismer, 

1996; Ellis Weismer et al., 2000)로 보고되어 왔다. 

이 중 언어발달에 대한 예측 연구들은 주로 어휘

(Gatercole et al., 1992)나 문장(Montgomery, 1995)

을 중심으로 무의미음절과의 관계를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단락 이해 역시 무의미음절 따라말

하기와 유의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문장 따라말하기 역시 아동들의 작업기억 능력을 

측정하는 과제로 활용된다(박혜원․곽금주․박광

배, 1997). 본 연구에서는 작업기억을 측정하는 다른 

두 과제와는 달리 문장 따라말하기는 단락 듣고 이해

하기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작업기억 과제들에 대한 학년차이 비교 결과를 통해

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작업기억 과제들에 대한 학년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는 숫자 따라말하기와 무의

미음절 따라말하기 검사에서만 관찰되었으며,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에서 학년간 차이가 관찰되

지 않은 이유는 아동들의 과제에 따른 기억 능력 차

이로 관련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박혜원․곽금주․

박광배(1997)는 문장의 의미가 아동들의 기억을 돕

기 때문에 문장 따라말하기가 숫자 따라말하기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하였다. 때문에 아동들

의 지능검사에서도 기억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학

령전에는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를 사용하는 반면, 학

령기에는 숫자 회생 과제를 사용한다. 본 연구는 초

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동

들이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를 잘 수행하여 학년에 따

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단락 듣고 이

해하기와의 유의한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허현숙․이윤경(2009)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일한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1-6학년의 아동을 대상으로 문장 따라말하기 능력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1학년과 5, 6학년에서, 2학년

과 5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1, 2, 3학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학년 아동들 간에는 문장 

따라말하기 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저학년

과 고학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추후 고학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

러한 부분들을 보다 명확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단락 듣고 이해하기와 작업기억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으

나 부가적으로 작업기억과 단락 듣고 이해하기 능력

에 대한 학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앞에서 이

미 서술한 바와 같이 작업기억 과제 중 숫자 따라말하

기와 무의미 음절 따라말하기에서 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억 용량은 연령

이나 지능의 영향을 받는다(Ellis, 1970; Huttenlocher 

& Bruke, 1976). Keating & Bobbit(1978)의 연구

에 따르면, 나이가 많은 아동이 어린 아동들보다 정

보를 더 빨리 인출하고 기억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숫

자의 항목수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도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는 숫자 따라말하

기, 무의미음절 따라말하기 수행력에서 학년 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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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를 나타낸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학년에 따른 단락 듣고 이해하기 능력 역시 학

년이 올라갈수록 평균 점수가 증가했으며, 분산분석 

및 사후분석 결과, 1학년과 3학년, 2학년과 3학년 집

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단락 듣고 이해하기 능

력 역시 유의하게 좋아진다는 이윤경(2007)의 연구를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Horowitz & Samuels(1987)

는 학교에서의 언어 경험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듣

고 이해하기 능력도 증가된다고 한 바 있다. 즉, 학년

이 증가할수록 단락 듣고 이해하기 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작업기억 과제 중에서 문장 따라말하기

를 제외한 숫자 따라말하기와 무의미음절 따라말하

기 과제가 단락 듣고 이해하기와 유의한 상관이 있음

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의 담화 이해가 

작업기억 능력과 관련될 수 있다고 논의한 윤혜련․

김영태(2005)나 고선희․황민아(2008)의 논의 내용

을 어느 정도는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락 듣고 이해하기와 

작업기억 간의 상관관계와 더불어 각각의 능력에 따

른 학년 비교를 통해 학령기에도 두 능력이 지속적으

로 발달된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고

하였다. 집단 간 차이 비교를 위해서 등분산 가정을 

실시하고 가정을 충족하기는 하였지만 학년별로 10

명이라는 소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결

과를 해석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담화 

듣고 이해하기 발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담화 이해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

들의 평가 및 중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

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언어장애 아동들을 대상

으로 단락 듣기와 작업기억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

거나, 작업기억 능력 외에 단락 듣기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

들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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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listening comprehension 

and working memory in school-ag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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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stening comprehension of paragraphs and the working memory in school-aged children.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thirty of children, ten of first graders, ten of second graders, 
and ten of third graders. The ability of ‘listening comprehension of paragraphs was assessed 
using passage comprehension test, one of subtests of Language Scale for School-aged 
Children(Y. Lee, 2007). The ability of woking memory was measured by digit recall test of 
the K-WISC-III, non-word repetition task developed by authors, and the sentence repetition 
task(H. Lee, 2007). Results: (1) The listening comprehension of paragraph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digit repetition and non-word repetition but sentence repetition. (2) The 
ability of listening comprehension of paragraphs were different between 1st and. 3rd graders, 
2nd and 3rd graders significantly. And on the performance of digit repetition and non-word 
repetition task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1st and 3rd graders. 
Discussion &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the ability of listening comprehension of 
paragraphs and working memory were correlated significantly in lower grad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0;15;56-65)

Key Words: listening comprehension of paragraphs, digit repetition, non-word repetition,
sentence repetition, working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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