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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정상인들 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장애 아동들의 작업기억 

능력이 언어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기억이 언어능력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정작 정상아동의 작업기억 능력의 발달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적합한 읽기 폭 과제를 제작하여 취학 직전의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의 

아동을 대상으로 읽기 폭으로 측정한 작업기억의 발달 양상을 알아보았다. 방법: 연구대상은 

6세 유치원 아동 30명, 초등학교 2학년 29명, 4학년 32명, 6학년 33명의 아동으로 총 124명이었

다. Daneman & Carpenter (1980)의 과제를 기초로 하여 제작한 아동용 읽기 폭 과제와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과제를 실시하 다. 결과: 읽기 폭 과제와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과제 수행 

결과 모두에서 학년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읽기 폭 과제에서

는 4학년과 6학년 집단 간의 차이를 제외한 모든 집단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과제 결과에서는 유치원과 4학년, 유치원과 6학년, 2학년과 6학년에서만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논의 및 결론: 학령기에 있어 작업기억의 발달적 변화는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과제보다 읽기폭 과제 수행에서 더 민감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처리와 동시에 저장을 요구하는 읽기 폭 과제와 저장을 강조하는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과제 

간의 특성 차이가 반 된 결과로 해석된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09;14;303-312.

핵심어:  작업기억, 읽기 폭 과제,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과제, 정상발달

 

Ⅰ. 서 론

작업기억이란 ‘정보를 붙잡아 두고 정보에 대해 

조작을 수행하는 것’으로(조명한, 1997), 인간의 능동

적인 처리 체계를 지칭하며 정보의 처리(processing)

와 저장(storage)을 동시에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Daneman & Carpenter, 1980). Baddeley (1986)

는 작업기억을 구성하는 요소를 중앙집행기(central 

executive), 음운회로(phonological loop), 시공간 

집기장(visuo-spatial sketch pad)으로 구분하 는

데, 중앙집행기는 정보의 처리와 조작을 담당하는 제

한된 용량 조절 체계이며, 음운회로와 시공간 집기장

은 음운 또는 시각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체계

이다.

작업기억의 개인차는 양적인 차이와 질적인 차이

로 설명할 수 있다. 양적인 차이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작업기억 용량의 크기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한 

개인의 작업기억 용량이 상대적으로 크다면 처리와 

저장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질적인 차이는 처리 및 저장의 효율성(efficiency) 

차이로, 같은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면 더 많은 자원을 저장에 사

용할 수 있게 된다(Daneman & Carpenter, 1980; 

Just & Carpenter, 1992). 

연구자들은 작업기억의 개인차가 다른 과제의 수

행에 미치는 향에 관심을 두었는데, 특히, 정상인

들의 언어처리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읽

기 폭 과제로 측정한 작업기억과 언어처리 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 읽기 폭이 큰 사람들은 작은 

사람들에 비해 어휘 처리(김경중, 1998; 이병택, 2002; 

이병택․김경중․조명한, 1996), 통사 처리(이병택, 

1995; 이병택․김경중․조명한, 1996; Ada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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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hercole, 1995; Just & Carpenter, 1992), 추론 

및 읽기 이해(장혜경, 1998; Daneman & Carpenter, 

1980) 등에서 더 우수한 수행을 보 다. 또한 단순언

어장애(Specific Language Impairment), 읽기장애

(reading disability)와 같은 언어장애 아동들의 언

어 문제들 역시 작업기억의 결함과 관련이 있다고 보

고되었다(김성수, 2003; 이은주, 2004; Ellis 

Weismer, 1996; Ellis Weismer, Evans & Hesketh, 

1999; Mainela-Arnold & Evans, 2005; Marton & 

Schwartz, 2003; Montgomery, 2002; Swanson & 

Berninger, 1995; Swanson & Jerman, 2007). 

일부 연구자들은 아동의 언어 수행은 작업기억 

능력에 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의 언어 능력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언어검사 외에 작업기억 

검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Montgomery,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아동들의 작업기억

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Gaulin & Campbell

(1994)은 듣기 폭 과제로 6세, 8세, 10세, 12세의 정

상 아동들의 작업기억 발달을 연구하여 10세까지 작

업기억이 발달한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기는 하나, 

그 외에 정상 아동들의 작업기억 특성이나 작업기억 

발달 양상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억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과제들은 다양하

지만 과제마다 작업기억의 요소들이 반 되는 비중

이 서로 다르다. Baddeley의 작업기억 모델에서 제

안된 음운 회로의 기능을 강조하는 과제는 숫자 바로 

따라 말하기 과제(forward digit recall task), 단어 

회상 과제(word recall task),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nonword repetition task) 등이 있고, 중앙집

행기의 기능을 강조하는 과제로는 숫자 거꾸로 따라

말하기 과제(backward digit recall task), 듣기 폭 

과제(listening span task), 읽기 폭 과제(reading 

span task) 등이 있다(Gathercole & Pickering, 

2000; Savage, Lavers & Pillay, 2007). Daneman 

& Carpenter (1980)는 저장 기능을 강조하는 작업

기억 과제보다는 처리와 저장을 동시에 요구하는 과

제가 언어 이해 능력을 예측하는데 있어 더 민감하다

고 보고하 다. 이러한 이유로 학령기 아동을 대상한 

여러 연구들에서 읽기 폭 과제를 사용하여 언어 능력

과의 관계를 연구하 다(Cain, Bryant & Oakhill, 

2004; Swanson & Berninger, 1995; Swanson & 

Howell, 2001). 

작업기억 과제 중 읽기 폭 과제는 Daneman & 

Carpenter (1980)에 의해 고안되었다. 이 과제는 한 

세트에 포함된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동시에 

문장의 마지막 단어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예를 들

면, ‘When at last his eyes opened, there was no 

gleam of triumph, no shade of anger.’를 소리내어 

읽고 ‘The taxi turned up Michigan Avenue where 

they had a clear view of the lake.’를 읽은 다음에 

‘anger’과 ‘lake’를 회상해야 한다. 이들은 문장을 소

리내어 읽을 때 처리가 일어나며 마지막 단어를 기억

하는 것을 저장으로 보았다. 세트 내의 문장 수는 

2개에서 6개까지 증가한다. 한 세트에 포함된 마지막 

단어 모두를 정확히 회상하면, 제시되는 문장 수는 

하나씩 증가하게 되고 회상해야 할 마지막 단어의 수 

역시 하나씩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마지막 단

어를 정확히 외운 문장의 수를 그 사람의 ‘읽기 폭

(reading span)’이라 명명하 다. 작업기억 과제에

서는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데 일정한 자원을 할당하

게 되고 마지막 단어를 기억하는데 여분의 공간을 할

당하기 때문에 단기 기억 과제에서보다 더 적은 단어

의 수를 저장하게 된다. 이는 처리와 저장 사이에 교

환(trade-off)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처리에 많은 

자원을 할당하면 저장에 사용할 자원이 줄어들게 되

고 반대로 저장에 많은 자원을 할당하면 처리에 사용

할 자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몇몇의 연구에서 성인용 읽기 폭 과

제가 고안되었고(이병택, 1995; 조아정, 1996), 아동

에게 실시하기 위한 읽기 폭 과제 역시 제작되었다

(이은주, 2004; 장혜경, 1998). 성인에게 사용된 읽기 

폭 과제는 제시된 문장의 길이가 길고, 사용한 어휘

의 난이도가 높아 아동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읽기 폭 과제

들은 특정 학년 만에 적합한 어휘들로 구성되었거나 

문장의 길이와 구문의 복잡성 통제 등에 문제가 있어 

다양한 연령을 포괄하는 학령기 아동들의 작업기억 

발달 양상을 조사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글을 읽기 시작하는 취학 직

전의 유아에서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읽기 폭 과제를 제작하여 실시함으로써, 읽기 

폭 과제가 아동들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작업기억

의 발달적 경향성을 드러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더불어 학령기 아동에게 실시하는 대표적인 지능

검사에 포함되어 있고 실시가 용이하여 임상 장면에

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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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의 발달 양상 또한 살펴보았다. 숫자 바로 따라

말하기 과제는 처리보다는 저장이 부각되는 과제라

는 점에서 흔히 단기기억 과제로 명명되는데 크게 보

면 음운 회로의 기능을 반 한 작업기억 과제로 분류

된다(Gathercole & Pickering, 2000; Montgomery, 

1995; Savage, Lavers & Pillay, 2007; Swanson 

& Howell, 2001; Swanson & Berninger, 1995). 

읽기 폭 과제와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과제는 작업기

억 요소를 다르게 반 하고 있어 발달 양상 또한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과제를 학령기 

아동에게 실시함으로써 발달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 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대규모의 다양한 읽

기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 중에서 일

부를 선정하 다. 대상아동은 총 125명으로 교사가 

정상발달을 보인다고 보고한 취학 직전 만 6세의 유

치원 아동(이하 유치원 아동) 31명, 초등학교 2학년 

29명, 4학년 32명, 6학년 33명이었다. 취학 직전 6세 

유치원 아동에게는 글을 읽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작한 단어인지 검사를 실시하 다. 

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아동 1명을 제외한 30명의 

아동이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가하 다. 유치원 아동

은 분당지역 유치원 세 곳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

고 초등학생은 안산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의 학년별 

1개 반 전체를 대상으로 하 다. 

2.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는 Daneman & Carpenter

(1980)가 성인의 읽기 폭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읽기 폭 과제를 기초로 하 으며 한국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한국어로 

제작된 성인용 읽기 폭 과제는 서술어가 있는 완전

한 문장 형태로서 목표단어가 되는 마지막 단어에 

“-(이)다”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예: 너의 마음은 

하늘이며, 나의 마음은 너를 맴도는 구름이다)(이병택, 

1995). 이는 마지막 단어를 기억해야 하는 수행에 있

어 반복적으로 “-(이)다” 형태로 표현해야 하므로 아

동에게 불필요한 저장의 부담을 줄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아동의 불필요한 저장 부담을 제거하고 의미

적으로 연결이 가능한 표현을 만들기 위하여 마지막 

목표단어에 명사를 둘 수 있는 관형구 형태를 사용하

으며, 본 실험에서는 편의상 관형구 형태를 문장이

라고 지칭하겠다.

문장은 3어절의 마지막 단어를 수식하는 관형구 

형태로 제작하 다(예: 손가락에 끼는 반지). 한 문장 

내 음절수는 6～8음절로 구성하 으며 목표 단어가 

되는 마지막 단어(이하 목표 단어)는 1～3음절 사이

의 명사로 선정하 다. 문장 제작에 사용된 모든 단

어는 김광해(2003)의 1등급 어휘이면서 발달 초기에 

습득되는 M-B CDI-K(배소 ․곽금주, 2007)에 

수록된 어휘를 활용한 구체 명사 다. 각 문장은 선

정된 구체 명사를 이용하여 6세 이상의 아동이면 쉽

게 이해하면서 목표단어를 예측하기 용이한 내용으

로 제작하 다. 문장 내용은 목표 단어의 특징 및 상

태를 설명(예: 붕붕 가는 버스, 학교에 있는 선생님)

하거나, 목표 단어의 기능(예: 빨래를 하는 세탁기)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총 70개의 문장이 제작되었는데, 

이 문장들로 20개의 문장 세트를 구성하 다. 한 세

트는 두 개에서 다섯 개까지의 문장들을 포함하 는

데,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세트는 2문장 수준에 

해당한다. 2, 3, 4, 5문장 수준 각각 5세트씩 총 20개 

세트가 본 실험을 위해 구성되었다. 본 실험 이외에

도 연습 실험을 위한 2문장 수준 2세트, 3문장 수준 

1세트의 문장들이 따로 제작되었다. 한 세트 내 문장

들은 그 내용이 서로 관련이 없으며, 목표단어들이 

음운적 혹은 의미적으로 유사하거나 관련되지 않도

록 구성하 다. 모든 문장은 210cm × 150cm 크기 

카드에 56폰트의 헤드라인 글자체로 한 문장씩 인쇄

되었으며 아동에게 목표단어를 말하는 시점을 알려

주기 위하여 한 세트의 마지막 문장 뒤에 “+++”가 

그려진 카드를 삽입하 다. 전체 문장 카드들은 넘기

기 쉬운 책자로 제작하 다. 읽기 폭 과제의 예시는 

<표 - 1>에 제시하 다.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과제는 한국판 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ale 

for Children-Ⅲ: K-WISC-Ⅲ)(곽금주․박혜원 ․

김청택, 2001)의 하위 검사를 참고하여 제작하 다. 

1에서 9까지의 정수들을 사용하여 일련의 숫자열을 

작성하 다. 한 숫자열 내에는 동일한 숫자가 반복되

거나, 연속된 숫자가 크기 순서대로 배열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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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여 제작하 다. 숫자열은 2개에서 9개의 숫자

들로 구성되었고, 각각 2개씩 총 16개를 제작하 다. 

두 개로 이루어진 숫자열을 두 개 숫자 수준이라 지

칭하며, 두 개 숫자 수준 2개는 한 세트에 해당된다. 

본 실험을 위하여 2개에서 9개 숫자 수준 각 2세트씩 

총 8개의 세트를 제작하 다. 본 실험 이외에 연습과

제를 위해 두 개 숫자 수준 1개의 숫자열을 별도로 

제작하 다. 

<표- 1 > 읽기 폭 과제의 

<두 문장 수 > <세 문장 수 >

손가락에 끼는 반지

주사를 놓는 간호사

유모차를 타는 아기

빨래를 하는 세탁기

밥을 담는 그릇

<네 문장 수 > <다섯 문장 수 >

마트에서 산 과자

주 주  열린 포도

교실에 있는 책상

데굴데굴 구르는 공

청소를 하는 엄마

졸졸 흐르는 물

공책을 넣는 가방

쌩쌩 부는 바람

얼굴을 닦는 수건

 

3. 연구 절차

읽기 폭 과제의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

동에게 연습과제를 실시한 후 본 실험 과제를 실시

하 다. 실험자는 2문장 수준의 첫 연습 세트를 시행

할 때 아동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 다. 아동에게 

“선생님이 문장을 보여 줄 거예요. 그러면 OO가 잘 

보고 그 문장을 보자마자 소리 내어 읽고 마지막 단

어를 기억하세요. 자 이 문장을 읽어 보세요!(아동의 

반응을 기다린다) 마지막 단어가 무엇인지 가리켜보

세요.”라고 지시하고 아동이 목표 단어를 가리키지 

못했을 때에는 실험자가 마지막 단어를 직접 가르쳐 

주었다. 두 번째 문장에서도 똑같이 지시하고 아동의 

반응을 기다린 후 “+++” 표시가 나왔을 때 “외운 단

어를 말해 보세요.”라고 지시하 다. 이때 과제를 정

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오답을 말했을 때에는 이 문

항을 거슬러 올라가 문장을 읽고 무엇을 외워야 하는

지, 언제 외운 단어를 말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 

주었다. 두 번째 연습 세트를 시행하고 난 후, 아동에

게 문장의 수준이 달라짐을 공지한 후 3문장 수준 연

습 세트를 실시하 다. 

아동이 연습과제를 통해 수행 방법을 충분히 숙지

한 것을 확인한 후 본 실험과제를 실시하 다. 본 실

험과제는 두 문장 수준에서 시작하 으며 아동이 한 

문장을 소리 내어 읽고 나면 실험자가 바로 카드를 

넘겨 다음 문장을 읽도록 하 다. 아동이 두 번째 문

장을 읽고 나면 실험자가 카드를 넘겨 “+++”표시가 

있는 카드가 제시되도록 하고 이때 아동은 이전 두 

문장의 마지막 단어를 회상하여야 한다. 2문장 수준 

5세트의 시행이 끝나면 3문장 수준 과제로 이행함을 

아동에게 미리 알려주었다. 3, 4, 5문장 수준에 대한 

시행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문장 수준의 

5세트 중에서 3세트 이상 정반응을 보이면 다음 문장 

수준을 실시하 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중지점으

로 보아 검사를 종료하 다. 

점수는 각 문장 수준 내 한 세트에 포함된 모든 

목표 단어를 순서에 관계없이 정확하게 회상하 으

면 1점을 주었고 한 세트 내 모든 목표 단어들 중 하

나라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면 0점을 주었다. 예를 

들어 한 피험자가 2문장 수준 내 한 세트의 목표 단

어 “반지, 간호사”중 순서와 관계없이 두 개의 단어

를 모두 정확히 말하 다면 1점을 획득하게 되지만 

5문장 수준 내 한 세트의 목표단어 “엄마, 물, 가방, 

바람, 수건” 중 4개의 단어만 말하 다면 오반응이므

로 0점으로 처리하 다. 한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최

대 점수는 총 20개의 세트이므로 20점이다.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과제의 실험절차는 다음과 

같다. 실험자는 아동에게 “선생님이 숫자를 들려 줄 

거예요. 그러면 OO는 숫자를 잘 듣고 선생님이 말하

고 난 다음에 그대로 따라 해 보세요.”라고 지시하

다. 아동이 연습과제 시 수행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

을 경우 다시 한번 실시하여 아동이 과제 수행 방

법을 정확히 숙지한 것을 확인한 후 본 실험과제를 

실시하 다. 본 실험 과제는 2개 숫자 수준에서 시작

하 으며 다음 수준으로 올라가기 전에 따라 말해야

할 숫자의 개수가 늘어난다고 알려주었다. 각 수준 

2세트에서 한 세트 이상을 정확하게 수행하 다면 

다음 수준의 세트를 시행하 고, 2세트 모두 오답이

었을 경우 검사를 종료하 다. 점수는 각 수준 내 모

든 숫자를 순서에 맞게 정확하게 따라 말했을 경우 

1점을 주었고 숫자를 다 말하기 않거나, 순서가 틀렸

거나, 다른 숫자를 말하 을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

다. 아동이 받을 최고 점수는 16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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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읽기폭 과제 수에 한 기술 통계

 

집단 

유치원
 

 

 

2학년
 

 

 

4학년
 

 

 

6학년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읽기폭 과제
a) 4.10 ±3.49 7.52 ±2.06 9.94 ±2.71 10.94 ±2.66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b) 9.47 ±2.33 10.45 ±2.31 11.78 ±2.59 12.88 ±2.13
a)총점: 20점, b)총점: 16점 

4. 자료분석 

읽기 폭 과제와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과제의 집

단 간 수행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요인 분산분석

을 실시한 후,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 다. 연구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ver. 16.0) 

프로그램을 이용하 다.

 

 

Ⅲ. 연구 결과 

유치원,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6학년 아동들의 

읽기 폭 과제 및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과제의 기술

통계 결과는 <표 - 2>와 같다.  

학년에 따른 읽기 폭 과제 수행의 일요인 분산분

석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F(3, 120) =

54.07, p < .001).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4학년과 6학년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나머지 모두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요인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 결과는 <표 

- 3>과 <표 - 4>에 제시하 다.

 

<표- 3> 읽기 폭 과제 수행의 일요인 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학년  861.98 3 287.33 54.07 .000

오차  637.70 120   5.31   

합계 1499.68 123    

 

<표- 4> 읽기 폭 과제 수행의 사후검정 결과 

 유치원 2학년 4학년

2학년 *   

4학년 * *  

6학년 * *  

* p< .001

 

학년에 따른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과제 수행의 

일요인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F(3, 120) = 12.75, p < .001). Scheffe 사후검정

을 실시한 결과, 유치원 집단은 4학년, 6학년과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 고, 2학년 집단은 6학년과 

집단 간에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일요인 분산분

석 및 사후검정 결과는 각각 <표 - 5>, <표 - 6>에 

제시하 다.

 

<표- 5>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과제 수행의 일요인 
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학년 210.33 3 70.11 12.75 .000

오차 659.63 120  5.49   

합계 869.96 123    

 

<표- 6>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과제 수행의 사후검정 
결과 

 유치원 2학년 4학년

2학년    

4학년 *   

6학년 * *  

*
p< .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학령기 아동

들에게 적합한 읽기 폭 과제를 고안하여 취학 직전의 

유치원 아동과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실시함으로써 

학년이 증가함에 따른 이들의 작업기억 발달 경향성

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기억의 저장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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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는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를 실시하여 아동들

의 작업기억 발달 양상이 과제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취학 직전의 유치원 아

동과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읽기 폭 과제와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과제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읽기 폭 과제 수행에서는 유치원 아동

과 초등학교 2학년 및 4학년까지는 학년 간의 읽기 

폭 증가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4학년과 6학년의 

평균 읽기폭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여 취학 직전부터 4학년까지는 작업기억 

능력이 지속적으로 발달하다가 4학년 이후부터 둔화

되는 경향성을 보 다. 반면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과제 수행에서는 인접한 학년 집단 간(유치원-2학년

간, 2학년-4학년간, 4학년-6학년간)에서는 수행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4년 이상의 학년 집단 간

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숫자 바로 따

라 말하기 과제는 학년 간 발달적 차이를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반면, 읽기 폭 과제는 인접한 학년 집단 

간에 수행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아동의 작업기억 발달

을 더 민감하게 보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기억의 발달 양상을 듣기 폭 과제로 살펴본 

Gaulin & Campbell (1994) 연구에서도 6세, 8세, 

10세 아동의 듣기 폭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미

하게 증가하 으나, 10세과 12세 아동 간의 듣기 폭

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읽기 폭 과제와 비교하여 Gaulin & Campbell

(1994)은 제시 양식(modality)에 있어 차이가 있는 

듣기 폭 과제를 사용하 으나 처리와 저장을 동시에 

요구하는 과제라는 점에서 성격이 유사하다. 이를 근

거로 볼 때 우리나라 아동들과 어권 아동들이 비슷

한 패턴으로 작업기억이 발달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읽기 폭 과제 수행과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과제 

간에 발달적 경향성의 차이는 작업기억의 어떤 요소

를 더 강조하느냐에 근거하여 해석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과제의 성격은 처

리 측면보다 음운적 저장 측면이 더 부각되는 과제라

고 보았다(Gatercole & Pickering, 2000; Savage, 

Lavers & Pillay, 2007; Swanson & Jerman, 2007). 

읽기 폭 과제에서와는 달리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과

제에서 인접한 학년간의 기억 능력의 발달적 차이가 

분명치 않았던 결과로 볼 때, 저장 요소를 강조하는 

과제보다 처리와 저장의 요소를 동시에 반 하는 과

제일 때 아동의 학년 증가에 따른 작업기억의 발달 

변화를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

하면, 음운 회로의 일시적 저장 측면을 반 하는 숫

자 바로 따라말하기 과제보다는 중앙 집행기의 능력

을 반 하는 읽기 폭 과제가 작업기억 능력의 발달적 

변화를 더욱 민감하게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학년에 따른 읽기 폭 과제 수행의 발달적 차이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용량가설로 보

면 아동들의 작업기억 용량(capacity)이 점차 증가

하다가 4학년 이후부터 그 증가 정도가 안정기에 이

른다고 설명할 수 있다. 효율성(efficiency)의 관점에

서 본다면 아동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처리 및 저

장의 효율성이 상승하다가 4학년 이후부터 안정기에 

이른다고 설명할 수 있다. Swanson (1996)은 어린 

아동일수록 무관련 정보의 억제능력 부족으로 인하

여 관련 정보를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

하여 나이에 따른 작업기억 능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고 주장하 다. 즉, 어린 아동일수록 작업기억 과제

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작업 조작의 어려움과 저장

과 처리 간에 적절한 자원 배분에 더 큰 어려움을 보

일 것이라고 말하 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저학년일

수록 작업기억의 처리와 저장의 조작이 서툴고 해당 

과제에 알맞은 처리 방법 선택이 미숙함으로 인하여 

발달에 따른 수행의 차가 발생하 다고 설명할 수 있

다. 이러한 미숙함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서 점차 숙련되어 안정기에 도달하기 때문에 고학년 

간에 수행 차이가 없어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한

편, 읽기 폭 과제는 읽기를 매개로 하여 작업기억을 

측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읽기 기술이 과제 수행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읽기 폭 과제

에서 요구하는 처리(processing)란 결국은 문장 읽

기를 말하는 것으로 읽기 기술이 상대적으로 미숙한 

유치원 아동과 저학년 아동은 작업 기억 과제를 수행

함에 있어서 고학년 보다 더 많은 자원을 문장을 읽

고 이해하는 처리에 할당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아

동의 읽기 폭 과제 수행의 학년 간 발달적 차이는 처

리와 저장을 할 수 있는 작업 기억 용량의 크기, 관련 

없는 정보의 억제 능력을 비롯한 과제 처리의 효율성 

및 읽기 숙련도의 차이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4학년과 6학년 수행에서 읽기 폭 

과제 결과의 발달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읽기 폭 과제는 취학 

전 아동이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로 구성된 3어



고선희․최경순․황민아 / 읽기 폭 과제로 측정한 정상아동의 작업기억 발달

309

절의 구 형태이다. 이러한 과제 자체의 단순성은 읽

기 기술이 높은 고학년 아동들에게 처리의 부담을 주

기에는 부족했을 것이다. 이에 저학년 및 유치원 아

동과는 달리 고학년에서는 작업기억의 발달적 변화

를 측정하기에는 본 과제의 민감도가 낮았을 가능성

이 있다. 선행 논문(이병택, 1995; 조아정, 1996)에서 

사용한 성인용 읽기 폭 과제는 읽기 기술이 숙련된 

성인들 간에서도 작업기억의 개인차가 나타났다. 따

라서 보다 큰 처리 부담을 요구하는 작업기억 과제를 

사용한다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에서도 작업기억의 

발달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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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A vast amount of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memory capacity and performance on various 
psycholinguistic tasks in individuals with language or reading disabilities, as well as in normal 
populations. However, only a few reports are available on the developmental changes in 
working memory capacities among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e reading span task to measure working memory capacity for school-aged 
children and to investigate its developmental changes. Methods: A total of 124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enrolled in kindergarten, second, fourth, and sixth grad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reading span task for children that modified the task of 
Daneman & Carpenter (1980). The reading span task was composed of 20 sets of sentences. 
The number of sentences contained in each set varied from two to five. The children were 
asked to read the sentences in a set aloud and then to recall the final words of all of the 
sentences in the set. The number of sets in which a child correctly recalled all of the final words 
was counted. The children also performed a forward digit span task,which primarily taps the 
storage aspect of working memory. Results: For both the reading span task and the forward 
digit span task, significant main effects of grade were noted. In a post-hoc test, the reading 
span scor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kindergarteners and the second graders 
and the second graders and the fourth graders, but not between the fourth graders and the 
sixth graders.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were also noted between the kindergarteners and 
the fourth and sixth graders and between the second graders and the sixth graders. In contrast, 
the children’s digit span scor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ross the adjacent grades. The 
digit span scores of the kindergarteners significantly differed only from those of the fourth 
and sixth graders but not from those of the second graders. The second graders’ scores differed 
only from those of the sixth graders but not from those of the fourth graders. The digit span 
scores of the fourth graders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from those of the sixth graders. 
Discussion & Conclusion: Our results indicated that the reading span task was more 
sensitive than the forward digit span task in showing the developmental changes in working 
memory in school-aged childre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reading span task requires a 
considerable amount of resources in “processing,” i.e., reading and comprehending 
sentences, and that children’s reading comprehension skills become more proficient during 
elementary school age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9;14;303-312)

Key Words : working memory, reading span task, forward digit span task, norm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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