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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한국 아동 토큰검사(Korean-Token Test for Children-2: K-TTFC- 

2, 이하 K-TTFC-2)가 듣기이해력 측정을 통해 언어장애 진단을 하기 위한 기초 검사로서 뿐  

아니라 상자의 기억능력을 타당하게 반영하는 검사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법: 3세에서 10세 일반아동 85명을 상으로 K-TTFC-2와 기억과제를 실시하였다. 상아동

을 연령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K-TTFC-2 총점수와 단기기억, 작업기억 및 전체기

억 과제점수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단기기억 과제를 제외한 K-TTFC-2 총점수, 

작업기억 과제 및 전체기억 과제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수행점수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각 과제간의 연령집단 별 상관관계 분석결과 부분의 집단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회귀분석 결과 K-TTFC-2 총점수를 가장 잘 예측하는 기억과제는 작업기억과 

전체기억 과제 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K-TTFC-2를 처리하는 데 관여하는 인지

적 기제와 기억검사 과제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처리과정 기제가 유사한 것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K-TTFC-2가 제시된 문장을 듣고,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단기 및 작업기억력을 타당하게 반영한

다고 할 수 있다. 보다 다양한 기억 과제가 적용되지 못한 한계점과 언어장애아동을 위한 효율적인  

기억 과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2;17:15-23.

핵심어: 한국 아동 토큰검사, K-TTFC-2, 숫자폭 과제, 단기기억, 작업기억

Ⅰ. 서 론

언어장애를 진단하고 판별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

하는 언어영역들은 일반적으로 어휘력이나 낱말범주

와 같은 의미영역, 문장이나 낱말의 구조에 한 이해 

및 표현과 관련된 구문 및 형태영역, 음운의 지각과 

인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적절히 상호작용하고 의

사소통하는 화용영역 등이다. 예컨  단순언어장애의 

전통적인 진단기준은 정상범주의 동작성 지능에도 불

구하고 언어기능에 심각한 정도로 어려움을 보이는 경

우이며, 언어기능이란 위 영역에 관련된 기존의 표준

화된 언어검사로부터 얻은 언어수행 점수에 근거한

다. 반면, 최근의 연구자들은 언어장애의 범주와 이에 

따른 언어적 특성을 다루면서 사고와 언어에 관여하는  

각 장애의 정보처리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Baddeley, 

2003; Montgomery, Magimairaj & Finney, 2010; 

Owens, 2010). 정보처리란 크게 주의, 변별, 조직화 및 

기억, 그리고 인출의 과정을 의미하는데, 언어장애 아

동들이 보이는 다양한 결함들은 언어자극이라는 정보

에 주의하고, 변별하고, 저장하고, 이를 처리하는 인지

적 실행기제 상의 어려움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를 통제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주요 인지적 기제로

서 언어처리과정에 가장 관련이 깊은 요소는 작업기

억력이라고 할 수 있다(Baddeley, 2003). 작업기억에 

한 조작적 정의는 음운 및 시공간정보처리와 중앙집

행기 개념에 관한 Baddeley (2003)의 이론으로부터 최

 활성화 용량으로 설명을 시도하는 Just & Carpenter

(1992)의 용량이론 등으로 다양하게 진전되어 왔으

며 연구자들에 따라 관점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차이에도 많은 연구들은 작업기억과 읽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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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inger et al., 2010; Nevo & Breznitz, 2010) 및 작

업기억과 언어능력(Mainela-Arnold, Evans & Coady, 

2010; Marton & Schwartz, 2003; Montgomery, 

Magimairaj & Finney, 2010)의 관련성에 한 다양

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량이론을 

기초로 하여 자료를 수동적으로 보유한 후 변형되지 않

은 형태로 재생산하는 과정으로 단기기억을 설명하고, 

제한된 용량 내에서 정보의 보유와 처리를 동시에 담

당하는 인지과정으로 작업기억을 설명하고자 한다.

작업기억 평가와 같이 언어의 정보처리과정에 기초

한 측정방법은 언어능력이나 언어학습경험에 민감한 

표준화된 언어검사에 비해 문화적이고 사회경제적인 

변인들에 둔감하며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Engel, Santos & Gathercole, 2008). Engel, 

Santos & Gathercole (2008)의 연구를 보면 낮은 표

현 및 수용언어 점수를 획득했던 빈곤층 아동들이 작

업기억 과제에서는 통제집단의 아동들과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작업기억 과제와 같

은 정보처리에 기초한 평가도구가 문화적 혹은 사회

경제 및 언어적 편향을 통제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도

구로서 논의되었다. 또한 Gray (2003)의 연구는 단순

언어장애 집단을 조기에 판별하는 데 있어서 무의미

음절 단기기억과제와 숫자폭 과제와 같은 기억과제가 

신뢰로우며 적절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한국 아동 토큰검사(Korean-Token Test for 

Children-2: K-TTFC-2, 이하 K-TTFC-2)는 3세

에서 12세 11개월 아동의 언어장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2011년에 표준화된 검사도구이다. K-TTFC-2

에서는 친숙한 낱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장들이 의

미, 구문, 형태의 측면에서 점차 복잡해지면서, 이를 듣

고 반응하는 과정을 통해 상자의 듣기이해력을 측

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검사과정에서 어려움을 보이

는 아동의 경우 언어이해력에 결함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국 아동 토큰검사의 기초가 된 미국 판 토

큰검사(TTFC-2)에서는 이 검사가 읽기장애 및 단순

언어장애 뿐 아니라,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단기 및 

작업기억 능력에 손상을 보이는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와 뇌손상/아동기 신경언어장애 등을 선별하고 

진단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McGee, Ehrler & DiSimoni, 2007). 이는 검사 

상의 지시를 따르지 못하고 들은 로 행동하지 못하

는 경우 긴 명령문을 기억하고, 조작하며, 재생하는 과

정인 작업기억력 및 단기 청각적 기억력 상의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이거나, 상자가 지시에 적절히 주의를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지닌 것으로 해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를 보면 실어증환자의 문

장이해 및 처리과정을 살펴보거나(성지은, 2010), 청각

적 작업기억력을 측정(Cohen-Mimran & Spir, 2007)

하기 위해 토큰검사를 사용함으로써 토큰검사가 포함

하는 검사내용들이 작업기억과 같은 인지기제를 평가

하는 데에 유용함을 나타내고 있다. 신문자․이희란

(2010)이 K-TTFC-2의 공인타당도와 내용타당도를 

위한 연구의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행기능과 관

련된 작업기억을 함께 측정해 줄 수 있는 언어이해력 

검사가 표준화되어 이용될 수 있다면’ 언어장애 진단

을 위한 기초검사로서 뿐 아니라 문화적이고 환경적인  

편향을 최소화한 검사로서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K-TTFC-2 표준화 과정에서는 언어

검사인 구문의미이해력 검사(배소영 외, 2004) 및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

(김영태․성태제․이윤경, 2005)와의 공인타당도만을  

연구하였으며(신문자․이희란, 2010; 정부자․김영태․

신문자, 2008), 단기 및 작업기억력과 같은 인지적 기

제와의 직접적인 상관을 검증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

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K-TTFC-2

를 언어능력 뿐 아니라 단기 및 작업기억력과 같은 처

리과정 기제를 반영하는 검사도구로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기억력을 측정하는 검사로는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

검사(K-WISC-Ⅲ)와 같은 개인지능검사에서 기억력

을 측정하는 소검사인 ‘숫자외우기’(숫자폭) 과제가 

표적이다. 일반적으로 ‘바로 따라 외우기(Digit Forward: 

DF, 이하 DF)’과제는 단기기억력을 측정하고, ‘거꾸로  

따라 외우기(Digit Backward: DB, 이하 DB)’과제는 

반 순서로 말하기 위해 기억된 정보를 조작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작업기억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신민섭 외, 2010). Cohen-Mimran & Sapir (2007)

는 숫자폭 과제 및 토큰검사를 사용해서 읽기장애아동

의 작업기억 능력을 평가하였으며, Reynolds(1997)

는 DF와 DB가 다른 기억처리과정을 측정하기 때문에  

임상적 해석 시 통합된 총점을 사용하지 말 것을 제안

한 바 있다. 국내 연구들(김홍근․박태진, 2003; 신민섭  

외, 2010)도 DF와 DB가 각각 단기기억과 작업기억이

라는 다른 처리과정을 측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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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ynold (1997)의 주장과 달리 김홍근․박태진(2003)

은 DB 과제점수가 단기기억과 더불어 작업기억을 측

정하기 때문에 통합된 점수 또한 작업기억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단기 및 작업기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인지능

검사의 숫자폭 과제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K-TTFC-2

가 아동의 기억능력을 타당하게 반영하는지 밝히기 위

하여, 3∼10세 일반아동을 상으로 K-TTFC-2점

수와 단기기억, 작업기억, 및 전체기억 과제 수행점수

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재

학 중인 3세에서 10세 일반아동 89명을 상으로 하

였다. 아동 중 3세에서 6세의 경우 덴버발달검사를 실

시하여 검사에 통과한 아동을 선별하였으며, 7세에서 

10세의 경우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검사(K-WISC-Ⅲ)

를 실시하여 동작성 지능이 85이상인 아동을 연구

상으로 선별하였다. 그 결과 4명의 아동이 발달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85이하의 지능을 보여 최종적으로 

85명의 아동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아동들

은 또한 부모나 교사에 의해 언어, 인지, 청각, 사회, 정

서 및 기타 감각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상아동들은 추가적으로 생활연령에 따라 I 집단

(3∼5세, 33명), Ⅱ 집단(6∼8세, 27명) 및 Ⅲ 집단(9

∼10세, 25명)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령 

및 K-TTFC-2 총점수에서 집단 내 성별(남아 43명, 

여아 42명)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검증하였다

(p = .83, p = .66). 연구 상 아동들의 집단 별 연령 및 

K-TTFC-2 총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 1>

에 제시하였다. 

<표-1> 연구 상 아동들의 집단 별 연령  K-TTFC-2 
평균(표 편차)과 집단 별 성차

집단
연령 개월 수

평균(표 편차)

K-TTFC-2 총

평균(표 편차)

Ⅰ 집단(3세∼5세)(n=33) 55.24(9.77) 19.21(10.01)

Ⅱ 집단(6세∼8세)(n=27) 98.00(9.58) 32.11(6.80)

Ⅲ 집단(9세∼10세)(n=25) 120.32(6.95) 38.16(4.90)

2.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정보를 유지하기 위

한 수동적인 저장 공간으로 단기기억을, 정보를 유지

하고 조작하기 위해 인지기능이 요구되는 집행기제로 

작업기억을 정의하였다(성지은, 2010; Reynolds, 1997). 

이에 K-WISC-Ⅲ 하위검사의 숫자폭 과제 중 ‘바로 

따라 외우기(Digit Forward: DF, 이하 DF, 15문항)’를  

단기기억 과제(Swanson, Zheng & Jerman, 2009)로, 

‘거꾸로 따라 외우기(Digit Backward: DB, 이하 DB, 

15문항)’를 작업기억 과제(Cohen-Mimran & Sapir, 

2007; Swanson & Jerman, 2009)로 사용하였다. 또한  

DF와 DB 점수를 합한 점수를 전체기억 과제(Total 

Digit: 이하 TD, 30문항)로 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하

였다. 

K-TTFC-2는 아동에게 직접 실시하는 개인검사로

서 지시문의 복잡성에 따라 모두 4개의 단원으로 나누

어져 있다. 단원 1부터 단원 3은 각각 비슷한 난이도

의 문항을 10개씩 포함하고 있으며, 단원 4는 점차 난

이도가 높아지는 16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

항에 따라 상자는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하얀색, 

빨간색의 동그라미와 네모가 크고 작은 형태로 이루

어진 20개의 토큰을 조작함으로써 반응하게 된다. 총 

46개의 문항에 해 정반응은 1점, 오반응은 0점으로 

처리하여 총점은 46점이 된다. 각 단원 별 지시문항의 

예는 <표 - 2>에 제시하였다. 

<표- 2> K-TTFC-2 각 단원 별 지시문항의  

단원 문항 지시문항의 

단원1 문항4 큰 란 네모를 만지세요.

단원2 문항8 록 네모와 란 동그라미를 만지세요.

단원3 문항5
작은 란 네모와 작은 노란 동그라미를 

만지세요.

단원4 문항10
노란 동그라미를 만지기 에, 빨간 네모

를 집어 드세요.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검사는 K-TTFC-2와 숫자폭 과제의 내용 및 실시

절차에 관해 수회의 훈련과 실습을 거친 언어병리학 

전공의 학부생과 학원생이 각 유치원 및 초등학교

의 조용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검사 시 

실시 순서는 통제하지 않았으나 아동이 지루해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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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짧은 휴식을 갖도록 하였다. 초기검사 2주 후 6명의 

아동을 무선적으로 선택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였으며 

K-TTFC-2 (.80), DF (.84), 및 DB(.86)에서 모두 높

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얻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령집단 별 K-TTFC-2 

점수와 기억과제 수행능력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또한 

기억과제를 DF와 DB, 그리고 TD로 구분하여 얻은 점

수와 K-TTFC-2 점수간의 상관을 연령별 3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K-TTFC-2 점수

를 예측하는 기억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령집단에 따른 K-TTFC-2 및 기억과제 

수행의 변화

연령집단에 따라 K-TTFC-2와 기억과제 수행능력

에 어떠한 변화의 추이가 보이는 지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 집단(3∼5세), Ⅱ 집단(6∼

8세) 및 Ⅲ 집단(9∼10세)에 따른 기억과제의 평균

과 표준편차의 정보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집단  

별 평균점수에 기초한 분석결과 K-TTFC-2 총점수

(F(2, 82) = 45.43, p<.000), DB(F(2, 82) = 55.48, p<.000), 

그리고 TD(F(2, 82) = 21.48, p< .000) 점수에서 집단 간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F 과제

점수에서는 연령집단에 따른 변화가 유의하게 나타나

지 않았다. 연령집단 별 K-TTFC-2 총점수 및 기억과

제에 관한 분산분석 결과는 <표-3>에 제시된 바와 같

다. Scheffe 사후검사를 통해 검사점수에 따라 어느 연

령집단이 동질성을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K-TTFC-2 

총점수와 DB 과제 점수에서는 Ⅰ, Ⅱ, Ⅲ 집단 간의 

차이가 서로 유의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두 점수의 평

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D 과제점수에서는 

Ⅱ집단과 Ⅲ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Ⅰ집

단과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DF 과제 점

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 집단이 동질적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 사후검사 결과 나타난 과제 별 집단의 

동질성은 <표 -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a)
DF: Digit Forward, 숫자 바로 따라 외우기 

b) DB: Digit Backward, 숫자 거꾸로 따라 외우기
c)
TD: Total Digit, 전체 숫자 따라 외우기

<그림- 1> 연령집단 별 K-TTFC-2  기억과제 수

<표-3> 연령집단 별 K-TTFC-2 총 수  기억과제에 
한 분산분석 

독립

변수

종속

변수

Wilks’ 

Lambda
F 자유도 

유의

확률


연령

집단 

K-TTF

C-2
.38

(p = .000)

45.43 2/82 .000 .53

DF 2.29 2/82 .108 .05

DB 55.48 2/82 .000 .58

TD 21.48 2/82 .000 .34

<표- 4> 연령집단 별 K-TTFC-2 총 수  기억과제에 
한 사후검사 

검사 집단의 동질성 (Scheffe)

K-TTFC-2 Ⅰ 집단 < Ⅱ 집단 < Ⅲ 집단 

DF Ⅰ 집단 = Ⅱ 집단 = Ⅲ 집단

DB Ⅰ 집단 < Ⅱ 집단 < Ⅲ 집단

TD Ⅰ 집단 < Ⅱ 집단 = Ⅲ 집단

2. 연령집단 별 K-TTFC-2 총점수와 기억과제 

간의 상관분석

분석 시 DF, DB, 그리고 TD 과제에서 얻어진 점수

와 K-TTFC-2 총점수와의 연령집단 별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기억과제와 K-TTFC-2 간에 관련이 있는

지, 그리고 어떠한 기억과제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I 집단의 K-TTFC-2

와 DB 간의 상관계수는 .70 (p< .01), 전체 집단의 K- 

TTFC-2와 DB 간의 상관계수는 .81 (p< .0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유의하였고, Ⅱ 집단과 Ⅲ 집단에

서는 K-TTFC-2와 TD 간의 상관계수가 각각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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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1), .72 (p< .0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 외 I 집단(3∼5세)의 DF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억과제점수에서도 각 집단 별  

K-TTFC-2총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TTFC-2와 각 기억과제 

간의 상관분석결과는 <표 - 5>에 제시하였다. 

<표- 5> 연령집단에 따른 K-TTFC-2 총 수와 기억
과제 간의 상 분석

DFa) DBb) TDc)

K-TTFC-2

Ⅰ 집단 .11 .70** .42*

Ⅱ 집단  .66** .51** .73**

Ⅲ 집단  .60** .59** .72**

체 .39* .81** .73**

*p< .05, **p< .01
a)
DF: Digit Forward, 숫자 바로 따라 외우기

b)
DB: Digit Backward, 숫자 거꾸로 따라 외우기

c) TD: Total Digit, 전체 숫자 따라 외우기

3. K-TTFC-2를 예측하는 기억과제 분석

K-TTFC-2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기억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집단을 

상으로 단계적(stepwise) 방법을 통한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세 가지 기억과제 중 DB와 

TD (F(2, 82) = 86.35, R2 = .68, p < .000)가 함께 K- 

TTFC-2 총점수를 가장 유의하게 예측하는 과제인 것

으로 나타났다. 즉, DF는 통계적 유의성의 검정결과에

서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 그 외 DB와 TD가 포함

된 모형이 K-TTFC-2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총 변화량의 68%(수정결정계수

에 의하면 67%)가 DB와 TD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6> K-TTFC-2에 한 DB와 TD의 다 회귀분석 
결과 (n=85)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회귀식 7120.36 2 3560.18 86.36 .000

잔차 3380.47 82 41.26

합계 10500.83 84

R2(adj.R2) = .678(.670)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K-TTFC-2가 아동의 기억능력을  

반영하는 검사도구로서 타당한가를 검증하고자 함이

었다. 만일 K-TTFC-2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

다면 그 어려움의 원인은 부정확하게 저장된 어휘의미

나 구문에 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수용언어 상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고, 언어적 정보를 해독하고 처리

하고, 기억하고, 인출하는 하위처리과정상의 결함 때

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K-TTFC-2와 기억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이 연령에 따

라 유의하게 증가하는 지를 분석하였으며, K-TTFC-2

가 기억력과 같은 처리과정 기제를 적절히 반영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

는 기억 과제인 숫자폭 과제(K-WISC-Ⅲ 하위검사)

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두 검사 과제 점수 간에 유의

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면 K-TTFC-2를 수행하기 

위해 실행하는 인지적 기제가 기억 과제를 처리할 때 

실행하는 처리과정 기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과제 별 연령집단 간 추이를 살펴 본 결과 DF 과

제 점수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세 연령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석된 반면, DB 및 TD 과

제에서는 연령집단이 높아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추이는 K-TTFC-2 점수의 연령집단

별 변화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기기억과 작업

기억 과제에서 보이는 이러한 연령집단 별 추이는 작업

기억이 기억기능과 집행적 기능에 모두 관여하는 반

면 단기기억은 단순히 기억기능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작업기억과 단기기억을 서로 다르게 기능하는 구조로 

설명한 선행연구들(김홍근․박태진, 2003; 신민섭 외, 

2010; Reynolds, 1997)을 고려할 때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작업기억과 전체기억 과제 수행에서 관찰된 

연령집단 별 평균점수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아동기 

동안 기억능력이 지속적으로 발달하며, 특히 8세까지 

급격한 증가를 보이다가 11세나 12세가 되면 좀 더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한 기존의 연구결과

(Gathercoles & Baddeley, 1996; Isaac & Vargha- 

Khadem, 1989)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과제

는 DF, DB, 그리고 TD 과제에서 얻어진 점수와 K- 

TTFC-2 총점수와의 연령집단 별 상관분석을 실시

하여 기억과제와 K-TTFC-2 간에 관련이 있는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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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어떠한 기억 과제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지 살

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3세에서 5세 연령

집단에서 K-TTFC-2와 DF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

타나지 않았으나, 그 외의 연령 집단과 기타 과제에서 

K-TTFC-2와 DF, DB, 그리고 TD 간에 서로 .59∼.73

의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연령집

단을 상으로 실시한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작업기억

과 전체기억 과제가 K-TTFC-2 총점수와 각각 .81, 

.73의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상 적으로 낮은 수치(.39)

이긴 하지만 단기기억 과제와의 상관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체아동을 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작업기억 및 전체기억 과제가  

K-TTFC-2 총점수를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K-TTFC-2 과제를 처리할 때 관

여하는 인지적 기제와 작업 및 전체기억 과제를 수행

하면서 사용하는 처리과정기제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K-TTFC-2 검사에  

포함된 전문가 지침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K-TTFC-2

가 ‘긴 명령문을 이해하는 작업기억력’(p. 47)(신문자 

외, 2011)을 반영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기

제 간의 관계에 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는 처리과정

에 한 추후의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따

라서, K-TTFC-2 점수가 3세에서 10세 아동의 언어

이해능력 뿐 아니라 기억능력을 타당하게 반영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K-TTFC-2가 단기 및 

작업기억력과 같은 처리과정을 순수하게 측정하는 검

사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숫자폭 과제라는 단일 기억과제를 사용하였으므로 언

어성 작업기억과 같은 다양한 측면의 기억능력을 폭넓

게 측정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최근 개정된 

K-WISC-IV(곽금주․오상우․김청택, 2011)와 같은  

개인지능검사들은 언어성 및 동작성 지능으로 나누었

던 기존의 측정 방식을 개선하여 언어이해, 지각추론, 

처리속도, 그리고 작업기억이라는 네 가지 인지영역으

로 지능의 측정방식을 구분하였다. 이는 상자의 언어  

및 인지능력을 측정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작업기억과 

같은 처리과정에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따라서 작업기억이 언어의 처리과정에 미치

는 영향에 한 선행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다양하

고 효율적인 기존의 기억 과제를 언어병리학 분야에 

실제적적용할 뿐 아니라 언어장애를 보이는 여러 장애

군을 상으로 폭넓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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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es the Korean-Token Test for Children-2 (K-TTFC-2) Reflect 

Performance on Memory Tasks in Children Aged 3 to 10 Years? 

Bhu-Ja Chung§․Moon Ja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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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The Korean-Token Test for Children-2 (K-TTFC-2) is a standardized
test intended for use with children aged 3 to 12 years 11 months. K-TTFC-2 has been used as a
component of comprehensive assessments of varying clinical conditions including language im-
pairments, auditory processing disorders, and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s. Memory
capacity may account for language difficulties in children with those condition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how performances on memory tasks were related to total K-TTFC-2 score in children
aged 3 to 10 years. Methods: Eighty-five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aged 3 to 10 years participated
in the present study. The children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age. K-TTFC-2 and
digit span tasks were administered as memory tasks. Results: The performances increased signifi-
cantly according to age group, working memory tasks, and total memory tasks but remained stable
for short-term memory tasks.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K-TTFC-2 and most memory tasks
were also found. Among the three memory measures, working memory and total memory tasks ap-
peared to predict total score of K-TTFC-2. Discussion & Conclusion: The results from the present
study indicated that K-TTFC-2 reflects children’s capabilities to perform memory tasks. More specific
Korean versions of memory tasks need to be developed to assess the cognitive executive system for
children with language impairment.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2;17:15-23)

Key Words: Korean Token Test for Children-2 (K-TTFC-2), digit span tasks, short-term 
memory, working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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