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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verbal/non-ver-
bal working memory skills and the exposure to graphic symbols of the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in the context of a sentence construction task with a fixed/ 
non-fixed array of AAC symbols. Methods: Thirty-two healthy young adults (26.75± 7.05 
year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They were asked to locate the target symbols in a 
given order (noun-adverb-action verb) for the sentence stimuli which were presented visu-
ally with written words on the computer screen. The symbols were presented in two condi-
tions: a fixed array and a non-fixed array. The working memory skills were evaluated by us-
ing the verbal (backward digit span) and visuospatial (backward matrix) working memory 
tasks. The participants’ performance was analyzed using accuracy and response times. Re-
sults: The stepwis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verbal and non-verbal working mem-
ory only affects response time. Moreover, working memory contributed differently to the 
task depending on the array type: the non-verbal working memory primarily predicted the 
response times in the fixed array condition, which was not the case in the non-fixed array 
condition. Conclusion: The exposure to the symbols significantly reduced the response 
time and the reduction rate was three times higher in the fixed condition compared to the 
non-fixed condition. Implications for AAC intervention by using a fixed array of symbols are 
discussed.

Keywords: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Working memory, Expo-
sure to the symbols, Fixed display, Sentence construction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

tion, AAC) 체계의 성공적인 사용을 위하여 대상자와 환경, 중재의 

세 가지 요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대상자 변인은 인지적 능력과 

신체적 특성, 상징 선호도 및 의사소통 의도 등을 포함한다(Kim, 

Lee, & Park, 2006). 대상자 변인의 인지적 능력에 관한 연구는 대부

분 지능과 언어능력의 제한에 따른 AAC도구 및 상징유형의 적용

효과와 어휘선정의 개발, 효과적인 중재와 치료전략 등이 연구주제

로 많이 다루어졌다. 하지만, 이외 대상자들이 가지는 주의력 및 기

억력, 집행기능과 추상적 사고력과 같은 개인 고유의 인지적 특성

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상징체계를 매개로 하는 AAC 사용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

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정보처리과정들이 동시에 이루어져

야 한다. (A) 의도했던 전체 메시지와 메시지를 구성하는 각 단어들

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B) 단어들을 대표하는 관련 상징들

을 순차적으로 찾고, (C) 관련 없는 상징들을 억제 또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D)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대화의 주제와 흐름

을 파악하고 기억하여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

행되어야 한다(Light & Lindsay, 1991; Thistle & Wilkinson, 2013). 이

러한 다양한 과정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즉 인식하고 계획하고 판

단하는 모든 의식적 활동의 중심에는 작업기억(working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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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Thistle & Wilkinson, 2013).

작업기억은 제한된 양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유지하며 조작하는 정보처리기제로(Baddeley & Hitch, 

1974), 추론 및 문제해결, 언어이해와 같은 복잡한 기능을 수행할 

때 중요 요인으로 작동한다(Just & Carpenter, 1992). Baddeley와 

Hitch (1974)가 제안한 작업기억 모형은 일종의 단기기억 장치인 음

운회로(phonological loop: 언어적 정보 저장)와 시공간 메모장(vi-

suospatial sketch: 비언어적 정보 저장),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를 

관장하며 저장된 정보와 처리하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통합하

는 총체적 역할의 중앙처리장치(central executive)로 3가지 하위체

계를 구성하였다. 이후 Baddeley (2000)가 작업기억과 장기기억 간

의 접점 역할을 하며 음운회로, 시공간 메모장, 장기기억에서 나온 

정보들을 조합하는 일화적 완충기(episodic buffer)를 작업기억에 

추가하여 4가지 하위체계로 작업기억 모형을 완성하였다. 이들의 

작업기억 모형은 아동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신경심리

학 분야에서 발표한 사례보고 등(Alloway, Gathercole, Willis, & 

Adams, 2004; Bayliss, Jarrold, Gunn, & Baddeley, 2003; Jonides, 

Lacey, & Nee, 2005; Kane et al., 2004; Yim, Kim, & Yang, 2016)을 

통해 지지를 받고 있다. 

개인의 작업기억능력은 일상생활은 물론 모든 학습과 기술 습득

의 수행에서 개인차를 설명하는 중요 요소로(Gathercole, Lamont, 

& Alloway, 2006; Lee Swanson, Cochran, & Ewers, 1990), AAC선

행연구에서 기억(memory)은 도구적 상징이나 부호뿐 아니라 비도

구적 상징이나 부호를 통해 표상되는 메시지를 구성하고 이를 재

생, 선택, 순서화, 및 범주화하는 일련의 복잡한 기술들과 밀접한 관

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Light & Lindsay, 1991; Mirenda, 2003; 

Oxley & Norris, 2000). Kovach와 Kenyon (2003)은 특히 역동적 디

스플레이나 자동적 훑기(scanning)를 사용하는 도구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 제안하였다.

Thistle과 Wilkinson (2013)은 발달장애를 가진 AAC 사용자들

의 작업기억 요구(working memory demands)에 관한 포괄적인 리

뷰에서 AAC 사용자들이 인지적 또는 감각적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의력에 상당한 요구가 부여된다고 주장하였다. 성공적인 

AAC 활용에서 사용자들은 상징배열에서 원하는 상징을 정확히 

선택하기 위하여 어떤 상징들이 위치해 있는지를 기억할 때 작용하

는 단기기억(short-term memory)과 과거에 접근했던 상징들을 회

상하고 AAC 시스템에서 그 상징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접근할 때 작용하는 장기기억(long-term memory)의 요구가 부과

되며, 이러한 요구는 메시지를 작성하는 동안 페이지와 카테고리, 

그리고 상징의 위치에 대한 계속적인 회상을 위하여 동시적 그리고 

연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하였다. Thistle과 Wilkinson (2013)은 의

사소통의 성공을 위하여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의 활동을 통합하는 

작업기억이 필요하며, 구문론적으로 정확한 메시지를 만들기 위하

여 상징의 위치를 회상하고, 도구를 탐색(navigation)하고, 정확한 

메시지 작성을 위해 자기 점검(self-monitoring)과 자기 교정(self-

correction)을 수행할 때 작업기억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제안하였

다. 또한 그들은 낮은 작업기억능력이 멀티디스플레이에서 상징 선

택과 상징 연속에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제안하였다.

Thistle과 Wilkinson (2013)의 연구 이외에 아동 및 성인 AAC 

사용자들의 수행에서 작업기억의 중요성이 몇몇 AAC 연구에서 보

고되고 있으나(Garrett & Kimelman, 2000; Murray & Goldbart, 

2009; Petroi, Koul, & Corwin, 2014; Weinrich, Shelton, McCall, & 

Cox, 1997)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며 증거기반을 위한 실험연구들

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그림상징을 선택할 때 상징의 배열에 

따라 작업기억이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성인 AAC 사용자를 위해 그림상징의 사용을 고려

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차이가 있겠으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이유

로 문해력이 함께 손상되어 글자기반의 AAC 기기를 이용하는 데

에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Koul, Corwin, & 

Hayes, 2005; Lasker, Garrett, & Fox, 2007; Moffatt, Pourshahid, & 

Baecker, 2017; Trudeau, Sutton, Morford, Côté-Giroux, Pauzé, & 

Vallée,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AAC 그림상징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때 

그림상징의 배열조건(고정배열과 비고정배열)에 따라 문장구성 수

행력에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Shin, 2017) 결과에 착안하여 이러한 

과제수행의 차이가 언어적, 비언어적 작업기억과 관련이 있는지 알

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문장구성 과제에서 같은 그림상징이 동일

한 위치(고정배열) 또는 서로 다른 위치(비고정배열)에서 반복하여 

제시되므로 상징의 노출횟수가 과제수행의 반응시간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지 추가로 조사하였다. 작업기억 및 노출횟수가 AAC 수

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개인 간 이질적인(heteroge-

neous) 특성 차이가 적은 정상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추후 성

인 장애유형별 특성과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가 실시되었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기억능력과 상징에 대한 노출횟수, 그리고 문장구성 

수행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둘째, 언어적, 비언어적 작업기억이 고정배열과 비고정배열에서

의 문장구성 과제 수행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가? 

셋째, 그림상징 및 상징의 위치에 대한 노출횟수가 고정배열과 비

고정배열에서의 문장구성 과제 수행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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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Shin (2017)의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데이터를 사

용하여 분석한 연구로, 피험자의 모집조건은 다음과 같이 동일하

다.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선정조건에 부합한 32명의 성인(만 

20-39세)을 연구대상자로 하였으며 선별기준은 (1) 한국어가 모국

어이며, (2)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3) Snellen 시력 측정표(Re-

duced Snellen Chart; Ross & Wertz, 2003)의 비영어권 검사에서 모

두 20/100 이상의 시력척도를 나타내고(Ross & Wertz, 2003), (4) 수

용 및 표현어휘력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Hong, Kim, Jang, & Lee, 2009)에서 수용어휘력 점수

가 -1 SD 이상으로 정상범위에 속하고, (5) 한국판 웨스턴실어증검사

(Korean version of the Western aphasia battery, K-WAB: Kim & Na, 

2001)의 ‘읽기’ 하위검사 중 ‘글명령’의 5문항에서 모두 정반응을 보

이고, (5) 정신 및 신경학적 질환에 대한 병력 또는 언어 및 말 장애 

결함에 대한 이력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피험자들은 

연구참여동의서의 설명을 듣고 사전 동의에 서명한 후 선별검사와 

본 실험에 참여하였다.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피험자들의 

평균 연령은 26.75세(SD=7.05)이고, 평균 교육년수는 15.69년(SD=  

1.82), REVT의 평균 수용어휘점수는 174.88점(SD=3.27)이었다.

실험과제 및 절차

언어적/비언어적 작업기억과제

언어적 작업기억 평가를 위하여 숫자 역순 외우기(Backward 

Digit Span, BDS)와 비언어적 작업기억 평가를 위하여 매트릭스 역

순 외우기(Backward Matrix, BM) 검사를 실시하였다. 두 가지 작

업기억 과제는 선행연구(Yoo, 2017)에서 기존의 작업기억과제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개발한 검사로 동일한 과제 시행 절차를 따랐

다. 두 과제 모두 연습문항을 실시한 후 16개의 문항(8단계의 span

에 각각 2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된 본 실험과제를 진행하였

다. BDS 과제는 피험자에게 2개에서 9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일련의 

숫자열을 듣고 거꾸로 따라 말하도록 요구하였고, BM 과제는 피험

자가 컴퓨터 스크린에 제시된 3×3 배열의 9개의 정사각형으로 구

성된 매트릭스에서 순차적으로 제시된 빨간색 칸들의 위치를 역순

으로 기억하여 마우스로 클릭하도록 요구하였다. 두 과제 모두 난

이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한 span에서 2번의 시도 중 2번 

모두 오반응을 보일 경우 검사를 중단하였다. 과제의 점수는 정반

응에서 1점, 오반응에서 0점을 기록하여 원점수로 총점을 계산하

였다. 모든 검사는 SuperLab version 4.5 (Cedrus Corp., San Pedro, 

CA, USA)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였다. 

배열조건에 따른 문장구성과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장구성과제는 Shin (2017)의 연구에서 개

발된 과제로 피험자에게 3어 조합의 목표문장을 제시하고 고정배

열과 비고정배열 조건에서 각각의 목표어에 상응하는 세 개의 그림

상징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도록 요구하였다. 목표문장은 명사-부

사-동사 순으로 구성된 짧은 문장으로, 명사는 2음절의 각기 다른 

의미적 카테고리에 속하는 5개의 구체명사(그릇, 의자, 사과, 양말, 

비누) 중 한 단어를, 부사는 2음절의 5개 성상부사(계속, 빨리, 지금, 

많이, 다시) 중 한 단어를, 그리고 동사는 해요체의 어미형태를 가지

는 5개의 동작동사(찾아요, 잡아요, 던져요, 놓아요, 버려요) 중 한 

단어를 선택하여 3어 문장을 구성하였다. 각 품사별 단어를 5회씩 

서로 다른 문장에 반복 사용하여 Appendix 1과 같이 25개의 목표

문장을 만들고 고정 및 비고정배열 과제에서 동일한 검사문항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두 가지 배열과제 모두 검사문항을 피험자집단

에 균형배정(counter balance)하여 제시하였다. 목표어에 대한 그림

상징은 이화-AAC 상징(Park et al., 2016; Yeon, Kim, & Park, 2016)

을 사용하여 15개의 그림상징(가로 5개×세로 3개)으로 구성된 

1,100×480 픽셀 크기의 그림상징판을 제작하였다. 고정배열 과제

에서는 동일한 하나의 그림상징판을 검사문항마다 제시하였고, 비

고정배열 과제에서는 같은 15개의 그림상징을 포함하지만 상징의 

위치를 모두 다르게 하여 25개의 서로 다른 그림상징판을 제시하였

다. 이때 동일 목표문장에 대한 고정과 비고정배열에서 제시되는 그

림상징판이 일치하지 않도록 서로 다른 위치에서 그림상징을 배치

시켰다. 고정과 비고정배열의 문장구성과제는 E-Prime 2.0 (Schnei-

der, Eschman, & Zuccolotto, 2002)을 통해 제작하였다. 

실험절차

본 실험 이전에 피험자들에게 15개의 그림상징과 연습문항에서 

사용되는 그림상징들을 목표단어와 정확히 연결시킬 수 있도록 친

숙화 단계를 실시하였고 모든 그림상징에 대해 이름대기검사에서 

100% 정반응을 보일 경우에만 본 실험을 시작하였다. 과제절차는 

처음 500 ms의 fixation 화면이 나오고 100 ms 간격의 blank 화면이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M SD Min Max

Age (yr) 26.75 7.05 20 39
Years of education 15.69 1.82 13 19
REVT-Receptive 174.88 3.27 168 182

REVT=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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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사라지면 목표문장이 화면 중앙에 제시되었다(예: ‘의자 

많이 놓아요’). 피험자가 목표문장을 묵독한 후 동일한 위치에서 마

우스 이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화면의 특정 위치를 클릭해야만 그림

상징판(Figure 1)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마우스를 클릭하면 100 ms 

간격의 blank 화면이 나타난 후 그림상징판이 화면에 제시되었고 피

험자들에게 목표문장에 상응하는 그림상징을 어순에 맞게 마우스

로 클릭하여 선택하도록 요구하였다. 과제의 정반응수와 반응시간

(ms)은 E-Prime 2.0과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동 

산출하였다. 검사의 정반응(accuracy)은 목표문장에 해당하는 그림

상징 세 가지를 순서대로 모두 정확하게 찾을 경우에 1점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점 처리하였고, 반응시간(response time)은 그림상

징판이 화면에 제시되는 순간(stimulus onset time)부터 피험자가 마

지막 세 번째 그림상징을 선택하는 순간까지의 시간으로 계산하였다.

자료분석 및 통계처리

언어적, 비언어적 작업기억 간의 차이와 배열조건에 따른 문장구

성의 정반응수와 반응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의 정

규성 검정 결과에 따라 모수검정의 대응 표본 t-검정(paired sample 

t-test) 또는 비모수검정의 윌콕슨부호순위검정(Wilcoxon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두 가지 작업기억과 배열조건별 문장구성의 정

반응수와 반응시간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령과 교육

년수, 어휘력을 공변인으로 통제한 편상관분석(partial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언어적, 비언어적 작업기억이 고정과 비고정

배열에서의 문장구성 수행력을 예측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3가지 공변인을 통제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es)을 실시하였다. 또한, 두 가지 배열조건 모두 25개의 검사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가 진행될수록 동일한 그림상징에 대

한 노출의 횟수가 증가하므로 목표어와 그림상징의 연계가 강화되

어 기억과 밀접한 관계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노출횟수

를 예측변인으로 추가하여 두 가지 배열조건에 따른 문장구성 반응

시간을 예측하는지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피험자들의 작업기억과제 및 문장구성과제 수행 분석

연구문제를 분석하기에 앞서 피험자들의 언어적, 비언어적 작업

기억능력과 고정 및 비고정배열에서의 문장구성 수행력을 살펴보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n verbal and non-verbal working memory measures

M SD Min Max t p-value Effect size (Cohen’s d)

Backward Digit Span 9.94 2.87 5 15 1.913 .065 .34
Backward Matrix 8.78 2.62 4 16

Figure 1. Graphic symbols in the non-fixed array condition (target sentence: Put lots of chairs).Figure 1. Graphic symbols in the non-fixed array condition (target sentence: Put lots of chairs). 



https://doi.org/10.12963/csd.18496396    http://www.e-csd.org

Sangeun Shin, et al.  •  Working Memory on AAC Symbol Selection

고 각 변인들 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숫자 역순 외우기(BDS) 과제를 통한 언어적 작업기억의 평균은 

9.94점(SD=2.87)이었고, 매트릭스역순 외우기(BM) 과제를 통한 

비언어적 작업기억의 평균은 8.78점(SD=2.62)으로 언어적 작업기

억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응 표본 t-검정(paired sam-

ple t-test)을 실시한 결과, 두 가지 작업기억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t(31)=1.913, p= .065).

고정배열과 비고정배열에서 정반응수(accuracy)와 반응시간

(response time)의 4가지 변인들 중 고정배열에서의 반응시간을 제

외하고(Shapiro-Wilk test, p= .63) 모두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

지 못하므로(p< .01) 비모수검정방법인 윌콕슨부호순위검정(Wil-

coxon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여 두 가지 배열조건에서 정반응

수 및 반응시간 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정배열과 비고정배열의 평균 정반응수는 24.41점(FA SD= .95, 

NFA SD= .91)으로 서로 동일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Z= .000, 

p= .100). 반면에, 고정배열에서의 평균 반응시간은 3,835.88 ms 

(SD=768.48)이었고 비고정배열에서의 평균 반응시간은 4,381.40 

(904.57) ms로 고정배열보다 느리게 반응하였으며 두 배열조건 간 

반응시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 -3.927, p< .001). 이

는 고정배열에서의 문장구성 반응시간이 비고정배열보다 유의하

게 짧음을 나타낸다.

작업기억, 노출횟수, 그리고 문장구성 수행 간의 상관관계

언어적, 비언어적 작업기억과 과제에 대한 노출횟수가 배열조건

에 따라 문장구성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들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령과 교육년수, 어휘력을 공변

인으로 통제한 편상관분석(partial correlation analysis) 결과, 영역 

내 상관관계(within-domain correlations)에서는, Table 4에서 보이

는 바와 같이 언어적 작업기억과 비언어적 작업기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r= .048, p= .805). 이에 반해, 고정

과 비고정배열의 정반응수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 = .420, 

p< .05), 두 가지 배열조건의 반응시간 또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784, p< .001). 이는 고정배열에서의 정반응수가 높을수

록 비고정배열에서도 정반응수가 높아지고, 고정배열에서 반응시

간이 짧을수록 비고정배열에서도 반응시간이 짧아짐을 나타낸다. 

영역 간 상관관계(between-domain correlations)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을 살펴보면, 언어적 작업기억은 비고정배열의 반응

시간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 -.400, p< .05), 비언어적 작업기

억은 고정배열의 반응시간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r= -.406, p< .05) 

서로 상의한 짝을 이루었다. 이는 언어적 작업기억이 높을수록 비

고정배열에서의 문장구성 반응시간이 유의하게 줄고, 비언어적 작

업기억이 높을수록 고정배열에서의 문장구성 반응시간이 유의하

게 줄어듦을 나타낸다. 

아울러 노출횟수와 다른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

여 연령과 교육년수, 어휘력을 공변인으로 통제한 편상관분석을 실

시한 결과, 노출횟수는 언어적, 비언어적 작업기억과 유의한 상관

을 이루지 못하였고(언어적 작업기억 r = -.007, p= .849; 비언어적 

작업기억 r = -.001, p= .988), 고정 및 비고정배열의 반응시간과는 

유의하게 높은 부적 상관을 이루었다(고정배열 r= -.333, p< .001; 

비고정배열 r= -.102, p< .01), 즉, 노출횟수의 증가가 작업기억능력

의 증진과는 무관하나 노출횟수가 증가할수록 문장구성 반응시간

이 유의하게 짧아졌으며 이러한 감소율이 비고정배열보다 고정배

열에서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n accuracy and response time measures in the 
fixed and non-fixed array conditions

M SD Min Max Z p-value

Accuracy (%) .000 1.00
   Fixed array 24.41 .95 21 25
   Non-fixed array 24.41 .91 22 25
Response time (ms) -3.927 .000***
   Fixed array 3,835.88 768.48 2,360.83 5,755.52
   Non-fixed array 4,381.40 904.57 2,989.40 7,875.36

***p < .001.

Table 4. Partial correlation analyses controlling for age, years of education, and vocabulary ability

Verbal WM Non-verbal WM Fixed array ACC Non-fixed array ACC Fixed array RT Non-fixed array RT

Verbal WM -
Non-verbal WM .048 -
Fixed array ACC .103 .118 -
Non-fixed array ACC .173 .146 .420* -
Fixed array RT -.202 -.406* -.336 -.133 -
Non-fixed array RT -.400* -.163 -.436* -.164 .784*** -

WM= working memory; ACC= accuracy; RT= response time.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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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상징의 배열조건에 따른 작업기억의 예측적 기여

언어적, 비언어적 작업기억이 고정과 비고정배열에서의 문장구

성 수행력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

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es)을 실시하였다. 먼저, 과제수

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험자들의 연령과 교육년수, 어휘력을 

공변인으로 통제하고 언어적, 비언어적 작업기억을 예측변인으로, 

고정과 비고정배열에서의 정반응수와 반응시간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예측변수(언어적 작업기억, 비언어적 작업기억)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toler-

ance)가 .743-.771이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298-1.347로 2가지 모두 적정기준(TOL≥0.2, Menard, 

2002; VIF≤10, Myers, 2000)을 충족하여 예측변수 간의 다중공

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반응수에 대한 작업기억의 예측변인 탐색

배열조건에 따른 문장구성 정반응수의 예측변인을 찾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언어적, 비언어적 작업기억 모두 고정 및 

비고정배열에서의 정반응수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a) 고

정배열조건: 언어적 작업기억(t= .536, p= .596), 비언어적 작업(t= .617, 

p= .542), (b) 비고정배열조건: 언어적 작업기억(t= .915, p= .368), 비

언어적 작업(t= .769, p= .449). 

반응시간에 대한 작업기억의 예측변인 탐색

배열조건에 따른 문장구성 반응시간의 예측변인을 찾기 위해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언어적/비언

어적 작업기억 모두 두 가지 배열조건에서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

타났으나 배열조건에 따라 예측순위가 상반되었다. 고정배열에서

는 비언어적 작업기억(ΔR2 = .040, ΔF(1,776)=33.505, p< .001, β=  

-.227)이 언어적 작업기억(ΔR2 = .008, ΔF(1,775)= 6.430, p≤ .05, 

β= -.100)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5배 이상)로 반응시간을 예측

하였고, 비고정배열에서는 언어적 작업기억(ΔR2 = .049, ΔF(1,776)=  

39.581, p< .05, β=-.247)이 비언어적 작업기억(ΔR2 = .006, ΔF(1,775)=  

4.528, p< .05, β= -.08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8배 이상)로 반

응시간을 예측하였다. 이는 언어적, 비언어적 작업기억이 모두 고정 

및 비고정배열에서 문장구성의 반응시간을 유의하게 예측하나, 상

징배열의 고정성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작업기억이 보다 많은 영

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상징의 배열조건에 따른 노출횟수의 예측적 기여

회귀분석에 앞서 세 가지 예측변수(노출횟수, 언어적 작업기억, 

비언어적 작업기억)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정을 실

시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741-1.000이었으며 분산팽창지

수(VIF)는 1.000-1.350으로 2가지 모두 적정기준을 충족하여 예측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열조건에 따른 문장구성 반응시간의 예측변인을 찾기 위해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3가지 예측변

인 모두 고정 및 비고정배열의 반응시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

측해 주었으나 예측순위는 배열조건에 따라 다소 상이하였다. 고정

배열에서 가장 큰 예측변인은 노출횟수(ΔR2 =.104, ΔF(1,776)=93.607, 

p< .001, β= -.323)였으며, 비언어적 작업기억(ΔR2 = .040, ΔF(1,775)=  

37.695, p< .001, β=-.227)과 언어적 작업기억(ΔR2 = .008, ΔF(1,774)=  

7.241, p< .01, β= -.100) 순으로 반응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비고정배열에서 가장 유의한 예측변인은 언어적 작업기억

(ΔR2 = .049, ΔF(1,776)=39.581, p< .001, β= -.247)이었으며, 노출

횟수(ΔR2 = .010, ΔF(1,775)=8.204, p< .01, β= -.100)와 비언어적 

작업기억(ΔR2 = .006, ΔF(1,774)=4.571, p< .05, β= -.086) 순으로 

Table 5.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on RT measures with two predictors (verbal WM, non-verbal WM)

Variable R2 Adjusted R2 ΔR2 ΔF p-value β

Fixed array RT Step 1
   Age, Years of education, Vocabulary .032 .029 .032 8.650 .000*** -
Step 2
   Non-verbal WM .072 .068 .040 33.505 .000*** -.227
   Verbal WM .080 .074 .008 6.430 .011* -.100

Non-fixed array RT Step 1
   Age, Years of education, Vocabulary .000 -.004 .000 .085 .968 -
Step 2
   Verbal WM .049 .044 .049 39.581 .000*** -.247
   Non-verbal WM .054 .048 .006 4.528 .034* -.086

RT= reaction time; WM= working memory; β= standardized coefficient.
*p < .05, ***p < .001 (significance of F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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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두 가지 예측변인의 회귀

분석에서 배열조건에 따른 작업기억의 예측순위가 세 가지 예측변

인의 회귀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정배

열: 비언어적 작업기억>언어적 작업기억; 비고정배열: 언어적 작업

기억>비언어적 작업기억). 그뿐만 아니라, 고정배열에서 노출횟수

의 예측설명력이 비고정배열보다 10배가량 증가하였고, 고정배열

에서 노출횟수에 따른 반응속도의 감소율 또한 비고정배열과 비교

했을 때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출횟수가 증가할수록 비고

정배열보다 고정배열에서의 반응시간이 크게 줄어듦을 나타낸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효과적인 AAC 중재의 근거 마련을 위해,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AAC 그림상징의 배열조건에 따라 작업기억능력이 문장

구성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상징에 대한 노출횟수가 영

향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작업기억 및 노출횟수와 문장구성 수행력과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 종속변수에 따라 그리고 배열조건에 따라 상

이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선, 정확도에 관하여 

언어적, 비언어적 작업기억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피험자들의 평균 정확도가 고정배열 및 비고정배열

에서 모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였던 것을 고려하였을 때, 정상

성인은 3어 조합의 목표문장을 구성할 때 작업기억의 유형 및 능력

과 상관없이 그림상징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다

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모든 목표문장의 산출에

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

는 실험자극어의 단어 빈도를 통제하였고, 명사+부사+동사의 단

일 문장형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보다 복잡하거나 단순한 형태의 

다양한 단어들로 구성된 문장에서 피험자들이 동일한 수행을 보일

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주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반면에 반응시간에서는 고정과 비고정배열 모두 작업기억능력

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상관관계를 보이는 작업기억의 유

형도 배열조건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정배열에서

는 비언어적 작업기억과 반응시간 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상징의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과 관련되는 비언어적 작업기억이 높

을수록 문장을 구성하는 시간이 유의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비고정배열에서는 언어적 작업기억과 반응시간 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보였는데 이는 배열조건의 특성상 시도마다 그림

상징의 위치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비언어적 작업기억을 원활히 사

용할 수 없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대신 3어 조합의 목표문

장에 대해 첫 번째 명사에 해당하는 그림상징을 화면에서 시각적

으로 찾으면서 나머지 목표단어들에 대해서는 계속 리허설(re-

hearsal)을 해야 하는 언어적 작업기억의 작용이 상대적으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아울러 노출횟수도 그 빈도가 증가할수록 반응시간이 유의하게 

줄어든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고정배열에서의 감소가 비고정배

열에서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상징의 

위치를 고정한 상황에서는 여러 번의 노출을 통해 상징뿐 아니라 

그 상징의 위치에 대한 학습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에 목표상징을 

찾아내는 시간의 효율성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겠다. 반면

에 노출횟수가 언어적/비언어적 작업기억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Table 6.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on RT measures with three predictors (verbal WM, non-verbal WM, exposure to the symbols)

Variable R2 Adjusted R2 ΔR2 ΔF p-value β

Fixed array RT Step 1
   Age, Years of education, Vocabulary .032 .029 .032 8.650 .000*** -
Step 2
   Exposure to the symbols .136 .132 .104 93.607 .000*** -.323
   Non-verbal WM .177 .171 .040 37.695 .000*** -.227
   Verbal WM .184 .178 .008 7.241 .007** -.100

Non-fixed array RT Step 1
   Age, Years of education, Vocabulary .000 -.004 .000 .085 .968 -
Step 2 
   Exposure to the symbols .059 .053 .010 8.204 .004** -.100
   Non-verbal WM .064 .057 .006 4.571 .033* -.086
   Verbal WM .049 .044 .049 39.581 .000*** -.247

RT= reaction time; WM= working memory; β= standardized coefficient.
*p < .05, **p < .01, ***p < .001 (significance of F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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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남으로써 노출효과는 작업기억의 처리과정과는 다른 기제임

을 추론할 수 있겠다. 피험자들이 여러 번의 과제수행으로 상징의 

위치를 학습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작업기억과는 달리 더 긴 시

간 동안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기제인 장기기억(long-term memo-

ry)에 저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Tulving, 2002). 장기기억 중에서

도 어떠한 특정한 기억이 관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보다 세밀한 실험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나 매 과제를 수

행할 때마다 피험자의 경험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일화

기억(episodic memory)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상

징위치에 대해 과제가 반복되므로 상징을 선택할 때에 자발적으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정확한 위치를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기억(procedural memory)이 관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작업기억이 실제로 문장구성 수행을 예측하는 변인인지를 살펴

본 두 번째 연구질문과 관련해서는 종속변수 중 반응시간에 대해

서만 두 유형의 작업기억이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배열

조건에 따라 두 유형의 작업기억이 영향을 주는 순서가 바뀌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즉, 고정배열에서는 비언어적 작업기억이 언어적 

작업기억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이었고, 비고정배열에서

는 그 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 고정과 비고정배열 모두에서 언어

적 작업기억이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작업기억 

모형과 연관 지어 살펴보면(Baddeley & Hitch, 1974; Baddeley, 2000), 

언어적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작업기억의 음운회로가 

수행에 영향을 주어 순차적으로 목표 그림상징을 선택함과 동시에 

이후의 목표 단어들을 머리 속에서 계속 되뇐 것으로 보인다. 특이

한 것은 고정배열에서 비언어적 작업기억이 언어적 작업기억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작용을 하였다는 점인데, 이는 작업기억 모형

을 구성하는 음운회로와 시공간 메모장 중에서 비언어적 정보를 

저장하는 시공간 메모장이 그림상징의 위치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활발히 가동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비고정배열

에서는 상징의 위치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피험자들의 시공간 메모

장이 활용되는 데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노출횟수가 고정배열과 비고정배열의 과제 수행력

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를 살펴본 세 번째 연구질문과 관련해서는 

노출횟수가 배열조건과 상관없이 반응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정배열에서 노출횟수의 예측설명력이 비고

정배열보다 10배가량 높았고, 노출횟수에 따른 반응속도의 감소율 

또한 비고정배열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 자극에 대한 이전 경험

이 시각적 탐색능력을 증진시킨다는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

여줬다(Chun & Jiang, 1998; Stokes, Atherton, Patai, & Nobre, 2012).

본 연구는 AAC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되어 온 작업기억에 

대하여(Light & Lindsay, 1991; Mirenda, 2003; Oxley & Norris, 2000) 

정상 성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AAC 

중재를 위한 경험적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

히 언어 및 인지적 능력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

려진 작업기억이(Baddeley & Hitch, 1974; Just & Carpenter, 1992; 

Martin, Ayala, & Saffran, 2002) AAC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며, 작

업기억 모델(Baddeley & Hitch, 1974; Baddeley, 2000)을 구성하는 

음운회로와 시공간 메모장이 AAC 그림상징의 선택을 통한 문장

구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이론적 틀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징의 배열조건에 따라 언어적 작업기억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달

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AAC 사용자들이 고정배열을 통해 

언어적 작업기억뿐 아니라 비언어적 작업기억능력을 활용하고 노

출효과를 발생시켜 시간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증진시

킬 수 있다는 임상적 의의도 제공하였다. 언어적 작업기억이 상대적

으로 취약한 사용자의 경우 잦은 그림상징의 위치 변화는 아동의 

AAC 수행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AAC 중재에서 적절한 상징을 선

택하는 것 못지않게 상징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이들

의 비언어적 작업기억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효과적인 AAC 의

사소통자가 될 수 있도록 임상가의 세심한 중재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인지적 요인을 포함하여 개인별 특성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본 연구는 정상성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인지적으

로 문제가 없는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과제 수행에 

있어서의 편차는 크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예측변인들의 설명력이 

실제 AAC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보다 낮을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과제 조건별로 서로 다른 작업기억과 노출횟수의 영

향이 나타났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라 하겠다. AAC 사용자의 경

우 정상인과 다른 작업기억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Murray & 

Goldbart, 2009) 각 장애별로 이들의 언어적, 비언어적 작업기억과 

노출횟수가 AAC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밝

혀진 정상인의 수행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기억 이외의 

인지적, 언어적, 운동적 결함이 동반될 경우 사용자 간의 수행 편차

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해 설명력에도 변화가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그림상징판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페이지 내에

서 목표 상징들을 찾도록 과제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가 

다수의 페이지로 구성된 역동적 디스플레이 상황에서 어떠한 차이

가 나타나는지를 추후연구에서 살펴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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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문장구성과제에 사용한 25개의 목표문장

No. Text stimuli

  1 사과 많이 잡아요

  2 의자 빨리 버려요

  3 비누 다시 던져요

  4 그릇 계속 찾아요

  5 양말 지금 놓아요

  6 사과 빨리 던져요

  7 의자 다시 찾아요

  8 비누 계속 놓아요

  9 그릇 지금 잡아요

10 양말 많이 버려요

11 사과 지금 찾아요

12 의자 많이 놓아요

13 비누 빨리 잡아요

14 그룻 다시 버려요

15 양말 계속 던져요

16 사과 다시 놓아요

17 의자 계속 잡아요

18 비누 지금 버려요

19 그릇 많이 던져요

20 양말 빨리 찾아요

21 사과 계속 버려요

22 의자 지금 던져요

23 비누 많이 찾아요

24 그릇 빨리 놓아요

25 양말 다시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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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작업기억과 노출횟수가 AAC 그림상징을 이용한 문장구성에 미치는 영향

신상은1·박희영2

1충남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2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AAC 그림상징의 배열조건에 따라 언어적/비언어적 작업기억능력과 상징에 대한 노출횟수가 문장구성 과제

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총 32명의 정상성인을 대상으로 고정과 비고정배열조건에서 자극문장(명사-부사-

동사)에 대한 목표 상징들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고, 피험자들의 정반응수와 반응속도를 측정하였다. 작업기억능력은 숫자와 

공간의 역순 기억과제를 통해 평가하였다. 결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언어적/비언어적 작업기억능력은 반응속도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징배열의 고정성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작업기억의 유형이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고정

배열에서는 언어적 작업기억이, 고정배열에서는 비언어적 작업기억이 더 높은 예측설명력을 보여주었다. 반응속도에 대한 노출횟수의 

효과는 두 배열조건 모두에서 유의하였으나 고정배열이 비고정배열보다 노출에 따른 반응속도의 감소율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상징 위치를 고정시켰을 때 비언어적 작업기억이 작용하여 효과적인 상징선택을 가능하도록 하며, 상징

과 그 위치에 대한 학습효과를 통해 반응시간의 단축이 도모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AAC 사용자들이 상징을 선택하

는 속도의 향상을 통해 원활한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개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효과적인 상징배치에 대한 경험적 근

거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임상적인 의의를 갖는다. 추후연구에서는 상징의 배열조건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의 AAC 수행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정상인의 자료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핵심어: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작업기억, 상징에 대한 노출, 고정배열, 문장구성

본 연구는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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