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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phonological short-term and work-
ing memory processes in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s (SSD) and their typically 
developing (TD) peers. Additionally, the study aim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among 
two memory functions, articulation and vocabulary abilities. Methods: Forty 5- and 6-year-
old children enrolled: 20 children with SSD and 20 TD children. Children participated in 
three memory tasks, digit span forward, digit span backward, and nonword repetition. Re-
sults: In all task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SSD and TD groups, and 
between the 5- and 6-year-old age groups. According to task type and number of syllables, 
the performances of SSD and TD children were different in experimental tasks. Moreover, 
when the age was includ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of digit span tasks, another aspect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was observed. In addition, the task performances 
were not correlated with the 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but instead showed a sig-
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in SSD and TD children. 
Conclusion: Phonological memory, especially phonological working memory, was weaker 
in SSD children in comparison to TD children. These results suggest that profound difficul-
ties in phonological working memory are linked to persistent speech sound disorders. The 
theoretical and clin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about phonological memory and vocab-
ulary acquisition in SSD children. 

Keywords: Speech sound disorder, Phonological short-term memory, Phonological work-
ing memory, Digit span, Nonword repetition

원인 모르는 말소리장애(speech sound disorder with unknown 

origin)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모든 말소

리장애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결함을 초래한 일차

적 원인을 밝히는 것은 매우 요원한 일인 만큼, 이에 대한 대안책으

로 말소리장애와 관련 있는 기저 요인들(underlying factors)에 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말소리산출의 가장 기

저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음운표상에 관한 연구들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음운표상의 초기 형성능력 결함(Bae, Ha, Koo, Hwang, & 

Pyun, 2016), 저장되어 있는 음운표상의 비명료함(Kim & Ha, 2014; 

Sutherland & Gillon, 2005, 2007), 음운표상 인식능력의 결함(Jung, 

Choi, & Ha, 2015), 음운표상 부호화능력의 결함(Kim & Ha, 2014)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음운표상을 성공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고, 인식하고, 부호화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

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운기억이다. 즉, 일련의 음운정보를, 그

것이 새로운 정보이든 장기기억 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정보이든 

간에, 일정 시간 동안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이 

모든 활동이 가능해진다(Afshar, Ghorbani, Rashedi, Jalilevand, & 

Kamali, 2017). 

음운기억은 음운단기기억과 음운작업기억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둘은 음운정보의 일시적 저장소라는 측면에서 동일하지만,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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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processing)가 동반되었는지에 따라 그 역할이 구분된다(Ar-

chibald & Gathercole, 2006). 음운단기기억은 정보를 단지 수동적

으로 보유하는 저장소의 역할만을 하기 때문에 그 정보는 금방 사

라질 수 밖에 없다. 반면 음운작업기억은 적극적인 시연과정(sub-

vocal rehearsal)을 통해 사라지는 음운정보를 반복적으로 되뇜으

로써 보다 오랫동안 정보를 유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해당 정보

를 장기기억 속에 표상으로 저장하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Bad-

deley는 그의 작업기억모델에서 음운루프를 통해 이와 같은 음운

단기기억과 시연과정, 그리고 음운작업기억의 관계를 체계화하였

다(Baddeley, 2003; Baddeley & Hitch, 1974). Baddeley의 작업기억

은 단기기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와는 분명 구분되는 개념

으로, 작업기억모델의 또 다른 하위요소인 중앙집행기(central ex-

ecutive)의 통제를 받는, 처리와 조작활동을 포함한 인지적 기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기억과 작업기억의 개념이 모호하게 사

용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음운기억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과제

로 숫자폭(digit span) 검사를 들 수 있는데, 제시한 여러 개의 숫자

자극을 앞에서부터 뒤로 순서대로 따라하게 하느냐, 아니면 뒤에서

부터 앞으로 거꾸로 따라하게 하느냐에 따라, 전자는 음운단기기억

을, 후자는 음운작업기억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ng, 

2011). 즉, 거꾸로 따라하기는 일련의 숫자자극의 정보를 유지하면

서 그것을 역순으로 조작하여 반응해야 하므로, 처리능력이 보다 

요구된다. 그러나 숫자폭 검사의 전통적인 채점방법은 두 과제 수

행력을 합산하여 총점으로 결과를 제시하기 때문에, 단기기억과 

작업기억과제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또한 

과제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그것이 단기기억을 측정하는 것인지, 

작업기억을 측정하는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 음운

단기기억 측정을 위한 과제에서 자극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단기기억 이상이 요구되기

도 한다. 예를 들어 비단어 따라말하기는 분명 숫자 바로 따라하기

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그러나 자극이 길어질수록, 즉 의미 없는 말

소리들의 긴 나열을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능력이 더욱 요구될수록, 

자극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따라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성공하

기 위해 나름의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전략’이 추가됨으로써 과제

수행과정은 수동적인 보유를 넘어 적극적인 조작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고, 따라서 이는 단기기억보다는 작업기억에 가까워진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지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는 연구자에 따라 때

로는 단기기억 과제로(Lee, Ha, Koo, Hwang, & Pyun, 2016; New-

bury, Bishop, & Monaco, 2005; Tkach et al., 2011), 때로는 작업기

억 과제(Farquharson, Hogan, & Bernthal, 2018)로 명명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말소리장애와 관련하여 음운기억의 결함

이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음운단기기억과 음

운작업기억 중 어떤 것과 관련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적극적인 중재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이후 잔존오

류(residual error)를 계속 보이는 지속적 말소리장애(persistent 

speech sound disorder)의 경우, 오류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음운

단기기억이 아닌 음운작업기억의 결함이 언급된 바 있다(Farqu-

harson et al., 2018). 이러한 연구를 고려할 때, 말소리장애와 음운

단기기억, 그리고 음운작업기억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해줄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말소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음운단기기

억과 음운작업기억 능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음운단기기억 과제

로 숫자 바로 따라하기를, 음운작업기억 과제로 숫자 거꾸로 따라

하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본 연구에서도 두 과제의 수행결과를 분석하여 두 기억능력

을 비교할 것이다. 그러나 비단어 따라말하기의 경우 그것이 단기기

억과 작업기억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연구자마다 다소 상

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듯 하다. 때문에 자극어 길이를 다양하게 

하여 각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력을 분석하고 그것을 숫자 바로 

및 거꾸로 따라하기 결과와 비교 고찰함으로써, 과제의 성격과 그

로 인한 말소리장애 아동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지속적 말소리장애와 음운작업기억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지속적 말소리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 

결정적 연령(critical age)으로 Bishop과 Adams (1990)은 5세 6개월

을, Shriberg, Austin, Lewis, McSweeny와 Wilson (1997)은 6세 이

후를 제시한 바 있다. 즉 적극적인 중재를 받을 경우 말소리장애는 

5세 경에 대부분 해결되기 때문에, 5세 6개월 혹은 6세 이후에도 여

전히 말소리 문제를 보인다면 그 아동은 잔존오류를 계속 보이는 

지속적 말소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5세와 6세 간 

연령 경계는 말소리장애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기준인 듯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을 구분하지 않은 채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

들을 학령전기 말소리장애의 동일 집단으로 묶어 연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5세와 6세 집단을 구분하여 음운단기기억과 음운작

업기억 수행력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표적인 말, 언어 특

성인 자음정확도, 수용어휘량 및 표현어휘량과 음운단기기억, 음

운작업기억 간 관계를 밝혀준다면, 말소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음운기억 연구를 진행하는 본 논문의 의의가 보다 확고해질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들을 다루고자 하였다. 첫째, 5세와 6세의 말소리장

애 아동과 일반아동 간 과제유형(바로 따라하기, 거꾸로 따라하기)

에 따른 숫자 따라하기 수행력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5세와 6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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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와 6세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단기기억과 음운작업기억 능력  •  이기은 외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간 음절 수(3음절, 4음절, 5음절)에 

따른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력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말소리장

애 집단과 일반 집단에서 각 과제의 수행력과 자음정확도, 수용어

휘량, 표현어휘량 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5, 6세 말소리장애 아동 20명과 일반아동 20

명이었고, 각 집단 내에서 연령에 따라 5세 집단과 6세 집단으로 다

시 10명씩 분류되었다. 말소리장애 아동은 전문 언어재활사에 의해 

다른 장애를 동반하지 않은 순수 말소리장애(pure speech sound 

disorder)로 진단 받은 아동들로, 모두 말소리장애 치료경험이 있었

다.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각 대상자가 순수 말소

리장애에 해당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순수 말소

리장애의 판단 기준은 (1) 부모의 의해 신체적, 신경학적, 감각적, 언

어적 및 인지적 영역에서 어떠한 결함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을 

것, (2) 수용 ·표현어휘력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Hong, Kim, Jang, & Lee, 2009)의 수용어휘 및 

표현어휘능력이 –1 SD 이상 범위에 속할 것, (3) 우리말 조음 ·음운

평가(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U-TAP; Kim & 

Shin, 2004)의 단어 수준 자음정확도가 –2 SD 이하에 속할 것, (4) 

조음기관의 구조적 결함이 관찰되지 않을 것이었다. 이후 연구대상

으로 선정된 말소리장애 아동과 생활월령이 ±2개월 이내에 해당

하는 일반아동을 모집하였다. 일반아동의 선정기준은 (1) 부모의 

보고에 의해 신체적, 신경학적, 감각적, 언어적, 인지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을 것, (2) 수용 ·표현어휘력검사의 수용어휘 및 표

현어휘능력이 –1 SD 이상 범위에 속할 것, (3) 우리말 조음 ·음운평

가의 단어 수준 자음정확도가 –1 SD 이상 범위에 속할 것이었다. 

이와 같은 대상아동들의 기본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말소리

장애 집단과 일반 집단 간 생활월령, 수용어휘력 및 표현어휘력에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5), 말소리장애 집단은 일반 집단

보다 자음정확도가 유의하게 떨어졌다(p< .001). 그리고 두 집단 모

두에서 6세는 5세 보다 자음정확도, 수용어휘력 및 표현어휘력이 

유의하게 높았다(p< .001).

실험 과제

숫자 바로 따라하기 및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과제 

본 연구의 실험 과제로 한국 웩슬러아동지능검사(Korean-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IV, K-WISC-IV; Kwak, Oh, & Kim, 

2011)의 소검사 가운데 숫자 바로 따라하기와 숫자 거꾸로 따라하

기 검사항목을 사용하였다. 숫자 바로 따라하기는 검사자가 일련의 

숫자를 불러주면 그것을 동일한 순서로 그대로 따라하는 과제이

고,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는 검사자가 불러준 숫자를 뒤에서부터 

앞으로, 즉 반대 방향으로 따라하는 과제이다. 2개의 숫자부터 9개

의 숫자까지, 모두 8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계는 2항목씩 구성

되어 전체 항목은 총 16개이다. 각 시행은 반복하지 않고 한 차례의 

기회만 주어지며, 숫자 자극 전체에 대해 정확하게 따라하면 1점, 

그 이외에는 모두 0점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모든 항목을 정반응한 

경우 숫자 바로 따라하기 및 거꾸로 따라하기에서 각각 16점씩을 

받게 된다.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 

본 연구팀이 제작한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Lee et al., 2016)에

서 3, 4, 5음절 항목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비단어 항목은 그 자체

로는 의미가 없는 일음절들을 난수표를 이용한 무선 조합을 실시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in the SSD and TD groups 

SSD group (N= 20) TD group (N= 20)

5 years 6 years 5 years 6 years

 Number of participants 10 10 10 10
Gender (male:female) 6:4 7:3 6:4 4:6
Chronological age (mo) 64.80 (7.25) 76.85 (6.31) 65.97 (6.26) 77.89 (5.37)
REVTa

   Receptive vocabulary age (mo) 59.70 (2.94) 71.60 (10.52) 60.10 (4.48) 72.80 (1.39)
   Expressive vocabulary age (mo) 65.30 (5.20) 76.90 (3.47) 67.30 (2.11) 75.00 (4.49)
U-TAPb

   PCC (%)   87.40 (2.71) 90.30 (3.49) 98.90 (1.19) 99.3 (1.2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SSD=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 TD= children with typically developing; PCC= 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REVT=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U-TAP= 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Kim & Shi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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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작한 것으로, 단어유사성이 낮은 음소조합들이다. 모음은 

7개의 단모음(/ㅏ, ㅓ, ㅔ, ㅗ, ㅜ, ㅡ, ㅣ/)으로, 종성은 7종성(/ㄱ, ㄴ, 

ㄷ, ㄹ, ㅁ, ㅂ, ㅇ/)으로 구성되었고, 조음능력의 미성숙으로 인한 

과제수행의 어려움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초성에 치경마찰음과 

파찰음은 제외하였다. 과제는 3음절, 4음절, 5음절 비단어 각 10개

씩, 총 30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과제 시행은 반복하지 않고 

한 차례의 기회만 주어지며, 비단어 자극 전체를 정확하게 따라말

하면 1점, 그 이외에는 모두 0점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모든 항목을 

정반응한 경우, 3음절, 4음절, 5음절 과제에서 각각 10점씩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단어 따라말하기 검사 항목을 Appen-

dix 1에 제시하였다.

연구절차

모든 대상자는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연구자와 일대일로 실

험에 참여하였다. 실험 순서는 숫자 바로 따라하기, 숫자 거꾸로 따

라하기, 비단어 따라말하기 순으로 진행되었다. 각 과제 내에서 항

목제시 순서는 숫자 바로 따라하기와 거꾸로 따라하기의 경우 한국 

웩슬러아동지능검사와 동일하게, 비단어 따라말하기의 경우 Ap-

pendix 1에 제시된 순서와 동일하게 하였다. 검사자는 실험 시작 전 

모든 대상자들에게 과제수행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선생님

이 불러주는 숫자를 잘 들은 후 똑같은 순서로(또는 뒤에서부터 앞

으로 거꾸로) 따라하는 거예요” 또는 “선생님이 불러주는 말소리

를 잘 들은 후 똑같이 따라말하는 거예요”라고 방법을 알려주면서, 

각 과제 별로 연습문항을 반복 실시하여 충분한 연습기회를 가졌

다. 아동이 실험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것이 확인되면 이후 본 실험

을 시작하였다. 모든 항목은 단 한 차례의 기회만 허용하였으나, 외

부적인 방해 등으로 아동이 자극어를 못 들었을 경우에는 한 차례 

더 들려주었다. 아동의 모든 반응은 연구자가 직접 기록하였다. 

 

통계 분석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version 23.0(IBM, Armonk, NY, USA)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장애여부(말소리장애 vs. 일반) 및 

연령 집단(6세 vs. 7세) 간 과제유형(바로 vs. 거꾸로)에 따른 숫자 따

라하기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피험자 간-1피험자 

내 혼합설계에 따른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

VA)을 실시하였다. 둘째, 장애여부(말소리장애 vs. 일반) 및 연령 집

단(6세 vs. 7세) 간 음절수(3음절 vs. 4음절 vs. 5음절)에 따른 비단

어 따라말하기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피험자 간-1

피험자 내 혼합설계에 따른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과제유형 및 음절수에 따른 분석 시 Mauchly 구형성 가정을 충

족하지 못한 경우 Greenhouse-Geisser의 수정된 자유도를 이용하

여 결과를 해석하였다. 셋째, 숫자 바로 따라하기, 숫자 거꾸로 따라

하기, 음절수별 비단어 따라말하기 점수와 자음정확도, 수용어휘

량, 표현어휘량 간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여부 및 연령 집단별로 상관관계

를 분석할 경우 대상자수가 10명씩으로 그 수가 너무 적어, 상관관

계 분석은 말소리장애 아동 전체(20명)와 일반아동 전체(20명)에

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간 연령별 과제유형에 따른 

숫자 따라하기 정반응 점수 비교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5세와 6세 집단에서 숫자 바로 

따라하기와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정반응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2와 같다. 두 집단 모두 5세보다 6세의 수행력이 평균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말소리장애 아동의 

경우 5세와 6세 모두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에서 거의 점수를 얻지 

못해 장애여부에 따른 두 집단 간 차이가 매우 두드러진다는 것이

다. 이상과 같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본 결과, 장애여

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F(1, 36) =260.467, p< .001),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F(1, 36) =124.839, p< .001), 그리고 장애여부와 연령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F(1, 36) = 92.450, p< .001)가 유의하였다. 또한 집단 내 

과제유형에 따른 주효과(F(1, 36) =240.925, p< .001)와 장애여부와 

Table 2. Descriptive analysis on the scores of digit span (forward and backward) tasks by groups

SSD group TD group

5 years (N= 10) 6 years (N= 10) Total (N= 20) 5 years (N= 10) 6 years (N= 10) Total (N= 20)

Digit span task 
   Forward 9.00 (1.70) 12.40 (1.58) 10.70 (2.36) 9.80 (1.99) 14.40 (1.58) 12.10 (2.94)
   Backward .40 (1.26) .80 (1.69) .60 (1.47) 7.00 (1.70) 14.80 (1.40) 10.90 (4.2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SSD=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 TD= children with typically devel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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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유형 간 상호작용효과(F(1, 36) =149.453, p< .001)가 유의하였고, 

장애여부, 연령 및 과제유형 간 삼요인 상호작용효과(F(1, 36) =18.132, 

p< .001)도 유의하였다. 그러나 연령과 과제유형 간 상호작용효과

는 유의하지 않았다(F(1, 36) = .019, p>.05).

유의한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사후검정을 위해 이요인 상호작용

효과는 COMPARE 하위명령어를, 삼요인 상호작용효과는 LMA-

TRIX 하위명령어를 syntax editor에 입력하여 결과를 얻었다. 우선 

장애여부와 연령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의 분석 결과, 5세에서도 말

소리장애 집단과 일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나(p< .01), 6세의 

경우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되었다(p< .001). 그리고 

장애여부와 과제유형 간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말소리장애 

집단은 두 과제 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나(p< .001), 일반 집단에서

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마지막으로 

장애여부, 연령, 과제유형 간 삼요인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반아동의 경우 5세에서는 두 과제유형 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p< .001), 6세가 되면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의 수행능력이 향상되

어 두 과제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없어졌다. 반면 말소리장애 아동

은 6세에도 여전히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에 어려움을 보여, 5세와 6

세 모두에서 과제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p< .001) (Fig-

ure 1).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간 연령별 음절수에 따른 

비단어 따라말하기 정반응 점수 비교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5세와 6세 집단에서 음절수별 

비단어 따라말하기 정반응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3과 같

다. 두 집단 모두 모든 음절수에서 5세보다 6세의 수행력이 평균적

으로 높았다. 말소리장애 아동의 경우 음절수가 길어질수록 일반

아동에 비해 수행력이 더욱 저하되어, 장애여부에 따른 두 집단 간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지 알아본 결과, 장애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F(1, 36) =  

91.317, p< .001)와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F(1, 36) =102.158, p< .001)

가 유의하였으나, 장애여부와 연령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F(1, 36) = .034, 

p>.05)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집단 내 음절수에 따른 주효과

(F(1, 36) =72.851, p< .001)와 장애여부와 음절수 간 상호작용효과

(F(1, 36) =30.284, p< .001)는 유의하였으나, 연령과 음절수 간 상호작

용효과(F(1, 36) = .372, p>.05)와 장애여부, 연령, 음절수 간 삼요인 상

Figure 1. Digit span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task type of 5 and 6 years between two groups. ***p < .001.
SSD=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 TD= children with typically developing; DSF= digit span forward; DSB= digit span back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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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ve analysis on the scores of nonword repetition tasks by groups

SSD group TD group

5 years (N= 10) 6 years (N= 10) Total (N= 20) 5 years (N= 10) 6 years (N= 10) Total (N= 20)

Nonword repetition task
   3 syllables 8.10 (.74) 9.80 (.63) 8.95 (1.10) 8.50 (1.08) 9.90 (.32) 9.20 (1.06)
   4 syllables 6.10 (.99) 8.10 (.88) 7.10 (1.37) 8.00 (.94) 9.80 (.42) 8.90 (1.17)
   5 syllables 4.30 (1.06) 6.20 (1.55) 5.25 (1.55) 7.30 (1.06) 9.50 (.53) 8.40 (1.3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SSD=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 TD= children with typically devel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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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효과(F(1, 36) = .258, p>.05)는 유의하지 않았다. 

음절수에 따른 주효과에 대해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

과, 3음절과 4음절, 3음절과 5음절, 4음절과 5음절 간, 즉 모든 음절

수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p< .001). 장애여부와 음절수와 간 상호

작용효과에 대해 COMPARE 하위명령어를 입력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4음절과 5음절 비단어에서는 말소리장애 집단과 일

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나(p< .001), 3음절에서는 장애여부

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p>.05) 

(Figure 2).

각 과제 수행력과 자음정확도, 수용어휘량, 표현어휘량 간 

상관관계

말소리장애 아동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에서 숫자 바로 및 거꾸

로 따라하기 점수, 3음절, 4음절, 5음절 비단어 따라말하기 점수, 그

Table 5. Correlation among task scores, PCC, REVT-R, and REVT-E in TD group

DSF DSB NWR  
(3syl)

NWR  
(4syl)

NWR  
(5syl)

PCC  
(U-TAP, %)

REVT-R  
(raw score)

REVT-E  
(raw score)

DSF 1
DSB .814** 1
NWR (3syl) .434* . 680** 1
NWR (4syl)  .618** .779**  .744** 1
NWR (5syl)  .582** .767**  .587**  .740** 1
PCC (U-TAP, %) -.003 .144 -.016 .119 .038 1
REVT-R (raw score) .626**  .589** .345  .461*  .509* -.040 1
REVT-E (raw score)  .637**  .625** .404  .513*  .513*  .206  .893** 1

TD= children with typically developing; DSF= digit span forward; DSB= digit span backward; NWR= nonword repetition; PCC= 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U-TAP= 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Kim & Shin, 2004); REVT=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REVT-R= receptive score of REVT; 
REVT-E= expressive score of REVT.
*p < .01, **p < .01.

Table 4. Correlation among task scores, PCC, REVT-R, and REVT-E in SSD group

DSF DSB NWR  
(3syl)

NWR  
(4syl)

NWR  
(5syl)

PCC  
(U-TAP, %)

REVT-R  
(raw score)

REVT-E  
(raw score)

DSF 1
DSB -.128 1
NWR (3syl)  .541*  .020 1
NWR (4syl)  .529*  .073  .562** 1
NWR (5syl) .438  .023 .378  .630** 1
PCC (U-TAP, %) .343 -.037 .405 .331 .111 1
REVT-R (raw score)  .739**  .151  .662**  .739**  .584**  .408 1
REVT-E (raw score)  .627**  .190  .555**  .589**  .603**  .428  .880** 1

SSD=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 DSF= digit span forward; DSB= digit span backward; NWR= nonword repetition; PCC= 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U-TAP=  
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Kim & Shin, 2004); REVT=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REVT-R= receptive score 
of REVT; REVT-E= expressive score of REVT.
*p < .01, **p < .01.

Figure 2. Nonword repetition performance according to number of syllables 
between two groups. ***p < .001.
SSD= children with speech sound disorder; TD= children with typically devel-
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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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와 6세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단기기억과 음운작업기억 능력  •  이기은 외

리고 자음정확도, 수용 및 표현어휘량 간 상관관계는 Tables 4, 5와 

같다. 말소리장애 아동의 경우 숫자 바로 따라하기와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고(p>.05), 숫자 바로 따라하

기와 3음절, 4음절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간에 상관계수 .541과 

.529의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p< .05). 비단어 따라말하기에서

는 3음절과 4음절 간, 4음절과 5음절 간 상관계수가 .562와 .630으

로, 상관이 유의하게 있거나 높은 편이었다(p< .01). 반면 일반아동

의 경우 숫자 바로 따라하기와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에서 상관계수 

.814의 유의하게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고(p< .01), 숫자 바로 따라

하기,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3, 4, 5음절 비단어 따라말하기 간에도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p< .05 또는 p< .01). 

자음정확도, 수용 및 표현어휘력과 실험과제 간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집단 모두 자음정확도와 모든 

실험과제 점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p>.05). 

그러나 수용어휘량과 표현어휘량은, 말소리장애 아동은 숫자 거꾸

로 따라하기를, 일반아동은 3음절 비단어 따라말하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제들과 상관이 유의하게 있거나 높은 편이었다(p< .05 또

는 p< .0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5세와 6세의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에게 

숫자 바로 따라하기,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3, 4, 5음절 비단어 따라

말하기 과제를 실시하여, 집단과 연령 간 음운단기기억과 음운작

업기억 능력을 비교하고 두 기억기제와 말소리산출능력, 어휘능력

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숫자 따라하기와 비단

어 따라말하기 과제 모두에서 장애여부와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유

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과제 각각에서 과제유형

과 음절수에 따라 말소리장애 집단과 일반 집단의 수행 양상이 달

랐고, 특히 숫자 따라하기의 경우 연령을 변수에 포함하였을 때에

는 또 다른 양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말소리장애 집단과 일반 집단 

간 수용 및 표현어휘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과제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숫자 따라하기 과제에서 유의하였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

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세와 6

세 모두에서 말소리장애 아동은 과제유형에 상관없이 일반아동보

다 그 수행력이 떨어졌다. 즉, 5세와 6세 말소리장애 아동은 동일 연

령대의 일반아동보다 음운단기기억과 음운작업기억 모두에 결함

을 보인다. 그러나 장애여부와 연령 간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로 인

해, 장애여부에 따른 두 집단 간 차이가 5세보다 6세에서 더욱 두드

러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6세에서 집단 간 격차가 크

게 벌어진 이유는 장애여부, 연령, 과제유형 간 삼요인 상호작용효

과 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일반아동의 경우 숫자 거꾸로 따라

하기는 5세에서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6세가 되면 그 수행력이 급격

하게 향상되어, 숫자 바로 따라하기와 점수상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다시 말해, 일반아동은 5세에는 아직 서툴렀던 작업기억 능력

이 6세가 되면 눈에 띄게 향상되어 단기기억 과제만큼 수월하게 그 

과제를 해낼 수 있다. 반면 말소리장애 아동의 경우 5세뿐 아니라 6

세에도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는 여전히 매우 어려운 과제로, 수행

을 거의 전혀 해내지 못하였다(Table 2). 때문에 작업기억 능력의 격

차로 인해 6세에 이르면 두 집단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 같은 

양상은 장애여부와 과제유형 간 상호작용효과에도 반영되어, 연령

에 상관없이 과제유형에 따라 말소리장애 집단은 유의한 차이를 보

이는 반면, 일반 집단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말소리장애 아동은 음운단기기억 또는 작업기억

에 결함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Afshar et al., 2017; Farquharson et 

al., 2018; Kim & Ha, 2014)과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

구를 통해 말소리장애 아동은 음운작업기억에 특히 더 어려움을 

보이며, 일반아동과 달리 6세가 되어도 그 능력이 조금도 향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말소리장애 아동의 경우 5세에서 6세로 연

령이 높아짐에 따라 음운단기기억은 그래도 점차적으로 향상 되지

만 그에 반해 작업기억은 전혀 발달되지 않았다는 본 연구의 결과

는, 지속적 말소리장애가 음운작업기억의 결함으로 초래될 수 있

고(Farquharson et al., 2018) 지속적 말소리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 

결정적 연령이 5세 6개월 혹은 6세 이후라는 선행연구(Bishop & 

Adams, 1990; Shriberg et al., 1997)를 상기시킨다. 즉, 6세에도 여전

이 말소리산출에 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은 음운작업기억의 결함이 

두드러지고, 그러한 음운작업기억 결함은 말소리장애를 지속시키

는 요인과 관련이 있는 듯 하다. 그러나 5세 말소리장애 아동에게는 

이러한 해석이 적절하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일반아동의 경우

에도 음운작업기억 능력을 활발하게 발달시키는 연령이 6세이기 

때문이다. 

말소리장애 아동이 음운기억에 결함을 보인다는 사실은 본 연구

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결과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연

구 결과 연령에 상관없이 말소리장애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력이 유의하게 떨어졌다. 또한 음절수에 따른 모든 

항목 간 차이가 유의하여, 비단어 따라말하기는 음절길이효과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과제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장애여부와 음절

수 간 유의한 상호작용효과에 대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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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간 수행력 차이는, 3음절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4음절과 5음절에서만 나타났다. 이는 비단어 따라말하기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이며(Gathercole & Baddeley, 

1990), 따라서 장애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민감하게 보기 위해

서는 4음절 이상의 비단어 자극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단어 따라말하기가 음운단기기억과 작업기억 중 어디에 해당

하는 과제인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결과 작업기억보다는 단기기억

을 평가하는 과제에 가깝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이유는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에서와 같이 장애여부에 따른 집단 간 급격한 수

행 차이가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에서는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이

다. 말소리장애 아동은 음절길이가 길어질수록 일반아동보다 더욱 

어려움을 보이기는 했지만,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보다는 훨씬 양호

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비단어 따라말하기는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처럼 적극적인 처리와 조작활동이 요구되는 과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단, 이러한 해석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3, 4, 5음절 

비단어 자극어에만 한정된 것으로, 5음절보다 음절수가 더 길어질 

경우 단기기억 이외에 또 다른 인지기제가 요구될지는 본 연구결과

로는 알 수 없다. 

각 과제의 수행력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말소리장애 집단

과 일반 집단 간 상관 양상은 동일하지 않았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

이점은 숫자 바로 따라하기와 거꾸로 따라하기의 상관으로, 일반

아동은 두 과제유형 간 유의하게 매우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낸 반

면(r= .814, p< .001), 말소리장애 아동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

았다(r= -.128, p>.05) (Tables 4, 5). 이는 말소리장애 집단에서 숫

자 거꾸로 따라하기 과제에 바닥효과(floor effect)가 나타났기 때문

인 것으로 여겨진다. 두 집단 간 숫자 따라하기와 비단어 따라말하

기의 상이한 상관 양상도 이와 유사한 해석이 가능하다. 앞에서 언

급하였듯이 비단어 따라말하기가 단기기억 과제에 해당한다고 전

제할 때, 모든 음절수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력이 숫자 바로 따

라하기뿐 아니라 거꾸로 따라하기의 수행력과도 유의한 상관이 있

었던 일반아동의 결과는 숫자 따라하기 과제에서 두 과제유형 간 

높은 상관을 보여주었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반

면 말소리장애 아동은, 숫자 따라하기에서 두 과제유형 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처럼 비단어 따라말하기 수행력은 단지 

숫자 바로 따라하기와 상관이 있었을 뿐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와

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음운단기기억은 주어진 정보를 단지 

수동적으로 보유하는 것이고, 음운작업기억은 적극적인 처리와 조

작을 통해 그 정보를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기억하려는 노력이

다. 따라서 작업기억은 단기기억을 발판으로 하지만 성공적 처리와 

조작을 위해 그 이상이 필요하다. 그 예로 자극정보에 대해 효율적

으로 주의를 통제할 수 있는 집행주의(executive attention), 그리고 

일련의 말소리 정보들을 민감하고 정확하게 인지하는 음운인식능

력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말소리장애 아동은 주의력 결함을 동반

하고(Joo & Ha, 2018), 음운인식에 어려움을 보인다(Seo, Ko, Oh, & 

Kim, 2017)는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음운단기기억, 주의력, 음

운인식 모두에 결함을 보이는 말소리장애 아동의 경우 그 결함들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음운작업기억 과제의 수행에 이처럼 큰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근본적으로 ‘말소리장애’라는 이 아동들이 

가진 특성과 그와 관련하여 시연활동의 부재 또는 어려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Baddeley의 모델에 의하면 작업기억

은 단기기억 저장소와 시연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Baddeley & 

Hitch, 1974). 그러나 Baddeley의 작업기억 모델은 일반아동에게만 

적용되는 과정으로 여겨진다. 일반아동은 5세와 6세를 거치며 점

차적으로 단기기억을 완성시켜 갔으며, 6세 이후에는 작업기억능

력 또한 급격하게 발달시켜 단기기억만큼 작업기억 과제에도 어려

움이 없었다. 5세 경에는 기본적인 단기기억능력이 갖춰지고, 이후 

능숙한 음운처리 및 음운산출능력이 가능해지면서 내연적(subvo-

cal) 혹은 외연적(vocal) 시연활동을 통해 작업기억능력을 갖추어 

갈 것이다. 그러나 말소리장애 아동의 경우 6세에 이르면 단기기억

능력은, 물론 일반아동보다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

도 갖추었으나 작업기억활동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시연활동은 

말소리를 반복적으로 되뇌는 것으로 이는 분명 능숙한 음운처리 

및 음운산출능력을 전제한다. 따라서 말소리장애 아동이 가진 음

운능력의 결함은 곧 시연활동의 어려움으로 연결되고, 이는 결과

적으로 작업기억활동의 부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하여 Kim (2017)의 연구에서는 말소리장애 아동은 음운정보를 오

랫동안 기억하는 데에 일반아동만큼 시연활동을 통해 이득을 얻

지 못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작업기억능력의 결함은 언어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Archi-

bald, 2017; Baddeley,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각 과제의 수행

력과 자음정확도, 수용어휘량, 표현어휘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말소리장애와 일반아동 모두에서 자음정확도는 

단기기억 및 작업기억 수행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이러한 결

과는 음운처리적 측면까지 아우르기에 자음정확도는 그 측정과 분

석방법상 제한점이 있는 지표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음운

기억과 말소리능력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음정확도 외에 

다른 음운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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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작업기억은 언어발달 가운데에서도 특히 어휘습득과 관련

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Baddeley, 2003). 본 연구에서도 수용

어휘량 및 표현어휘량은 실험 과제의 수행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두 집단 간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

났는데, 말소리장애 집단에서는 숫자 바로 따라하기와 모든 음절수

의 비단어 따라말하기와, 일반 집단에서는 숫자 바로 따라하기, 숫

자 거꾸로 따라하기, 그리고 4음절과 5음절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주목할 점은 일반아동의 경우 수용 및 표

현어휘량은 단기기억 과제뿐 아니라 작업기억 과제와도 관련성이 

있었으나, 말소리장애 아동은 단지 단기기억 과제와만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또한 말소리장애 집단에서 나타난 숫자 거

꾸로 따라하기 과제의 바닥효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능숙하게 어

휘를 습득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미와 연결된 소리정보들을 잘 보유

하고 되뇌여 효과적으로 기억 속에 저장해야 할 것이다. 수용, 표현

어휘량과 단기기억, 작업기억의 유의한 상관관계에 근거할 때, 일반

아동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효율적으로 어휘를 습득해 나가는 듯

하다. 그러나 말소리장애 집단의 경우 작업기억의 결함, 그로 인한 

작업기억과 어휘능력 간 상관관계의 부재라는 본 연구결과는, 말소

리장애 아동은 작업기억기제를 활용하지 못하고 오직 단기기억에

만 의존하여 비효율적으로 어휘를 습득해나갈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모두 언

어능력이 정상 범주에 속하는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들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

째, 말소리장애 아동은 작업기억활동 이외에 또 다른 인지기제 또

는 전략을 활용하여 어휘를 습득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인 

인지능력이 정상으로 보고된 아동들인 만큼 본인의 약점을 보상할 

수 있는 다른 인지기제를 십분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럴 경우 말소리장애 아동의 어휘습득 과정은 일반아동과 질적으

로 다른 것으로 보이며, 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어

휘습득 전략에 대한 여러 이론들에 근거하여 추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자음정확도가 아동들의 음운

처리능력을 반영해주지 못하듯이, 수용어휘량과 표현어휘량의 측

정이 말소리장애 아동의 어휘처리 및 어휘인출능력을 대변해주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

용 ·표현어휘력검사(Kim et al., 2009)는 다소 정적인 평가과제에 속

한다. 수용어휘 평가 시 보기항목의 어휘들은 목표어휘를 방해하

는 요소가 거의 없고, 표현어휘 평가 시에는 목표어휘의 산출과정

에 주저, 수정 등의 동반을 허용하고 최종적으로 목표어휘를 산출

하기만 하면 모두 정반응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수용어휘 평가 시 

보기항목에 의미적 또는 음운적으로 혼란을 주는 방해어휘가 포

함될 경우 목표어휘 선택에 어려움을 보였다는 연구(Ahn, 2016), 

표현어휘 평가 시 자극그림을 보자마자 산출한 첫 반응만을 점수

화하였을 때 어휘인출능력이 떨어졌다는 연구(Kim & Ha, 2018) 

등 말소리장애 아동의 어휘처리 또는 어휘인출능력의 취약함을 보

고한 선행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정적 지식보다 동적 처

리능력 평가에 초점을 둔 과제를 실시하였을 때 말소리장애 아동

의 어휘 결함이 비로소 드러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속적 말소리장애의 결정적 예측 연령인 5세와 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음운단기기억과 음운작업기억력을 구분하여 

비교하고, 두 기억기제와 어휘능력과의 관련성을 심층적으로 분석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험방법상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데, 대상자 수가 많지 않았던 점, 실

험 자극어를 육성으로 들려준 점, 자극어 제시 회수를 엄격하게 제

한하지 못한 점 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여러 

가능성, 추후 연구의 필요성 등 이제부터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들

을 많이 남겨준 연구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여러 가능성들이 보다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본 연구는 그러한 후속연구들에 의미 있는 근

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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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The item list of the nonword repetition task 

비단어 항목

3음절 비단어 4음절 비단어 5음절 비단어

너눙닉 거그툰닌 너멜렘두넥

느롱엘 버딤네둡 버님머넨덱

데릅뜹 더렝겡멘 뽀넘므텍뜹

느람블 꾸머큰넥 드메너쁜눔

니버껑 뜨네벤닐 두레뻬뚤뎁

더눌렁 뻬응믄돔 그렝뎀꾸겝

드넨넵 니덩멜렙 느렌두멀릅

머겜밍 두넘몽뎅 뻬드믈레넴

흐넬맏 뿌른번눕 삐딩두밍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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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5세와 6세 말소리장애 아동의 음운단기기억과 음운작업기억 능력

이기은1,2·하지완1,3

1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언어치료학과, 2굿마인드 언어발달센터, 3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5세와 6세의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간 음운단기기억과 음운작업기억 능력을 비교 분석하여, 두 기억기제와 말소

리산출능력, 어휘능력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대상은 5세와 6세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 20명과 일반아동 20명이었

다. 음운단기기억 및 음운작업기억 평가를 위해, 숫자 바로 따라하기,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말

소리산출능력, 어휘능력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자음정확도, 수용어휘량 및 표현어휘량 지표를 사용하였다. 결과: 숫자 따라하

기와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 모두에서 장애여부와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아동은 5세에서 숫자 바로 따라하

기와 거꾸로 따라하기 수행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6세가 되면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의 수행력이 급격히 향상되어 두 과제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없어졌다. 반면 말소리장애 아동은 6세에도 여전히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에 어려움을 보여, 5세와 6세 모두에서 두 과제

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 모두에서 각 기억과제의 수행력과 자음정확도는 상관이 없었으나, 수용 및 표현어휘량과는 유의한 상

관을 보였다. 그러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과제의 종류는 두 집단이 동일하지 않았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지속적 말소리장애의 

결정적 예측 연령인 5세와 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음운단기기억과 음운작업기억력을 구분하여 비교하고, 두 기억기제와 어휘능력과

의 관련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핵심어: 순수 말소리장애, 음운단기기억, 음운작업기억. 숫자폭 과제,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

본 연구는 2016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No.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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