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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이 학습장애아동의 어휘습득과
언어과제수행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최 세 민

**

< 요 약>
본 연구는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이 학습장애아동의 어휘습득과 언어과제수행 및 자기효능
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것이다. 연구대상은 J도 소재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에 재학 중
인 학습장애 아동 20명으로 하였다.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이 학습장애아동의 어휘습득과 언
어과제수행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장애아동을 실험집단과 비
교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각 집단에 10명씩 무선 배치하였다. 실험집단에 배치된 아동은 1
회기당 40분씩 20회기 동안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비교집단에 배치된 아동
에게는 별도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은 학습장애아동의 어휘습득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은 학습장애아동의 언어과제수행 능력을 증
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은 학습장애아동의 자
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학습장애, 작업기억, 어휘,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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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습장애아동의 효율적인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정보처리 과정
상의 특성을 밝히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습장애의 문제를 정보처리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이유는 학습장애의 원인이 개인의 인지적 결함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학습장애아동의 정보처리 과정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고 검토함으로써 인지
적 결함의 실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이상로 등, 1989). 정보처리적 접근에 따르면 학
습장애아동의 학습문제는 주로 사고, 지각, 기억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기억이
학습과제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O'Brien, 1994; Bauer, 1979; Levine,
1989; Swanson, 1993b, 1994; MacInnis & Hemming, 1995).

학습장애아동의 기억에 관한 연구는 초기에 단기기억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작업기억(Working Memory)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Bauer, 1979; Levine, 1989; Swanson, 1994). 작업기억이란 개인이 어떤 인지적인 활동을 수
행하면서 동시에 적은 양의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을 말한다. Swanson(1994)은 작업기억과 단
기기억의 차이점에 대하여 작업 기억은 능동적이고 활성화된 기억인데 반하여 단기기억은
수동적인 형태라고 말 하였다. 즉 작업기억은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동시에 주소를 기억하는 것이나, 어떤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 속의 사건들이 발생한 순서를 기억하는 것과 같이 능동적이고 활성화된 기억을
의미한다. 반면 단기 기억은 소량의 정보(숫자, 문자)를 기억하고 변형되지 않은 형태로 재
생하는 수동적인 기억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단기기억이 단일체계이며 수동적인 반면에
작업기억은 활성화된 기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작업기억은 여러 하부
기관들이 상호작용 하는 활동적인 체계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Baddeley, 1986, 2000).
작업기억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하부기관으로는 시공간 그림철(visuo-spatial scratchpad)과 조
음회로(articulatory loop) 그리고 여러 과제들에 자원을 할당하는 중앙처리부(central executive)
가 있으며, 인지적인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Baddeley, 2000;
Newell & Simon, 1972; Susan, 2006). 시공간 그림철은 시공간적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며
조음회로는 음운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며 중앙처리부는 두 영역의 다양한 정보를 조절
하고 유지하는 영역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므로 개인이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공간 그림철과 조음회로의 용량과 더불어 작업기억 전략을 효율적으
로 활용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작업기억은 처리가 일어나는 작업공간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저장과 처리가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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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공유한다는 것은 처리가 일어나는 동안은 저장을 위해 투여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학습장애 아동의 경우 작업기억 용량의 제한으로 인하여 동
일한 또는 새로운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정보를 기억 속에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학
습과제 해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Siegel & Ryan, 1989; Swanson, 1989).
작업기억능력은 읽기나 수학과 같은 학업과제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복잡한 문제해결과
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athercole & Alloway, 2006; Henry & Winfield, 2010; Hitch,
Towse & Hutton, 2001).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습장애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하여 작업기억 용
량이 작기 때문에 조음회로에 과도한 처리부담을 주는 과제를 수행할 때 중앙집행부가 조
음회로를 지원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해부호화가 필요한 과제에를 수행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Swanson, et al, 1995). 또한, 학습장애 아동은 시연이나 조직화에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저장한 기억을 새로운 내용과 결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러한 문제는 그들의 작업기억 용량의 제한과 더불어 효율적인 활용방법의 곤란 등에서
기인된다고 본다(Bauer, 1979).
그러므로 학습장애아동의 효율적인 과제수행을 위해서는 작업기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교수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장애 아동의 경우 작업기억 능력의 결함으로 인
해 언어이해능력이 낮고 언어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작업기억이 아
동의 언어습득과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Marton & Schwrtz, 2003). 즉 언어적
정보를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언어적 작업기억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읽기장애가 있는 아동은 읽기 교재에 수동적으로 접근하며 독해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과거에는 학습장애아의 독해력 결
함을 구조적인 문제나 언어적 능력의 겸함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문
제를 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Gathercole, & Allowy, 2006). 작업기억과 어휘습득
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의 어휘습득과 작업기억이 서로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Gathercole & Baddeley,1990; Ellis & Tomblin, 2000). 그러므로 학
습장애아동이 어휘습득과 언어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업기억을 효율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몇몇 연구에서도 작업기억과 언어과제수행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점
을 밝히고 있다. 권유현(2003)의 연구에 따르면 단순 언어장애 아동은 짧은 문장보다 긴 문
장의 이해가 낮았는데 이것은 단순 언어장애 아동의 경우 문장이 길어짐에 따라 정보를 처
리함과 동시에 저장할 능력이 낮아지기 때문으로 보았다. 김수진 등(2004)의 연구에서도 유
사한 결과를 얻었는데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작업기억과 언어이해 및 언어과제수행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을 통하여 학습
장애아동의 언어이해와 학습과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Van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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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n et al., 2009; Gathercole & Alloway, 2006).

한편, 학습장애아동은 학습능력의 제한성과 학습과제에서의 실패 경험으로 인해 낮은 자
기효능감을 갖기 쉽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장애아동은 학습과제에 대해 부정적인 태
도를 갖고 있으며, 학습된 무력감을 갖기 쉽고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내력 부족과 더
불어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antwell & Baker, 1991; Elbert, 1993; Feagans,
Merriwether & Haldane, 1991). 학습장애아동의 낮은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지각은 결국 문제해결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unk & Gunn, 1986; 이종삼,
1995).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학습장애 아동 교육에 있어 학습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뿐 아니라
정의적인 측면에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런데
학습장애아동의 자기효능감은 그들의 경험 또는 학습장면에서 과제해결 능력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Schunk, & Gunn, 1986; 이종삼,1996)는 점에서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이 학습장애
아동의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인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을 실시하여 이들
의 어휘능력과 언어적 과제수행능력 및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이 학습장애아동의 어휘습득과 언어적 과제 그리고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은 학습장애아동의 어휘습득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은 학습장애아동의 언어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은 학습장애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J도 소재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습장애 아동 20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연구대상학생의 표집에 있어서 학습장애아동의 선정 기준은 IQ 80이고, 다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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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수반하지 않으며, 읽기능력이 자신의 학년보다 2년 이상 지체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
였다. 대상아동의 선정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연구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학습장애 아동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학급에서 학업성취도가 낮은 하위 10% 아동 중에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36명
을 1차 선별하였다.
둘째, 1차 선별된 아동을 대상으로 K-WISC(Ⅲ)검사 결과 IQ가 80미만인 5명을 제외한 31
명을 2차로 선정하였다.
셋째, KISE 학습장애 선별척도(정대영, 1996)검사결과 언어성 21점 이하, 비언어성 42점
이하로 총점 63점 이하에 해당되는 아동 25명을 선정하였다.
넷째, 기초학습기능검사(박경숙 등, 1989)를 실시하여 읽기 영역에서 해당 학년보다 2년
이상 지체된 아동 20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는 J도 소재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습장애 아동 20명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2)

<표 1> 연구 대상아동의 일반적 특성
연령
집단
대상
실험집단
비교집단

지능

어휘습득

언어과제

자기효능감

M(SD)

M(SD)

M(SD)

M(SD)

M(SD)

10

11.36(1.36)

90.63(7.56)

23.53(5.73)

2.45(.43)

21.12(2.42)

10

11.75(1.43)

91.54(8.34)

24.36(7.15)

2.50(.66)

20.53(2.79)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의 생활연령은 실험집단이 평균 11.36세 이고 비
교집단이 평균 11.75세로 나타났다. 지능은 실험집단의 평균이 90.63 이며 비교집단의 평균
이 91.54로 나타났다. 또한 어휘습득은 실험집단이 평균 23.53이고 비교집단은 24.36 으로
나타났다. 언어과제수행능력은 실험집단 평균이 2.45점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집단의 경우 평
균 2.50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실험집단의 평균이 21.12로 나타났고 비교집단은 20.53
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어휘습득, 언어과제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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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대상아동의 사전검사 점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결과
실험집단(10)
통제집단(10)
영역
M
SD
M
SD
어휘습득
23.53
5.73
24.36
7.15
언어과제
2.45
.43
2.50
.66
자기효능감
21.12
2.42
20.53
2.79

t
.27
.19
.51

*p>.05

검사 점수에 대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영역별 사전검사 결과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은 동질 집단으로 볼 수 있다.
2. 검사도구
어휘습득검사
어휘습득 검사는 최성규(2002)의 한국표준수용어휘력검사와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국어
교과서를 토대로 연구자가 단어목록을 선정하여 제작하였다. 어휘습득 검사는 사전 검사를
거쳐 선별한 50개 단어로 구성하였으며 명사 30단어 동사 20단어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어
휘습득 검사는 보기문항에서 단어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한 5지 선다형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채점기준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르게 반응할 경우 0점으로 하고, 정반응
일 경우 1점으로 채점하였다. 일반아동 17명을 대상으로 본 검사도의 신뢰도를 알아본 결
과 Cronbach a 계수는 .78로 나타났다.
1)

언어과제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언어과제 검사는 Daneman과 Carpenter(1980)가 고안한 읽기범위 과제
를 토대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언어과제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과제에 포함된 문장은 5-7개의 단어로
구성하였으며, 문장의 마지막 단어는 주로 “명사+이다” 형태로 구성되었다.
문장의 개수는 2개 3개 4개 5개 6개로 증가하며 한 문장 당 5번씩 시행한다. 채점 기준
은 다섯 번 시행하여 세 번 이상 정확히 답하면 그때의 문장조건에서의 문장 개수가 피험
자의 언어과제수행능력으로 결정되며, 다섯 번 중 두 번 회상하면 그 시행문장 개수에서
0.5를 뺀 값을 피험자의 언어과제수행능력으로 결정한다. 즉 문장의 개수가 4개인 과제를
제시하여 다섯 번 중 두 번을 정확히 회상할 경우에는 3.5를 피험자의 언어과제수행능력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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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세 번 이상 회상하면 4를 피험자의 언어과제수행능력으로 하였다. 일반아동 17명
을 대상으로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Cronbach a 계수는 .73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검사
자기효능감 검사는 Princh와 De Groot(1990)가 개발한 검사지를 최병연(1999)이 번안하여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것으로 하였다. 이 검사는 과제수행과 관련된 자신감을 묻는 9개의
문항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Likert식 4점 척도를 사용하여 검사하였으며, 선행연구에
서 측정한 Cronbach α계수에 의한 신뢰도는 .78이었다.
3)

3. 실험설계
본 연구의 목적이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이 학습장애아동의 어휘습득과 언어적과제 및 자
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므로 학습장애아동을 두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학
습장애아동을 집단별 10명씩 무선 배치하였다. 그런 다음 실험 집단은 작업기억 활성화 훈
련을 실시하고 비교 집단은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 실험이 종료된 다음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성취결과에 대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설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G1

O1

G2

O3

X1

O2
O4

[그림 1] 실험설계 모형

4. 실험절차
사전검사
피험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어휘력검사, 언어과제수행능력,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사
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시간은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였으며, 장소는 특수학급 교사실
과 교실을 이용하였다. 검사 전에 대상아동과 학급담당 교사(통합학급담당교사)에게 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1)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 프로그램 실시
본 실험은 2011. 5. 2～7. 08 일 까지 1회기당 약 40분동안 주 2-3회씩 전체 20회기를 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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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실험장소는 연구에 참여한 아동이 재학중인 해당학교 특수학급 교실을 이용하였
으며, 실험 장소에는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에 필요한 자료(그림카드, 녹음기, 컴퓨터 등)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실험을 실시하는 동안 외부소음이나 기타 환경으로
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사전에 해당학교 학급담당선생님으로부터 협조를 받았다.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은 연구 대상자가 소속된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실
시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특수교육교사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로서 사전
에 연수를 실시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험 내용과 실시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으며 훈련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험처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훈련프로그램의 구성
훈련프로그램은 권유현(2003)과 Conners(2007)의 연구를 토대로 기억전략과 시각 및 청각
적 자극을 활용하여 자유회상하기, 시연하기, 청각적 언어기억하기, 범주화하기 등 작업기
억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작업기억훈련에 적용하는 단어는 한국표준수용어휘력 검사(최성규, 2002)와 초등학교 5학
년과 6학년 국어교과서를 토대로 선정 하였으며 명사는 동물, 식물, 의류, 놀이, 가전제품,
인물, 음식, 사물, 자연, 학교용품 등을 중심으로 하였고 동사는 학교생활, 가정생활, 지역사
회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1)

실시 방법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은 교육현장에서 아동을 지도하는 특수교육교사가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전 연구자가 실시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였다.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시 연구에 참여한 아동이 프로그램의 내용과 실시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
용할 수 있도록 그림카드(10×15cm)와 녹음자료를 활용하였다. 훈련프로그램은 단계별로 자
유회상하기, 시연하기, 청각적 언어 기억하기, 범주화하기 순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회상하기 단계에서는 제시한 주제단어를 듣고 주제단어와 관련된 단어를 회상하여
말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동물이라고 말하면, 실험에 참여한 아동은 호랑이, 말, 코끼리
등 동물과 관련되어 연상되는 단어를 회상하여 말하도록 하였다. 사전에 2-3회정도 연습문
항을 가지고 연습을 실시하여 실험에 참여한 아동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였다. 이 때 연
구 참여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만약 아동이 관련단어를 회상하지 못하면
질문을 통하여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회상하도록 하였다.
두번째, 시연단계에서는 연구자가 구어로 말한 단어를 아동이 시연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점차 단어의 수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학교라는
단어를 말하면 아동이 학교라고 하고 그다음 공부라는 단어를 말하면 아동은 학교-공부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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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연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청각적 언어기억하기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녹음된 단어를 제시하면 연구 참여
자가 청각기억을 통하여 단어를 기억하여 말하도록 하였다. 청각기억 에서는 두 가지 방법
을 사용하였는데 먼저 순서에 관계없이 기억하기와 순서대로 기억하기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녹음된 단어를 듣고 순서대로 기억하는 방법과 순서에 관계없이 기억하도록 하는 방법
을 모두 사용하였다.
끝으로, 범주화에서는 제시된 자극을 시각과 청각을 통하여 기억한 다음 범주화 하도록
하였다. 먼저, 시각적 과제의 경우 그림카드를 사용하여 제시된 그림과 같은 내용끼리 범주
화 하도록 하였으며 청각적 과제의 경우 녹음된 단어를 듣고 단어를 범주화 하여 재인하도
록 하였다. 예를 들어 학교용품(연필, 책, 지우게, 책가방 등), 가정용품(세탁기, 냉장고, 텔레
비전 등), 탈것(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비행기, 기차 등) 과 관련된 단어를 들려주고 범주
별로 묶어 말하도록 하였다.
한편, 비교집단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이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적용
하지 않았으며, 실험 기간 중에는 실험집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활동에 참여
하지 않도록 하였다. 단, 비교집단의 경우 실험이 종료된 이후 실험집단에 적용된 프로그램
을 같은 기간 동안 적용하였다.
사후검사
사전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자와 연구보조원(특수교육교사)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어휘력, 언어과제수행능력, 자기효능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3)

5.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영역별 집단간 사후 검사결과에 대해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12.0을 이용 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이 학습장애아동의 어휘습득과 언어과제 및 자기효
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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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이 학습장애 아동의 어휘습득에 미치는 영향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이 학습장애아동의 어휘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작
업기억 활성화 훈련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어휘습득의 사후검사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집단별 어휘습득에 대한 t 검정 결과
집 단
N
실험집단
10
비교집단
10

M

SD

t

30.7

5.90

2.76*

24.8

3.56

*p<.05.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은 학습장애아동의 어휘습득에 효
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이 학습장애아동의 언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이 학습장애아동의 언어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언어과제수행능력의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 집단별 언어과제에 대한 t 검정 결과
집 단
N
실험집단
10
비교집단
10

M

SD

t

3.85

.78

2.80*

2.95

.64

*p<.05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은 학습장애아동의 언어과제수행능력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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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이 학습장애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이 학습장애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기효능감의 사후검사점수를 종속변인으로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 집단별 자기효능감에 대한 t 검정 결과
집 단
N
실험집단
10
비교집단
10

M

SD

t

23.70

1.94

2.37*

21.30

2.54

*p<.05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집단간 자기효능감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05수준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작업 기억훈련은 학습장애아동의 자기효능감 증진
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Ⅳ.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이 학습장애아동의 어휘습득과 언어 과제수행 그리고 자
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 대상은 J도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습장애 아동 20명으로 하였다.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이 학습장애아동의 어휘능력과 언어과제수행능력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자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여 무선 배치한
다음 실험집단에는 1회기 당 40분씩 20회기 동안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비교집단은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 실험 종료 후 집단간 어휘능력, 언어과제수행능력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t 검정을 실시하여 비교집단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논의 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은 학습장애아동의 어휘능력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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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작업기억이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어휘능력 또한 이러한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청각적 신호를 음운적 표상으로 부호화해야 하며 입력된 음운적 표상은 음운 저
장소에 일시적으로 저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작업기억은 정보의 개념 이해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작업기억 활용 훈련을 실시함으로서 이러한 능력이 증진되어 나타난 결
과로 추론할 수 있다. 이것은 작업기억이 어휘습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Ellis
& Tomblin, 2000; Cathercole & Baddeley, 1990; Henry & Winfield, 2010)를 지지한다.
둘째,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은 학습장애아동의 언어과제수행능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을 통하여 음운적 정보와 시공간적 정보를 저
장하고, 다양한 정보를 조절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Swanson등(1995, 1996)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장애아동의 경우 조음회로에 과도한
처리부담을 주는 과제를 수행할 때 중앙집행부가 조음회로를 지원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해부호화 과제 수행에서 곤란을 겪기 때문에 언어과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을 통하여 학습장애아동의 작업기억 활용능력이 증진되고 해
부호화 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장애의 주요 문제 중 하나가 작업기억과 관련되어 있으며, 작업기억 활성화 훈
련을 통하여 언어적 과제수행능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장애아동
교육의 실제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은 학습장애아동의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이 학습장애아동의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킨 것은
이들이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을 통하여 어휘습득능력이 증가되고 언어적 과제해결 능력이
향상됨으로서 문제해결과정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인 믿음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지각이기
때문에 긍정적 경험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이 학습장애아동의 어휘능력과 언어과제수행
능력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간 비교를 통하여 양적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개인차가 큰 학습장애 아동 모두 에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은 학습장애아동의 어휘능력 증진에 효과적이다. 이것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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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어휘습득과 작업기억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은 학습장애아동의 언어과제 수행능력 증진에 효과적이다. 이
러한 결과는 학습장애아동의 학업관련 주요 문제 중의 하나인 언어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으
로서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이 학습장애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이것은 작업기억훈련이 학습장애아동의 학업과제 수행능력의 증진 뿐 아니라 정의적인 영
역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이 학습장애아동의 어휘능력과 언어과제 수행능력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것이다. 본 연구를 좀 더 발전시키고 교육현장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학습장애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의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학습장애 아동의 경우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대상의 특
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 뿐 아니라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과 더불어 다른 전략을 적
용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작업기억 활성화 훈련의 일반화와 유지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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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vocabulary acquisition, reading task
and self-efficacy of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by working memory promotion training

Choi, Se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working memory promotion training
for learning disabilitie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0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who
were in their fifth and 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in J province. After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 group were randomly organized with 10 children respectively, the experimental group
provided working memory promotion training in 20 sessions, 40 minutes each,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the training on their vocabulary acquisition, reading task performance and self-efficacy.
No training was provided to the control group.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 the working memory promotion training turned out to be effective at fostering the vocabulary
acquisition skills of the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Second, the working memory promotion
training turned out to be effective at improving the reading task performance of the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Third, the working memory promotion training turned out to be effective at
boosting the self-efficacy of the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Key Word : Learning Disabilities, Working Memory, Vocabulary,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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