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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의 주요문제
인 부주의, 충동성, 과잉행동과 같은 결함과 관련된 전전두엽 실행기능 향상을 위해 작업기
억 재활 훈련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ADHD아동에게 컴퓨터보조수업(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CAI)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실험은 3명
의 ADHD아동을 대상으로 대상자간 중다기초선 설계인 단일대상연구법으로 주 2회씩 22회
기로 약 3개월 가량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작업기억능력 중 숫자거꾸로따라하기와 비단어
따라말하기 등이 향상되었고, Kim's 전두엽-관리기능 신경심리검사에서 대상자의 전전두엽
관리기능이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ADHD아동의 전
전두엽 실행기능 향상을 위해 개발한 훈련용 소프트웨어가 작업기억훈련에 효과적임을 보여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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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는 부주의, 충동
성, 과잉행동이 핵심적인 특징으로, 소아정신과에 내원한 전체 아동 중 30-50%가 이에 해당
된다(박미영, 박순말, 조성준, 신민섭, 2010). 과거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아동들은 미세두뇌
손상(minimal brain damage)이라는 개념과 연관시켜 왔지만, 1987년 미국정신과학회의 진단분
류(DSM-III-R)에서 ADHD라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ADHD는 보통 7세 이전에 발병하며 이들
중 대다수가 성인기에도 잔존증상을 보인다. 유병률은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학령기
아동의 3-7%정도이며, 남아가 여아에 비해 3-4 : 1정도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반건호,
2005).

의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가계 연구 및 쌍생아 연구 등을 통해 유전
적 소인이 시사되었고 이러한 유전적 소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발병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으며(Faraone et al., 2005), 신경화학적으로는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이상에 기인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Willcutt et al., 2005). 신경심리학적 연구들은 실행기능이 전두엽
및 관련구조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부주의와 충동성과 같은 ADHD의 핵심증상을 과
잉행동이나 충동성과 같은 전두영역의 이상 시 초래되는 증상과 비교하는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실행기능의 결함이 전두엽 손상환자의 증상과 질적으로 유사함을 확인하였
다(Willcutt et al., 2005). 또한, 여러 연구들에서 ADHD군이 정상군에 비해 실행기능검사에서
낮은 수행을 보였다(박미영 등, 2010; Doyle, 2006).
ADHD의 인지결함 중 가장 두드러진 것 중 하나는 작업기억(working memory)의 손상이며
(Kuntsi, Oosterlaan, & Stevenson, 2001), 전두엽의 손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Schweitzer
et al., 2000). 작업기억에서 정보를 유지하고 사용하는 능력은 전전두피질과 관련이 있으
며(Goldman-Rakic, 1987), 추론 및 문제해결력과 같은 일부 인지능력이 요구된다(Klingberg,
ADHD

2000).

작업기억은 인지와 언어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신민섭, 도례미, 김
수진, 박미영, 2010; 함은선, 2008; Just & Carpenter, 1992), 언어의 이해, 학습, 추론, 문제해
결 등의 복잡한 인지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조작하는 역할
을 담당한다(Baddeley, 1992; 2003). 또한 작업기억은 기억의 발달에 관여하며 아동기 동안
계속적으로 향상되어 복잡한 정신적 능력의 기본이 된다(Nelson et al., 2000). 이처럼 작업기
억은 언어발달, 학습, 사고, 이해 등과 같은 폭넓은 과제의 수행 시 관여하고(이태화, 2001;
Baddeley, 1992), 언어발달과 인지기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개인차를 설명해 주는 요인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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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다(김수진, 김정연, 이혜란, 2004; Adams & Gathercole, 2000).
ADHD에 대한 치료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인지적, 행동적 충동성과 이로 인한 행동문제
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인지행동치료적인 접근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행동치료는 정상아
동으로부터 자폐아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어 왔다. 특히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 토큰강화 프로그램이 치료에 효과가 있었고, 이러한 프로
그램은 아동의 학업 성취 향상에 있어서 약물치료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O'Leary, 1980). 하
지만 인지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기법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며, 학령기 아동
의 경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ADHD아동의 행
동적, 인지적, 정서적인 결함이 주로 신경심리학적인 문제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 인지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Lawrence, Houghton, & Tannock,
2002).

하지만, 국외의 경우 실행기능의 다양한 영역 즉, 계획세우기, 지속적 주의력, 작업기억
력, 행동억제력, 추론 및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적인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ADHD아
동의 자극추구적인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컴퓨터를 이용한 인지치료적인 접근이 유용하다
(Lawrence et al., 2002). 컴퓨터를 이용한 인지치료는 Glisky 등(1986)이 처음으로 수행하였고,
기억력 훈련을 시작으로 해서 인지기능손상이 있는 환자에게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컴
퓨터를 이용한 인지치료의 장점은 스스로 실시하고 배워나감으로써 치료자의 개입시간이
단축되고 수행결과에 대해서 수행자에게 즉시 피드백을 줄 수 있어 치료에 대한 동기를 부
여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등 활용도가 높다(박미영 등, 2010).
이에 따라 컴퓨터를 활용한 인지행동치료적인 접근법이 시도되었고, 학습이나 일상생활
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보이는 주의력, 기억력, 행동억제력과 관련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
실행기능의 향상을 확인하였다(Klingberg, 2000; Klingberg & Forssberg, 2002). Klingberg(2002,
2005)는 ADHD아동에게 작업기억 향상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훈련을 실시한 결과, 시공간
적인 작업기억력, 행동억제능력, 과제에 대한 반응시간, 추론능력 등에서 향상을 보였으며,
추수회기에서도 그 결과가 지속됨을 보고하였다. 현재 컴퓨터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미 공교육 분야에서도 컴퓨터 보조수업(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이하 CAI)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다(김기주, 권상남, 2011; 이숙자, 박태진, 정영일, 조현, 2003). 이러
한 컴퓨터 보조수업은 일반교육뿐만 아니라, ADHD와 지적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에서도
그 활용방안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으며(김수동, 1997; 김은성, 김경미, 강철중, 김지훈, 2011;
최경순, 2013), 컴퓨터를 활용한 치료가 ADHD아동과 학습부진아동에게 미술치료나 그룹
치료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보고된 바 있다(강재정, 2008; Drechsler et al., 2007).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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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남(2013)은 ADHD치료에 인지심리치료 방식을 도입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인지훈련이
ADHD아동의 문제행동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임상용 지능검
사도구인 웩슬러 지능검사(김홍근, 박태진, 2003)에 포함된 항목 중 정보의 유지와 조작을
요구하는 작업기억과 관련된 숫자거꾸로따라하기 과제와 아동이 이전에 습득한 심상어휘나
단어들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차단한 새로운 음운패턴의 기억에 관련된 음운루
프작업기억과제인 비단어따라말하기 과제(이은주, 심현섭, 2003)의 훈련을 통한 작업기억 향
상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ADHD아동의 주의력 강화를 위한 CAI를 실시하
고, 아울러 신경심리검사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는 CAI를 기반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ADHD아동의 작업기억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컴퓨터프로그램을 활용한 작업기억활동이 ADHD아동의 숫자거꾸로따라하기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가?
둘째, 컴퓨터프로그램을 활용한 작업기억활동이 ADHD아동의 비단어따라말하기 수행능
력을 향상시키는가?
셋째, Kim's 전두엽-관리기능 신경심리검사에서 작업기억활동 수행 전후 관리지능지수
(Executive IQ, EIQ)에 차이를 보이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는 DSM-IV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진단기준을 통해 소아정신과에서 ADHD
로 진단된 3명의 아동이 참여하였다. 참여아동의 진단검사 결과는 <표 1>과 같으며, 구체
적인 특성을 아동별로 기술하였다.
아동 A
아동 A는 집중력이 낮고, 불안도가 높으며, 공격적인 성향은 보이지 않는다. 인지는 정상
수준이나 학습장애를 동반하고 있다. 교우관계가 다소 제한적이며 매사에 소극적이고, 자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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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참여자의 정보
연령(년;월) 지능(WISC-III) 언어수준(REVT) 성별
아동 A
8;6
95
7;4
남
아동 B
10;10
75
8;2
남
아동 C
6;7
120
7;0
남
ADHD-PHI ; 과잉행동-충동성 우세형(Predominantly Hyperactive-Impulsive Type)

세부유형
ADHD-PHI*
ADHD-PHI
ADHD-PHI

*

울며 애기소리로 주위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통합언어수준이 생활
연령에 비해 1세 2개월이 지체되어 나타났다. 프로그램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며 제시 과제
를 잘 따라하지만, 난이도가 증가함에 따라 활동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신감이 떨어져 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보였다.
아동 B
아동 B는 컴퓨터게임을 좋아하고, 불안감으로 손톱을 잘 물어뜯으며, 감정절제가 어려워
갑자기 화를 내거나 우는 모습을 보였다. 통합언어수준은 생활연령에 비해 1세 8개월의 지
체를 보였다. 또한 또래에 비해 자기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집중력이 낮으나 프로그램의 활
동수행에는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였다.
2)

아동 C
아동 C는 산만하고 공격적이며, 사회성의 문제로 교우관계가 좋지 않다. 고집이 세고 자
기주장이 강하여 부모나 교사와 잦은 마찰을 일으킨다. 지능이 우수하고 언어수준이 생활
연령에 비해 높지만, 참을성이 없고 화를 잘 내는 편이다. 프로그램의 수행에 있어서 활동
에 대한 수행속도가 빠르지만, 활동참여도에 변화가 커, 상황에 따라 적극적이거나 매우 방
관적인 양분된 태도를 보였다.
3)

2. 연구 도구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검사(K-WISC-Ⅲ, 곽금주, 박혜원, 김청택, 2001)
대상아동의 지적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검사(K-WISC-Ⅲ)를 실시하
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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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김영태, 장
혜성, 임선숙, 백현정, 이현주, 2009)
대상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를 실
시하였다.
2)

전두엽-관리기능 신경심리검사(김홍근, 2001)
전두엽증후군(frontal lobe syndrome)에 특화된 국내 최초의 임상심리검사인 Kim's 전두엽-관
리기능 신경심리검사를 이용해 관리기능(executive function)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DHD아동의 전전두활성도를 살펴보기 위해 관리지능지수(Executive IQ, EIQ)를 작업기억활
동 수행전과 수행후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3) Kim's

숫자거꾸로따라하기(digit backward)
한국판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Ⅲ(곽금주, 박혜원, 김청택, 2001)의 숫자 따라외우기의 DB
과제를 사용하였다. DB과제는 1-9까지의 숫자가 1단계에서 2개, 2단계에서는 3개로, 마지막
7단계에서는 8개의 숫자가 제시되도록 단계마다 제시되는 숫자의 수가 하나씩 증가하였다.
각 단계에 2문항씩,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과제수행 시 동일한 단계에서 두 문항 모
두 오반응시 검사를 중지하였다. 연습 및 본 시행 문항은 <표 2>에 제시하였다.
4)

<표 2> 숫자거꾸로따라하기(DB)
시행1
연습문항
8-2

시행결과

시행2
연습문항

시행결과
5-6

1

2-5

O/X

1

6-3

O/X

2

5-7-4

O/X

2

2-5-9

O/X

3

7-2-9-6

O/X

3

8-4-9-3

O/X

4

4-1-3-5-7

O/X

4

9-7-8-5-2

O/X

5

1-6-5-2-9-8

O/X

5

3-6-7-1-9-4

O/X

6

8-5-9-2-3-4-2

O/X

6

4-5-7-9-2-8-1

O/X

7

6-9-1-6-3-2-5-8

O/X

7

3-1-7-9-5-4-8-2

O/X

총점(0~14):

/14

비단어따라말하기(nonword repetition test)
NRT검사에는 이은주와 심현섭(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비단어따라말하기 과제를 사용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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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비단어따라말하기
문항 2음절 문항 3음절 문항 4음절 문항 5음절 문항
6음절
연습문항 1
바토
연습문항 2
키너
1
푸께 5 뽀가띠 9 구떼프꼬 13 미커누베흐 17 파끼터무케느
2

카니

6

므코나

10

베흐도빠

14

께트모카니

18

프꼬타미커누

3

떼드

7

페쁘보

11

끄코가끼

15

다띠터두떼

19

뿌페브뽀파비

4

기커

8

투데뜨

12

보파삐버

16

쿠께그코까

20

띠더투떼드토

총점 :

최고점수 80)

/80 (

였다. 비단어는 2음절에서 6음절의 CV(자음+모음)구조로 이루어졌고, 각 음절마다 4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숫자거꾸로따라하기와 달리 정오반응에 상관없이
모든 문항을 실시하였고, 정반응한 음절수를 계산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이에 대한 검사
문항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작업기억활동프로그램
본 활동프로그램은 Klingberg(2000), Klingberg와 Forssberg(2002), Klingberg 등(2005)이 사용한
‘RoboMemo’ 작업기억훈련프로그램과 유사한 방식을 적용한 작업기억증진프로그램으로서,
주의력, 기억력, 행동억제력과 관련된 ADHD아동을 대상으로 CAI를 수행하기 위해 Adobe사
의 디렉터MX2004와 마이크로소프트웨어사의 Visual C 를 이용해 연구자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3 x 3의 격자디스플레이에 최소 2개에서 최대 9개의
동물그림이 미리 설정한 초(sec)단위 시간 간격으로 무작위로 제시되며, 참여아동은 제시된
그림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격자디스플레이의 해당 셀을 선택하면 된다. [그림 1]은 작업기
억활동프로그램의 메인화면을 나타낸 것이며, File탭에서는 사용자의 정보를 추가하거나 저
장할 수 있으며, Train탭에서는 수행할 구어, 청각, 시공간과제를 선택할 수 있다. Game탭을
선택하면 갯수별로 과업을 구어적, 청각적, 시공간적으로 각각 수행할 수 있다. Evaluation탭
을 선택하면 각 과제에서 단계별로 수행한 총점과 정오반응률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
한 세부상황을 <표 4>에 제시하였다.
참여아동은 랩탑컴퓨터의 USB포트에 DDR 9방향 패드를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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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작업기억활동프로그램의 메인화면
<표 4> 활동프로그램 메인화면(그림 1)에 대한 설명
번호
이름
설명
제시되는 카드의 숫자를 정하는 버튼이며, 카드가 2개부터 9
1
난이도 버튼
까지 제시가 되는데, 해당하는 카드(그림, 숫자)가 1초 간격으
로 제시된다.
2
정답 리스트
정답 목록을 표시한다.
3
선택한 리스트
사용자가 DDR버튼을 누른 목록을 표시한다.
초단위로 반응시간을 체크하고, 정반응일 경우는 ‘O’, 오
4
반응시간과 정반응 표시창 분과
반응일 경우는 ‘X’로 표시된다.
5
정답 시 누적되는 포인트 문제를 맞히면 포인트가 누적되어 창에 표시된다.

이때 발을 사용하여 각 그림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클릭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이 활동에 흥
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DDR패드의 적용은 아동이 훈련을 활동적으로 할
수 있어 정적인 상태로 훈련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작업기억 훈련이 한층 더
강화되며, DDR패드의 외부 자극요소와 놀이요소를 추가시켜 아동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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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훈련효과를 극대화하는 이점을 갖는다(권상남, 2013).
화면에 나타나는 9개의 격자위치와 DDR 9방향 패드의 위치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작업기억활동의 참여도
를 높이기 위해 정오반응에 대하여 청각 및 시각적인 피드백을 함께 제공하였다.

[그림 2] 컴퓨터 프로그램화면의 격자와 DDR패드의 위치관계

3. 연구 설계
이 연구는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설계(multiple baseline across the subjects design)를 적용한 단
일대상연구(single subject research)이며, 실험은 기초선, 중재, 유지 단계로 시행되었고, 개발한
작업기억활동프로그램이 ADHD아동에게 숫자거꾸로따라하기와 비단어따라말하기 과제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4. 연구 절차
실험장소 및 기간
이 연구는 기초선 기간, 중재 기간, 유지 기간 동안 아동이 다니고 있는 사설클리닉인 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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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센터에서 수행되었다. 실험은 아동별로 주 2회씩, 1회기 당 40분의 활동으로 이루
어졌고, 실험기간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2012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 정도이다.
실험절차
연구자는 기초선 기간에 먼저 아동의 지능, 언어수준, 전전두활성도를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작업기억활동프로그램을 통해 중재를 실시하였으며, 이때 연구자는 매 회기마다 대상
아동의 숫자거꾸로따라하기와 비단어따라말하기 능력을 검사하였고, 모든 중재가 종료된
후 유지검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전전두활성도를 살펴보기 위해 중재 전후에는 Kim's 전
두엽-관리기능 신경심리검사를 수행하였다.
2)

기능평가
먼저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검사(K-WISC-III)를 통해 대상아동의 지적수준을 알아보았으며,
다음으로 대상아동의 언어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를 실시하였
다. 추가적으로 Kim's 전두엽-관리기능 신경심리검사를 통해 작업기억활동 전과 후의 관리
지능지수(EIQ)를 파악하였다.
(1)

기초선
기초선 기간은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설계의 방식에 따라 아동 A, B, C에게 작업기억활동
과 관련한 어떠한 중재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숫자거꾸로따라하기와 비단어따라말하기를
실시하여 3회기이상 안정된 값을 보일 때 작업기억활동프로그램을 이용한 중재를 수행하
였다.
(2)

중재
기초선 기간이 끝난 후 작업기억활동프로그램을 대상아동에게 적용하였다. 중다기초선설
계에 따라 아동 A의 기초선이 안정되었을 때 아동 A의 중재를 시작하여, 중재 단계의 학습
효과가 안정될 때 아동 B의 중재를 시작하였으며, 아동 C도 아동 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 B의 학습효과가 안정될 때 아동 C의 중재가 이루어졌다.
(3)

유지
중재 종료 5일 후 작업기억능력이 유지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작업기억활동프로그램
의 중재가 없는 상태에서 숫자거꾸로따라하기와 비단어따라말하기능력을 관찰한 것이 유지
1이며, 유지 1이 끝난 5일 후에 유지 2를, 유지 2가 끝난 5일 후에 유지 3을 각각 3회에 걸
쳐 실시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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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뢰도
본 연구의 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를 포함한 임상경험 7년 이상의 1
급 언어치료사 2명이 참여하였으며, 사전에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연수하고 관찰을 실시하
였다. 검사결과에 대한 관찰자간 신뢰도는 숫자거꾸로따라하기와 비단어따라말하기 능력평
가에서 각각 100%와 97.5%(범위: 95-100%)로 나타났다.
6. 자료 처리
작업기억활동프로그램의 수행 전과 수행 후 Kim's 전두엽-관리기능 신경심리검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이용해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기초선, 중재, 유지기간 중 매 회기마
다 측정한 숫자거꾸로따라하기와 비단어따라말하기 자료를 기술통계 처리하였다.

Ⅲ. 결과분석
개발한 작업기억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아동의 작업기억이 향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숫자거꾸로따라하기, 비단어따라말하기, Kim's 전두엽-관리기능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
였다.
1. 숫자거꾸로따라하기
작업기억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세 아동의 작업기억이 향상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방안
으로 숫자거꾸로따라하기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기초선, 중재,
유지기간 각각에 대한 숫자거꾸로따라하기(총점 14점)의 평균정반응수를 아동별로 살펴본
결과, 아동 A의 경우 기초선기간의 2회 정반응수에 비해 중재기간에 4.29회의 정반응수로 2
배 이상의 향상을 보였으며, 아동 B와 C에 있어서도 기초선기간에 비해 중재기간에 약 1.5
배 이상의 정반응수 향상을 보였다. 세 아동 모두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기억훈련을 수행한
중재기간의 정반응수가 기초선기간보다 증가하였으며, 유지기간에서도 동일하게 증가한 양
상을 보였다. [그림 3]은 이에 대한 회기별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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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숫자거꾸로따라하기의 평균정반응수
기초선
중재
단계
평균정반응수
대상
회기수 평균정반응수
회기수
(표준편차)
(표준편차)
아동 A
3
2(0)
14
4.29(±0.91)
아동 B
6
3.8(±0.41)
11
5.73(±0.65)
아동 C
9
3.6(±0.5)
8
5.75(±0.71)

유지
회기수 평균정반응수
(표준편차)
3

5.67(±0.58)

3

5.67(±0.58)

3

5.67(±0.58)

[그림 3] 아동별 숫자거꾸로따라하기 정반응수

2. 비단어따라말하기
작업기억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세 아동의 작업기억이 향상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다른 방
안으로 비단어따라말하기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기초선, 중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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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비단어따라말하기의 평균정반응수
기초선기간
단계
대상
회기수 평균정반응수
(±SD)
아동 A
3
56(0)
아동 B
6
60.33(±0.52)
아동 C
9
68.56(±0.53)

중재기간
회기수 평균정반응수
(±SD)

유지기간
회기수 평균정반응수
(±SD)

14

67(±5.02)

3

71.33(±1.15)

11

69.64(±1.8)

3

71.33(±1.15)

8

76.6(±0.52)

3

77.33(±0.58)

[그림 4] 아동별 비단어따라말하기 정반응수

지기간 각각에 대한 비단어따라말하기(총점 80점)의 평균정반응수를 아동별로 살펴본 결과, 아
동 A, 아동 B, 아동 C는 기초선기간에 비해 중재기간에 각각 11회, 9회, 8회가 높게 나타나, 숫
자거꾸로따라하기와 마찬가지로 세 아동 모두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기억훈련을 수행한 중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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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정반응수가 기초선기간보다 증가하였으며, 유지기간에서도 과업수행에 있어 정반응수가
기초선기간보다 높은 양상을 보였다. [그림 4]는 이에 대한 회기별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3. Kim's 전두엽-관리기능 신경심리검사
작업기억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세 아동의 작업기억이 향상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Kim’s 전두엽-관리기능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작업기억훈련프로그램의 중재 전과 중재 후에 실시한 본 검사를 양적, 질적,
관리지능지수로 나누어 아동별로 살펴본 결과, 아동에 따라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동일하
거나 높게 나타났으며, <표 8>에 제시한 Kim’s 전두엽-관리기능 신경심리검사에 대한 EIQ
의 해석기준에 따르면, 아동 A의 EIQ는 경계선(79)에서 평균이하(83)로 사전에 비해 사후에
향상되어 나타났다. 특히 아동 C의 경우 양적, 질적, 관리지능지수에서 크게 향상되었으며,
사전검사에서 EIQ가 평균수준(105)이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최우수수준(131)으로 관리기능
의 두드러진 향상을 보였다. [그림 5]는 아동별 사전사후검사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7> Kim's 전두엽-사전사후검사
사전검사
검사 양적 Kim's 질적
관리지능지수 양적
대상
점수합
점수합
(EIQ)
점수합
아동 A
29
43
79
29
아동 B
22
48
77
23
아동 C
43
45
105
56

사후검사
질적 관리지능지수
점수합
(EIQ)

Kim's

45

83

48

78

48

131

<표 8> Kim’s 전두엽-관리기능 신경심리검사 중 EIQ의 일반적 해석기준
EIQ
백분위(%)
해석
130이상
98-100
최우수
120-129
91-97
우수
110-119
76-90
평균이상
90-109
25-75
평균
80-89
10-24
평균이하
70-79
3-9
경계선
69이하
0-2
관리기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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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아동별 Kim's 전두엽-사전사후검사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연구자들이 자체 개발한 전두엽 활성화훈련 프로그램이 ADHD아동에게 작업
기억과 전전두엽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상자간 중다기초선
설계로 단일대상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중재에 적용한 작업기억훈련프로그램이 참여아동의
작업기억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숫자거꾸로따라하기, 비단어따라말
하기, Kim's 전두엽-관리기능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 관리기능은 인지처리 과정에서 체
계적인 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하며,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을 포함하며(Denckla, 2001), 전전두
엽에서의 인지처리 과정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리기능에 문제를 보이는
ADHD아동의 관리기능지수(EIQ)를 살펴봄으로서 DDR패드를 결합한 소프트웨어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작업기억의 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숫자거꾸로따라하기검사(김홍근, 박태진, 2003)에서
세 아동의 평균정반응수는 기초선기간보다 중재기간과 유지기간 모두에서 1.5-2배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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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값을 보여 총 회기동안 아동들의 작업기억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Kim’s 전
두엽-관리기능 검사(김홍근, 2001)와 작업기억 훈련이 관리기능에 문제를 보이는 ADHD아동
뿐만 아니라 학습장애아동과 경계선급아동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권상남(2013)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비단어따라말하기검사에서 기초선, 중재, 유지기간 각각에 대한 비단어따라말하기의 평균
정반응수를 아동별로 살펴본 결과, 세 아동 모두는 기초선기간에 비해 중재기간에 각각 11
회, 9회, 8회가 높게 나타나, 숫자거꾸로따라하기와 마찬가지로 세 아동 모두 작업기억훈련
을 수행한 중재기간의 정반응수가 기초선기간보다 증가하였으며, 유지기간에서도 기초선기
간보다 높은 과업수행의 정반응수를 보여 총 회기동안 작업기억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
났다. 제한된 음운 정보를 순간적으로 유지하고 조작하도록 하는 인지처리 관리기능의 하
위요소인 이 검사는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으로부터 온 정보를 혼합하거나 단기기억 저장소
에서 처리절차와 장기기억 저장소로부터 회상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인지처리를 할 때 ADHD아동의 좌반구 전두엽 활성정도를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addeley, 2003; Schacter, 2001).

전두엽-관리기능 신경심리검사에서 아동별 양적, 질적, 관리지능지수를 중재 전과
중재 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아동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동
일하거나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 A는 경계급에서 평균이하로 EQI의 향상을 보였고, 특히
아동 C의 경우 양적, 질적, 관리지능지수에서 크게 향상되어 사전검사에서 관리지능지수가
평균수준(105)이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최우수수준(131)으로 나타나 관리기능의 두드러진 향
상을 보였다. 관리기능은 적응기능(adaptive function)과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써 복잡한 목표
지향적 행동에 필요하며, 환경적 요구에 행동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며(Loring, 1999), 인지기
능의 관점에서 관리기능은 주의, 언어, 시공간, 기억과 같은 기초인지기능을 통제하는 상위
인지기능이다(서석교, 김홍근, 2004). 이러한 관리기능의 이상은 전전두엽손상 환자에게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데(Filley, 2001), 본 실험의 결과처럼 관리기능의 문제군으로 보는
ADHD아동의 관리기능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인지의 유연성, 창의성, 계획성, 억제력, 정서,
성격, 사회적 행동 등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Hodges, 1994).
본 연구에서 수행한 작업기억활동프로그램은 숫자거꾸로따라하기, 비단어따라말하기,
Kim's 전두엽-관리기능 신경심리검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동별 정도의 차이는 있
지만 세 명의 ADHD아동의 작업기억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자들이 ADHD아동을 위해 개발한 작업기억활동프로그램이 아동의 전전두엽을 활성
화에 도움을 주고, 아울러 전전두엽 활성화가 ADHD아동의 주의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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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Working Memory Training
Using a Software Program for Working Memory and
Pre-frontal Lobe Activation in the Children with ADHD

*

Song, Ki-Bum

**

Kwon, Sang-Nam

***

Lee, Ji-Yun

This study proposes that development of working memory training software is able to enhance
pre-frontal lobe executive function in connection with inattention, impulsiveness, and hyperactivity for
children with ADHD. In addition, we have studied the effectiveness of the developed software using
CAI(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method. The method of study was single-subject research of
multiple baselines across the subject design for three children with ADH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developed software verifies executive function improvement of pre-frontal lobe for children
with ADHD by Kim's Frontal-Executive Neuropsychological test. It also verifies working memory by
backward digit backword and nonword repetition test. These results, derived from CAI-trained
computerized programs, would be effective in helping children with AD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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