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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읽기이해는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미국을 중심으로 읽기이해 능력을 예측

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그에 비해 국내에서는 단어인지에 

대한 예측변인에 대한 연구는 발표된 반면, 읽기이해에 대한 예측변인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읽기이해 능력에 대한 예측변인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초등학교 1학년～초등학교 6학년 총 511명을 대상으로 음운인식, 

빠른 자동 이름대기, 자모이름, 자모소리, 단기기억, 작동기억, 어휘, 문장 따라 말하기, 듣기이

해, 단어인지, 읽기유창성 등의 예측변인 검사와 읽기이해 종속변인 검사를 실시한 후, 학년별 

읽기이해 능력 예측변인을 탐색하였다. 결과: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읽기이해질

문 검사를 종속변인으로 할 때, 4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에서 듣기이해가, 1, 2학년에서 문장 

따라 말하기가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과정근거 읽기검사를 종속변인으로 

할 때, 어휘가 초등학교 2, 5, 6학년에서 읽기이해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읽기이해 검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듣기이해와 어휘가 읽기이해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의 요약, 연구 결과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에 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언어청각
장애연구, 2010;15;357-380.

핵심어:  읽기이해, 예측연구, 듣기이해, 어휘, 단어인지, 읽기유창성

Ⅰ. 서 론

지난 30여 년간 읽기이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

인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발표 되었다. 이러한 노

력의 초기에 제안되었던 단순읽기모델(Simple view 

of reading)에서는 읽기이해를 음독(decoding)과 듣

기이해(listening comprehension)의 산물이라고 제

안하였으며(Gough & Tunmer, 1986; Hoover & 

Gough, 1990), 그 이후 수없이 많은 연구에서 이 모델

에 대한 인용 및 타당성 검증이 시도되었다. Duke

(2007)는 2000∼2004년 사이 Gough & Tunmer

(1986)의 연구를 언급한 논문이 75편에 이르며, 같은 

기간 Hoover & Gough (1990)의 연구를 언급한 논문

이 39편이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

의 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를 보고한 것은 아니었다. 

이 들 연구 중 단순읽기모델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음독과 듣기이해는 읽기이해를 

약 40∼80%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reyer &

Katz, 1992; Hoover&Gough, 1990; Georgiou, Das&

Hayward, 2009). 또한 학년이 낮을수록 음독이 읽기

이해에 대한 예측력이 더 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

독의 예측력이 줄어드는 대신 듣기이해의 예측력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eorgiou, Das & Hayward, 

2009). 그러나 최근에는 음독과 듣기이해만으로는 읽

기이해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

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음독과 듣기이해 이외에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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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해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언어능력(어휘, 통사

처리 포함), 읽기유창성, 음운기억(단기기억, 작동기

억 포함), 음운인식, 빠른 자동 이름대기, 자모지식(자

모이름, 자모소리) 등을 제안하였다. 

최근 들어 읽기이해에서 어휘가 차지하는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Ouellette, 2006; Ricketts, Nation 

& Bishop, 2007; Yovanoff et al., 2005). Braze et 

al. (2007)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음

독과 듣기이해 이외에 어휘가 읽기이해를 추가적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Ouellette & Beers

(2010)의 연구에서도 음독과 듣기이해 이외에 어휘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읽기이해를 예측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국내에서도 초등학교 고학

년 읽기부진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어휘가 

읽기이해를 가장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

다(김애화․황민아, 2008; 이일화, 2005; 정미란, 2009). 

읽기유창성의 중요성은 National Reading Panel

이 발표된 2000년도를 기점으로 강조되었다. 여러 연

구에서 읽기유창성은 읽기이해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Fuchs et al., 2001; Jenkins 

et al., 2003; Rupley, Willson & Nichols, 1998), 읽기

이해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utting 

& Scarborough, 2006; Jenkins et al., 2003; Tilstra 

et al., 2009). 특히, Tilstra et al. (2009)의 연구에서

는 읽기유창성이 음독과 듣기이해 이외에 초등학교 4

학년, 7학년, 9학년 학생의 읽기이해를 추가적으로 예

측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학년

이 증가함에 따라 예측변인에 대한 음독의 예측력은 

감소하는 반면, 읽기유창성의 예측력은 상당히 안정

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이

일화․김동일(2003)의 연구에서 유창성과 읽기이해 

간의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나, 회귀분석

은 실시하지 않았다. 한편,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

로 실시한 김애화․황민아(2008)의 연구에서는 읽기

유창성이 읽기이해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하였다. 

읽기이해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연구되었던 기억 

과제들은 주로 구어로 제시된 음운정보에 대한 기억

을 측정하였는데 Baddley & Hitch (1974)의 작동기

억 모델에서 음운회로(phonological loop)의 저장 기능

만 반영되었는지 혹은 중앙집행부(central executive)

의 처리 기능이 반영되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숫자 

바로 따라하기나, 무의미단어 따라 말하기 과제는 음

운정보의 저장 기능만을 요구하는 과제로 단기기억 

과제로도 불리운다(Gathercole & Pickering, 2000). 

음운 저장뿐 아니라 중앙집행부의 처리가 요구되는 

작동기억 과제로는 숫자 거꾸로 따라말하기, 읽기 폭 

과제 등이 사용되어왔다. 

일반적으로 읽기이해와 음운 단기기억과의 연관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지만(Nation et 

al., 1999; Stothard & Hulme, 1992) 읽기이해와 음

운 작동기억과의 연관성은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되어 

왔다. 읽기이해 부진아동들이 정상아동들에 비하여 작

동기억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보이고(도경수․이은주, 

2006; Yuill, Oakhill & Parkin, 1989), 다양한 작동기

억 과제 수행과 읽기이해와의 상관이 유의미하다고 보

고되었다(Oakhill, Cain & Bryant, 2003; Seigneuric 

et al., 2000). 이와 반면, 음운 작동기억은 언어능력이

나 지능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음운 작동기억과 읽기

이해의 관련성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이 어렵다고 주장

한 학자들도 있었다(Cutting & Scarborough 2006; 

Nation et al., 1999; Stothard & Hulme, 1992). 이에 

최근 Cain, Oakhill & Bryant (2004)는 음운기억이 

언어성 지능, 어휘, 음독을 통제한 후에도 읽기이해를 

유의하게 예측하는지를 4년 동안 추적한 연구 결과, 

음운기억이 음독, 어휘, 지능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읽기이해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국내에서도 음운 작동기억이 읽기이해

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보고한 연구들이 

수편 발표되었다(이일화, 2005; 정미란, 2009).

문장 따라 말하기 과제는 검사자가 들려준 문장을 

회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언어정보의 저장 능력이 요

구되는 기억과제이다. 그러나 다른 단기기억 과제와 

달리, 문장을 듣고 따라 말하는 과정에서 의미나 통사

처리와 같은 언어능력이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억만을 측정하는 과제로 보기 어렵다. 문장 

따라 말하기와 읽기이해 능력과의 연관에 대한 직접적

인 연구는 적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문장 따라 말하기

는 언어장애 아동들이 특히 취약하며, 언어장애 아동

을 선별하는데 가장 유용한 과제로 보고되었다(Conti-

Ramsden, Botting & Faragher, 2001; Redmond, 

2005; Stokes et al., 2006). 문장 따라 말하기는 많은 

언어검사의 하위검사에 포함되어 왔는데, 주로 문법 

표현능력의 발달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되며(예: 

Clinical Evaluation of Language Fundamentals-

Revised, Test of Language Development-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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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문장 따라 말하기의 수행과 아동의 문법 

발달과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고하였다(Devescovi & 

Caselli, 2007). 읽기 분야의 연구들에서 문장 따라 말

하기는 대부분 표준화된 언어검사의 하위검사로서 언

어표현이나, 문법 능력 지표의 일부로서 읽기이해 능력

과의 관련성이 조사되었다(Catts et al., 1999) Catts 

et al. (2001)은 유치원 때의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이 

2학년 때 읽기 어려움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보고하였다. 

음운인식은 단어인지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변인으로

서, 수많은 연구에서 음운인식이 향후 단어인지를 예측

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밝혀졌다(de Jong & van der 

Leij, 1999; Juel, 1988; McBride-Chang & Kail, 2002; 

Schatschneider et al., 2004; Stanovich, Cunningham 

& Cramer, 1984; Yopp, 1988). 이에 비해 음운인식이 

읽기이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는 수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이러한 연구들이 일관

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Georgiou, Das & Hayward (2009)는 음운인식이 읽

기이해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 아님을 보고한 반

면, Johnston & Kirby (2006)는 음운인식이 음독과 

듣기이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읽기이해를 예측하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들에서는 음운인식과 단어

인지 간의 상관 또는 음운인식이 단어인지를 얼마나 

예측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 반면(김선옥․

조희숙, 2006; 김현자․조증열, 2001; 이혜숙․박현

숙, 1999), 음인인식과 읽기이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는 이일화(2005)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은 상황이다. 이일화(2005)의 연구에서는 어휘와 

통사처리가 읽기이해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인 반면, 

음운인식은 유의한 변인이 아님을 보고하였다. 

빠른 자동 이름대기도 음운인식과 마찬가지로 단

어인지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Bowers & Swanson, 1991; Torgesen et al., 1997; 

Wolf & Bowers, 1999), 특히, 표층 표기 체계 언어권

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핀란드

어 de Jong & van der Leij, 1999; 2002; 이탈리아어 

Di Filippo et al., 2006; 독일어 Wimmer, 1993). 최근 

빠른 자동 이름대기가 읽기이해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수 편 발표되었는데, 이러

한 연구들에서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Johnston & Kirby (2006)와 Joshi & Aaron (2000) 

등은 빠른 자동 이름대기가 음독과 듣기이해를 통제

한 후에 읽기이해를 유의하게 예측한다고 보고하였

다. 이에 비해 Cutting & Scarborough (2006)는 빠

른 자동 이름대기가 읽기이해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읽기장애, 단순언

어장애, 읽기부진 학생들과 일반학생의 빠른 자동 이

름대기 능력을 비교한 논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

미경․윤치연․안성우, 2003; 신성웅, 2001). 빠른 자

동 이름대기와 단어인지 및 읽기유창성에 관한 연구

가 몇 편 발표 되었지만(박유정, 2006; 송은영․황민

아, 2005; 이진옥, 2002), 빠른 자동 이름대기가 읽기

이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 

자모지식은 일찍이 Smith (1928)에 의해 단어인지에 

대한 높은 예측력을 지닌 변인으로 언급하였으며, 그 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단어인지 능력과의 높은 상관이 있다

는 것이 보고되었다(예: Catts et al., 2001; Holopainen, 

Ahonen & Lyytinen, 2001; Schatschneider et al., 

2004). 최근 자모지식이 읽기이해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수편 발표되었는데, 이러

한 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 않은 상황

이다. Leppanen et al. (2008)은 자모지식이 향후 읽기

이해 능력을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반면, 

Muter et al. (2004)은 자모지식이 단어인지를 예측하

는 유의한 변인이지만 읽기이해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

인은 아니라고 보고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자모지식

이 단어인지 능력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임을 보고한 

논문이 수 편 있었지만(예: 김애화․유현실․김의정, 

2010; Kim, 2009), 읽기이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을 연구한 논문의 발표된 바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독, 듣기이해, 어휘, 

읽기유창성, 음운기억, 문장 따라 말하기, 음운인식, 

빠른 자동 이름대기 등이 읽기이해를 예측하는 중요

한 변인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변인들이 일관되게 

연구의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와 같

이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지 못한 이유로는 연구대상 

연령의 차이와 어떠한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포함하였

는가에 대한 차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에

서 발표된 연구들은 취학전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을 대상으로 실시하거나(이일화․김동일, 2003) 초등

학교 고학년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김애화․

황민아, 2008; 이일화, 2005; 이임숙․조증열, 2003; 

정미란, 2009), 초등학교 전반에 걸친 연구는 실시된 

바가 없다. 또한 예측변인에 대한 예측연구들은 단어

인지 능력을 예측하는 변인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



언어청각장애연구 2010;15;357-380

360

학년 성별
지역

체 합계 
경기도 천안

1 

학년

남  26(57%)  20(43%)  46(100%)

여  27(60%)  18(40%)  45(100%)

합계  53(58%)  38(42%)  91(100%)

2 

학년

남  26(67%)  13(33%)  39(100%)

여  26(68%)  12(32%)  38(100%)

합계  52(68%)  25(32%)  77(100%)

3 

학년

남  28(64%)  16(36%)  44(100%)

여  27(60%)  18(40%)  45(100%)

합계  55(62%)  34(38%)  89(100%)

4 

학년

남  26(60%)  17(40%)  43(100%)

여  28(70%)  12(30%)  40(100%)

합계  54(65%)  29(35%)  83(100%)

5 

학년

남  29(63%)  17(37%)  46(100%)

여  25(63%)  15(37%)  40(100%)

합계  54(63%)  32(37%)  86(100%)

6 

학년

남  28(67%)  14(33%)  42(100%)

여  27(63%)  16(37%)  43(100%)

합계  55(65%)  30(35%)  85(100%)

체합계 323(63%) 188(37%) 511(100%)

<표- 1> 연구 상의 학년별, 지역별, 성별 분포

었으며(김선옥․조희숙, 2006; 김현자․조증열, 2001; 

이혜숙․박현숙, 1999; Cho, 2009; Kim, 2009), 상대

적으로 읽기이해를 예측하는 변인에 관한 연구는 수

가 적었다. 더욱이 국내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변

인들을 모두 포함한 연구들이 없었으며, 특히 단순읽

기모델에서 제안한 음독과 듣기이해를 독립변인으로 

포함한 연구들이 실시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초등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읽기이해 능력에 대

한 예측변인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예측변인으로는 

선행 문헌에서 이론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변인들을 

다양하게 포함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학년별로 어떤 변인이 읽기이해 능력을 가

장 잘 예측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 천안 지역 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

인 초등학교 1학년∼초등학교 6학년 학생 총 5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은 연구 대상의 학년별, 지

역별, 성별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측의 협조

를 얻어 각 학년별로 1개 학급을 선정하여 그 반의 

모든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검사들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11개의 예측변인과 2개의 종속변인

을 포함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예측변인의 기반이 

되는 능력(antecedents of reading)으로 선행 문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음운인식, 빠른 자동 이름대기 검사, 

자음이름, 자음소리, 단기기억, 작동기억, 어휘, 문장 

따라 말하기, 듣기이해, 단어인지, 읽기유창성 검사가 

사용되었다. 종속변인으로는 읽기이해질문과 교육과

정근거 읽기검사가 사용되었다. 이외에 읽기이해 능

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능을 측정한 후, 이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표 - 2>는 예측변인, 

종속변인, 통제변인 검사의 신뢰도를 제시하고 있다. 

<표- 2> 각 검사별 내 일 성 계수(Cronbach’s α)

소검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읽기이해질문 .771 .745 .708 .771 .645 .489

교육과정근거 

읽기검사
- .805 .787 .606 .797 .772

지능검사 .856 .837 .886 .839 .845 .845

음운인식 .970 - - - - -

빠른 자동 

이름 기
.953 .965 .963 .960 .953 .965

자모이름 .857 .939 .883 - - -

자모소리 .955 .959 .966 .951 .958 .954

단기기억 .915 .917 .899 .801 .882 .872

작동기억 .648 .753 .710 .756 .807 .780

어휘 - .899 .905 .917 .927 .910

문장 따라 

말하기
.892 .888 .830 .851 .879 .878

듣기이해 .640 .718 .569 .577 .512 .578

단어인지 .975 .946 .935 .967 .961 .862

읽기유창성 .964 .944 .950 .915 .950 .865

가.  예측변인

(1) 음운인식 검사

음운인식 검사는 선행 검사(예: Comprehensive 

Test of Phonological Processing, Dynamic In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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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or of Basic Early Literacy Skills) 및 선행 문헌

(예: 김선옥․조희숙, 2006; 서유경․안성우․김유, 

2005; 이차숙, 1999; de Jong & van der Leji, 2002; 

Holopainen et al., 2000; Schatschneider et al., 2004)

을 기반으로 개발하였으며, 이들 선행 문헌을 근거로 

초등학교 1학년에게만 실시하였다. 본 음운인식 검사

는 음절, 초성-각운, 음절체-종성, 음소의 음운인식 

단위(phonological unit; 음절 단위, 초성-각운 단위, 

음절체-종성 단위, 음소 단위) 별로 변별, 분리, 합성, 

분절, 탈락, 대치 과제를 포함하도록 총 18개의 소검

사로 구성하였다. 음절인식 과제로는 음절변별, 음절

분리, 음절합성, 음절분절, 음절탈락, 음절대치가 포함

되었고, 초성-각운 인식 과제로는 초성-각운 변별, 초

성-각운 합성, 초성-각운 분절가 포함되었으며, 음절

체-종성 인식 과제로는 음절체-종성 변별, 음절체-종

성 합성, 음절체-종성 분절가 포함되었으며, 음소인식 

과제로는 음소변별, 음소분리, 음소합성, 음소분절, 음

소탈락, 음소대치가 포함되었다. 각 소검사별 7∼8문

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128문항이었다. 세 개를 

연속해서 틀리면 이를 중지점으로 보아 검사를 종료

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

점하여 각 소검사별 총점을 산출하였다. 

(2) 빠른 자동 이름 기 검사

빠른 자동 이름대기 검사는 선행 검사(예: Compre-

hensive Test of Phonological Processing) 및 선행 

문헌(예: Denckla & Rudel, 1976)을 기반으로 두 개

의 소검사로 구성하였다: (1) 빠른 자동 이름대기: 글

자, (2) 빠른 자동 이름대기: 물체. 각 검사지는 학생들

에게 친숙한 글자와 물체를 각각 5개씩 선택한 후, 각 

항목이 20번씩 무작위로 반복되도록 구성하였다. 학생

이 제시한 글자나 물체의 이름을 올바르게 말하면 정

답으로, 올바르지 않게 말하거나 생략하면 오답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학생이 3초 이상 대답하지 못하면 

오답으로 처리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학생이 다섯 개를 연속해서 틀리면 이를 중지점으로 

보아 검사를 종료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점하여 각 자극별(예: 글자 마, 글자 바, 

모자, 버스 등) 점수와 소검사별 총점을 산출하였다. 

(3) 자모이름 검사

자모이름 검사는 선행 문헌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김선옥․조희숙, 2006; 최나야․이순형, 2008; Landerl 

& Wimmer, 2008; Schatschneider et al., 2004). 자

모이름 검사지는 한글 자음 19개와 모음 21개를 모두 

포함하도록 구성하였다. 학생이 세 개를 연속해서 틀

리면 이를 중지점으로 보아 검사를 종료하였다. 각 문

항의 응답은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점하여 각 소

검사별 총점을 산출하였다. 

(4) 자모소리 검사

자모소리 검사는 선행 문헌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김선옥․조희숙, 2006; 최나야․이순형, 2008; Landerl 

& Wimmer, 2008; Schatschneider et al., 2004). 자

음소리 검사지는 18개 자음 초성과 16개 자음 종성으

로 구성하였다. 한글의 모음은 이름과 소리가 일치하

기 때문에, 소리 검사에서 제외하였다. 학생이 세 개를 

연속해서 틀리면 이를 중지점으로 보아 검사를 종료

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

점하여 각 소검사별 총점을 산출하였다. 

(5) 단기기억 검사

본 연구에서는 숫자 바로 따라하기와 무의미 단어 

따라하기 검사를 작동기억 검사로 사용하였다. 숫자 

바로 따라하기 검사는 선행 검사(예: Comprehensive 

Test of Phonological Processing, K-WISC III) 

및 선행 문헌(김애화, 2006)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숫자 바로 따라하기 검사는 검사자가 소리 내어 읽어 

준 숫자들을 학생이 같은 순서로 정확히 따라하는 정

도를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다. 검사문항은 1부터 9까

지 수에서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제작한 일련의 숫자

열로 구성되었다. 숫자열은 4개에서 9개의 숫자들로 

구성되었고, 각 숫자열 별로 2개 문항씩 총 12개 문항

을 제작하였다. 각 숫자열 별 2개 문항에서 모두 오반

응 하면 이를 중지점으로 보아 검사를 종료하고, 한 

문항이라도 정반응을 하면 다음 숫자열 검사를 진행

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

점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무의미 단어 따라하기 검사는 선행 문

헌(Gathercole & Adams, 1993; Metsala, 1999)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무의미 단어 따라하기 검사는 

학생들이 검사자가 소리 내어 읽어 준 무의미 단어를 

따라하는 정도를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다. 무의미 단

어 따라하기는 2음절 수준에서 6음절 무의미 단어로 

구성하였으며, 각 음절수준 별 8개씩 총 40개의 무의

미 단어로 구성하였다. 무의미단어들은 한국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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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가능한 CV, CVC, VC의 음절구조를 조합하여 

연속된 두 개 이상의 음절조합이 의미 있는 단어가 되

지 않도록 제작하였다. 무의미단어를 발음할 때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모든 단어의 표기와 발

음이 동일하였다. 과제는 검사자가 자연스러운 속도

로 소리 내어 읽어준 무의미단어를 학생들이 정확하

게 따라하는지를 측정하였다. 학생이 각 음절 수준의 

8개 중에서 4개 이상 정반응을 보이면 다음 음절 수준

을 실시하였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중지점으로 보

아 검사를 종료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점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6) 작동기억 검사

본 연구에서는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와 읽기폭 검

사를 작동기억 검사로 사용하였다. 숫자 거꾸로 따라

하기 검사는 선행 검사(예: Comprehensive Test of 

Phonological Processing, K-WISC III)및 선행 문

헌(김애화, 2006)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숫자 거꾸

로 따라하기 검사는 검사자가 소리 내어 읽어 준 숫자

들을 학생이 거꾸로 정확히 따라하는 정도를 측정하

도록 개발되었다. 검사문항은 1부터 9까지 수에서 무

작위 표본 추출하여 제작한 일련의 숫자열로 구성되

었다. 숫자열은 3개에서 8개의 숫자들로 구성되었고, 

각 숫자열 별로 2개씩 총 12개 문항을 제작하였다. 각 

숫자열 별 2개 문항에서 모두 오반응 하면 이를 중지

점으로 보아 검사를 종료하고, 한 문항이라도 정반응

을 하면 다음 숫자열 검사를 진행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점하여 총점을 산출

하였다. 

본 연구의 읽기폭 검사는 Daneman & Carpenter

(1980)의 읽기폭 과제를 기반으로 고선희․최경순․

황민아(2009)가 개발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읽기폭 

검사는 학생들이 한 세트에 포함된 문장들을 소리 내

어 읽으면서 동시에 문장의 마지막 단어를 기억하는 

과제이다. 문장은 3어절의 마지막 단어를 수식하는 관

형구 형태로 제작하였다(예: 손가락에 끼는 반지). 검

사문항은 20개의 문장세트로 구성하였다. 각 문장세

트는 두 개에서 다섯 개까지의 문장들을 포함하였는

데,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세트는 2문장 수준에 해

당한다. 2, 3, 4, 5문장 수준 각각 5세트씩 총 20개 세

트가 구성되었다. 학생이 각 문장 수준의 5세트 중에

서 3세트 이상 정반응을 보이면 다음 문장 수준을 실

시하였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중지점으로 보아 검

사를 종료하였다. 점수는 각 문장 수준 내 한 세트에 

포함된 모든 목표 단어를 순서에 관계없이 정확하게 

회상하였으면 1점을 주었고, 한 세트 내 모든 목표 단

어들 중 하나라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면 0점을 주었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문항의 응답은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점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7) 어휘 검사

다양한 수준의 어휘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하위검사를 사용하였다: (1) 반대말 검사, (2) 

비슷한 말 검사, (3) 유추어휘 검사. 반대말과 비슷한 

말 검사들은 국내외 선행 문헌을 바탕으로 개발하였

으며(김만권, 1998; 김애화․황민아, 2008; 이나미․

윤점룡, 1990; Woodcock, 1998), 유추어휘 검사는 정

미란(2009)이 선행 검사 및 선행 문헌을 참고하여 제

작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학생들은 예시 문항을 먼저 

보고 과제를 이해한 후, 본 문항에 대한 답을 직접 써

넣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반대말 검사의 

예시 문항은 “낮의 반대말은 밤입니다”로, 본 문항은 

“위 - ( )”, “더러운 - ( )”의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각 검사별로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채점은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어휘를 쓰면 정답(2점), 틀린 답을 쓰

거나 답을 쓰지 않으면 오답(0점)으로 처리하였으며, 

정답 어휘와 품사나 활용형이 다른 경우에는 1점으로 

처리하였다. 어휘 검사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

필형식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1학년 학생에게는 어

려운 과제로 판단되어 실시하지 않았다. 

(8) 문장 따라 말하기 

문장 따라 말하기 검사는 선행 문헌(Berry-Luterman 

& Bar, 1971; McDade, Simson & Lamb, 1982)을 

바탕으로 황민아․고선희․최경순(2008)이 개발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문장 따라 말하기 과제는 검사자

가 소리 내어 읽어준 문장을 그대로 따라 말하는 과제

이다. 검사 문항들은 문장의 길이와 문장의 문법 표지

를 포함한 문법적 복잡성에 근거하여 점차적으로 길고 

복잡한 문장들로 구성하였다. 문장들에 포함된 문법 

표지들은 다음과 같다. 조사의 경우 발달상 중요한 표

지가 되는 조사(예: 격조사 및 다양한 쓰임의 부사격조

사, 접속조사 및 다양한 보조사 등)를 포함시켰으며, 

태에 있어서 피동, 사동 형태를 포함시켰다. 복문에서

는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을 포함시

켰다. 문장의 구성은 대조, 비교, 나열, 이유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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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다. 문장 종결 형태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및 부정문을 사용하였으며, 시제 표현은 과거

형, 현재형, 미래형, 진행형, 완료형을 골고루 섞어 사

용하였다. 문장의 길이는 조사를 포함한 5개 단어로 

구성된 단문에서부터 23개의 단어로 구성된 복문까지 

구성하였다. 전체 문장 수는 36문항으로, 모든 학생들

이 1번 문항부터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연속하여 5개 

문항에서 오반응이 나오면 검사를 중단하였다. 각 문

항의 문장을 정확하게 따라 말하면 1점, 한 음절이라도 

틀리면 0점으로 채점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9) 읽기유창성 검사

학생들의 읽기유창성을 평가하기 위해 (1) 이야기

글 검사와 (2) 설명글 검사를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읽기유창성 평가를 위한 읽기지문은 다음과 같은 원

리와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첫째, 각 학년별 읽기지

문의 이독성(readability)을 고려한 지문을 개발하였

다. 이를 위해 1∼6학년 읽기교과서 분석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야기글과 설명글 별로 각 학년 평균 문장 당 

어절 수와 총 문장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학생들의 읽

기지문에 대한 선행지식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 이

야기글은 학생들에게 생소한 소재의 전래동화(예: 돼

지가 ‘꿀꿀’하고 우는 이유)를, 설명글은 학생들에게 

생소한 식물(예: 익모초)에 대한 글을 집필하였다. 셋

째,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어휘를 사용하여 읽기지문

을 집필하였다. 본 연구에서 읽기유창성 점수는 1분 

동안 읽은 전체 어절 수에서 틀리게 읽은 오류 어절 

수를 빼서 산출하였다. 

(10) 듣기이해질문 검사

듣기이해력을 평가하기 위해 선행 검사(예: Gates-

MacGinitie Reading Test, 읽기진단검사, 읽기 

평가-교수 도구) 및 선행 문헌(김애화․황민아, 2008; 

김의정․최혜승․장대준, 2006; Edwards & Chard, 

2000; Hansen, 1978; Irwin & Mitchell, 1983)을 기

반으로 개발하였다. 듣기이해검사는 이야기식 글 지

문을 사용하였고, 이야기식 글 지문은 읽기유창성 검

사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개발하였다. 검사문항은 7개

였고, 이야기 문법(story grammar; 주인공, 배경, 사

건의 발단, 전개, 결말, 주제 등)을 위주로 개발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점하여 

각 소검사별 총점을 산출하였다. 

(11) 단어인지 검사

단어인지 검사는 선행 문헌(이광오, 1996; Landerl, 

Wimmer & Frith, 1997; Wurm & Samuel, 1997)을 

기반으로 5개 소검사로 구성되었다: (1) 고빈도 음운

변동 의미 단어, (2) 저빈도 규칙 의미 단어, (3) 저빈

도 음운변동 의미 단어, (4) 무의미 규칙 단어, (5) 무

의미 음운변동 단어. 각 소검사별 45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단어인지검사의 총 문항수는 225개이다. 

또한 각 소검사는 단어의 빈도, 어휘 수준, 어휘 친숙

도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학생이 다섯 개를 연속

해서 틀리면 이를 중지점으로 보아 검사를 종료하였

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점하

여 각 소검사별 총점을 산출하였다. 

나.  종속변인

(1) 읽기이해질문 검사

본 연구에서는 읽기이해력을 평가하기 위해 선행 

검사(예: Gates-MacGinitie Reading Test, 읽기

진단검사, 읽기 평가-교수 도구) 및 문헌(김애화․

황민아, 2008; 김의정․최혜승․장대준, 2006; Edwards 

& Chard, 2000; Hansen, 1978; Irwin & Mitchell, 

1983)을 기반으로 두 개의 하위검사로 구성하였다: 

(1) 이야기글 읽기이해질문, (2) 설명글 읽기이해질

문. 이야기글 읽기이해질문과 설명글 읽기이해질문 

검사는 읽기유창성검사와 동일한 읽기지문을 사용하

여 실시하였다. 각 읽기지문 별로 7개의 문항이 개발

되었다, 이야기 글은 이야기 문법(story grammar; 주

인공, 배경, 사건의 발단, 전개, 결말, 주제 등)을 위주

로 문항을 개발하였고, 설명글은 문단별 중심내용

(main ideas)을 위주로 문항을 개발하였다. 각 문항

의 응답은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점하여 각 소검

사별 총점을 산출하였다. 

(2) 교육과정근거 읽기검사

본 연구에서는 읽기이해력을 평가하기 위해 읽기

이해질문 검사 이외에 7차 교육과정을 근거로 한 읽기

검사를 개발하였다. 각 학년별 1, 2학기 읽기 교육과

정을 분석한 후, 읽기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기준

을 중심으로 문항을 개발하였다. 초등학교 1∼3학년

은 15문항으로, 초등학교 4∼6학년은 20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점하여 각 소검사별 총점을 산출하였다.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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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읽기검사는 지필형식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1

학년 학생에게는 어려운 과제로 판단되어 실시하지 

않았다.

3. 검사자 훈련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검사자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

하고 있는 대학원생 21명으로 구성되었다. 검사의 신

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검사자들에게 검

사 절차 및 실시 방법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

련의 내용은 검사도구 소개, 검사 실시 방법 및 지침, 

채점 방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자가 구체적인 

검사도구 실시 방법을 시범 보인 후, 검사자들은 짝을 

이루어 검사자와 피검사자의 역할을 바꾸어 가며 검

사도구 실시 방법을 연습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 과정

을 관찰하며 필요할 경우 문제점을 지적하고 토론하

였다. 검사자 훈련 후, 검사 실시 및 채점에 관한 신뢰

도를 확인한 결과, 평균 97%로 높게 나타났다. 

훈련을 받은 검사자는 교육과정근거 읽기검사와 

어휘 검사를 제외한 모든 검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하

였다. 개별검사는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일

과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루어졌으며, 검사자가 학생

을 한 명씩 독립된 공간으로 데리고 와서 검사를 실시

하였다. 검사자 변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제작된 

지시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실시에 앞

서 연습문항을 통해 학생들이 검사 진행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검사순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검사순서에 대한 역균형 통제를 실시하였

다. 개별검사 시간은 대상 학생의 연령과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1학년의 경우(음운인식 검사를 추

가적으로 실시)에는 약 5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2∼

6학년은 약 4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집단검사(교육

과정근거 읽기검사와 어휘 검사)는 학급별로 실시되

었으며, 약 2시간이 소요되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각 학년집단별로 읽기과제 수행수준의 분포를 확

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치(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를 산출하였으며, 각 검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또한 각 학년별로 학생의 읽기이해 능력 예측

변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하

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가 높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

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VIF 지수를 확인

하였으며, 학년집단별 읽기이해 능력 예측변인들의 

효과크기를 검토하기 위해 투입된 독립변인들의 회귀

계수를 비교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분석 절차에 사용

된 프로그램은 SPSS 17.0이다.

Ⅲ. 연구 결과

1. 기술통계치와 변인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6학년 

학생에게 측정한 지능지수와 자모이름, 자모소리, 빠

른 자동 이름대기, 단기기억, 작동기억, 어휘문제, 문

장, 듣기이해, 읽기이해, 읽기검사, 단어인지, 유창성 

등 수행과제의 기술통계치는 <표 - 3>에 제시된 바

와 같다. 각 변인 간 상관관계는 지면관계 상 전체 학

년에 대한 변인 간 상관관계만을 <표 - 4>에 제시하

는 바이다.

2. 학년별 읽기이해 능력 예측변인 탐색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읽기이해 능력을 가장 잘 예

측하는 읽기 관련 변인들이 어떤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초등학

생 읽기이해 능력의 준거변인은 각기 읽기이해질문 

검사와 교육과정근거 읽기검사로 설정하였다. 각 읽

기이해 능력 종속변인을 예측하는 독립변인으로는 자

모이름, 자모소리, 빠른 자동 이름대기, 단기기억, 작

동기억, 어휘, 문장 따라 말하기, 듣기이해 수행능력을 

투입하였다. 또한, 학생의 읽기이해 능력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지능지수를 1단계에서 먼저 투입함으로써 

이들 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통제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모든 연령별 

회귀모형에서 VIF가 모두 3.5 미만의 수준으로 나타

나 회귀분석에 오류를 발생할 다중공선성은 낮은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  읽기이해질문 검사에 대한 예측변인

먼저 읽기이해질문 검사를 종속변인으로 할 때 읽

기관련 변인들의 예측력을 탐색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1단계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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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제변인인 지능지수의 예측력은 1학년에서 6학년

까지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2학년의 경우

에는 35.8%로 가장 높았던 반면, 6학년의 경우에는 

수준의 6학년의 경우에 15.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단계에서 자모이름, 자모소리, 빠른 자동 이름대기, 

단기기억, 작동기억, 문장 따라 말하기, 듣기이해, 단

어인지, 유창성, 음운인식 등 읽기관련 독립변인들이 

투입되었으며 이들 변인들의 추가적인 예측력은 모든 

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이들 변인들

의 추가적인 예측력은 2학년 집단에서 27.5%로 가장 

높았던 반면, 4학년 집단에는 16.0%로 가장 낮았다. 

2단계 모형에서 읽기 관련 변인들을 투입한 결과, 

1단계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했던 지능의 효과는 

2단계에서는 모든 학년집단에서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2단계에서 투입된 읽기관련 독

립변인들 중에 읽기이해질문 검사에 대한 상대적 예

측력은 1학년의 경우에는 문장 따라 말하기(β =

.516), 유창성(β = .264), 듣기이해(β = .229),의 경우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2학년의 경우에는 듣기

이해(β = .373), 문장 따라 말하기(β = .265)의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3학년의 경우에는 듣기이해(β = .292), 

어휘(β = .265), 자모이름(β = -.204)의 순서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 4학년의 경우에는 독립변인 중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5학년의 경우에는 듣기이해(β = .260)와 작동기억(β 

= .226)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6학

년의 경우에는 듣기이해(β = .423)의 회귀계수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요약해보면, 읽기이해검사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할 때 4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집

단에서 듣기이해의 예측력이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나.  교육과정근거 읽기검사에 대한 예측변인 

연구자들이 개발한 교육과정근거 읽기검사를 종속

변인으로 할 때 읽기관련 변인들의 예측력을 탐색하

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

다. 1학년의 경우 어휘검사를 실시한 사례가 24개에 

불과하여 읽기검사의 회귀모형에서 1학년은 제외하

였다. 1단계에 투입한 지능지수의 읽기검사 수행수준

에 대한 예측력은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년집

단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였으며, 6학년의 경

우에 23.1%로 가장 높았으며, 2학년의 경우에는 

17.5%로 가장 낮았다. 2단계에서 자모이름, 자모소리, 

빠른 자동 이름대기, 단기기억, 작동기억, 문장 따라 

말하기, 듣기이해, 단어인지, 유창성, 음운인식 등 읽

기관련 독립변인들이 투입되었으며, 지능지수를 통제

했을 때 이들 읽기관련 독립변인들의 추가적인 예측

력은 모든 학년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특히, 2학년의 경우에는 34.0%로 가장 높았으며, 4학

년의 경우에는 19.1%로 가장 낮았다. 

 2단계 모형에서 읽기 관련 변인들을 투입한 결과, 

1단계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했던 지능의 효과는 

2단계에서는 모든 학년집단에서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2단계에서 투입된 읽기관련 독

립변인들 중에 교육과정근거 읽기검사에 대한 상대적 

예측력은 2학년의 경우에는 자모이름(β = .283)과 어

휘(β = .255)의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3학

년의 경우에는 자모소리(β = .293)만 유의미하였으며, 

4학년의 경우에는 유창성(β = .384)이 유의미하였다. 

5학년의 경우에는 어휘(β = .452)가, 6학년의 경우에

도 어휘(β = .524)의 영향이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해보면, 교육과정근거 읽기검사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할 때 2학년, 5학년, 6학년 집단에서 어휘검사의 

영향이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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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변인들의 학년별 기술 통계치 

1 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최대 평균 
표준 

최대 평균 
표준 

최대 평균 
표준 

최대 평균 
표준 

최대 평균 
표준 

최대 평균 
표준 

n n n n n n 
편차 편차 편차 편차 편차 편차 

읽기이해질문 89 14 4.65 2.95 75 12 5.45 2.91 89 12 7.87 2.66 83 13 7.99 3.19 86 14 7.84 2.41 85 14 8.16 2.04 

교육과정읽기검사 77 16 12.69 2.71 88 15 12.55 2.60 81 15 11.84 2.19 85 19 14.55 3.55 84 20 13.98 3.98 

지 」c:〉 90 150 105.90 18.31 77 145 102.94 19.64 88 152 104.05 20.76 83 148 102.55 19.59 85 152 105.98 16.79 85 154 102.78 18.93 

드C그으드 "-즈。2.!6j 89 121 66.97 21.05 

빠른이름 90 185 126.06 24.97 76 231 147.64 29.54 89 246 166.24 28.85 83 273 179.33 31.00 86 잃4 190.85 32.90 84 297 212.10 36.16 

자모이름 90 39 34.07 4.43 76 39 35.16 5.97 89 39 35.80 4.48 

자모소리 90 34 16.86 8.85 76 34 21.46 9.18 89 34 21.98 9.57 83 34 27.80 7.20 86 34 27.31 7.81 85 34 29.76 6.54 

단기기억 90 46 27.84 9.18 77 48 29.44 9.21 89 48 32.93 8.39 78 45 35.00 5.98 86 49 34.35 7.88 85 50 35.25 7.40 

작동기억 90 15 7.01 2.71 77 20 9.05 3.71 89 20 10.83 3.36 83 20 11.66 3.72 86 22 12.50 4.27 85 22 13.91 3.89 

어 후| 77 68 33.73 16.56 87 98 49.51 19.79 80 112 59.73 22.58 85 124 71.88 24.51 85 121 74.88 22.31 

I며r ~그} 90 26 11.93 6.01 77 29 13.56 6.14 89 29 16.36 5.09 83 30 17.86 5.51 86 34 18.26 6.19 85 32 19.41 6.21 

듣기이해 90 6 3.24 1.43 77 7 3.71 1.83 87 7 3.95 1.68 83 7 4.28 1.66 86 7 4.21 1.42 85 7 4.02 1.80 

단어인지 91 214 151.18 43.38 77 217 169.61 36.04 89 221 189.71 18.73 83 219 190.14 32.36 86 잉2 193.16 26.54 85 221 202.75 10.66 

드l1a ; Ct3}A C그{ 89 199 106.72 42.30 76 248 149.51 46.57 89 290 163.21 38.71 83 257 176.53 41.06 86 249 176.92 34.70 85 302 202.48 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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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변인 간 상관관계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읽기이해질문 

2 교육과정 읽기검사 366“ 

3 지능 μ3‘* 430’‘ 

4 음운인식외 357"' 368 .499“ 

5 빠른 자동 이름대기 397"" 337"" .090‘ .231' 

6 자모이름 1M 461 “ 196" .442“ 248“ 

7 자모소리 417 349" 312" 457 248 331" 

8 단기기억 324" 259“ 249" 214' 302" 339“ 305’‘ 

9 작동기억 495" 411 329" 514 587"' 287“ 얘8’‘ .411 

10. 어후I bl 558" 569“ 525" .467"' 3이 .. 469" .408" 517 

11 문장 따라 말하기 552“ 379“ 385" .401 “ 388“ 252" 389“ 554" 598“ 딩3“ 

12. 듣기이해 547"" 274" .464" .402“ 194“ 174“ 251 “ .2π“ 331 “ .400" 잉0" 

13. 단어인지 456" 395" 255 염6" 550 462“ 480 딩0 571 477 얘8" 268" 

14. 읽기유창성 냉3" 474 잃9" 429" 716'‘ 302“ 508“ -영0" 632" 579" 541 318'‘ 701" 

al 음운인식검사는 1학년에게서만 측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변인 간 상관관계는 l학년생만의 결과임 
bl 어휘검사의 경우 분석에 필요한 l학년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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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읽기이해질문 검사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읽기 관련 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1 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S.E β p S.E β p S.E β p S.E β p S.E β p S.E β p 

1 단계 r:{ (251) αx) (358) 000 (211) -αxl (30.θ 000 (경4) 000 (t있j αu 

F (28166) (40η'2) (30484) (32523) (41558) (t4Æα 

지 c 」:〉 01 6 501 αxl 015 599 000 012 521 .αx) 016 555 000 013 578 000 011 391 αxl 

2단계 r:{ (528) αxl (634) 000 (494) .αxl (469) 000 (54η 000 (4m) αxl 

F (7511) (9903) (6399) (5644) (8928) (4.933) 

t:H (27키 αx) (2，져/ 000 (223) -αxl ( 160) 038 (213) 000 (250) 002 

지 C 」그 018 177 098 017 129 242 016 135 293 023 189 178 016 163 000 014 030 822 

음운인식 017 051 669 

빠른이름 011 133 140 01 0 -.1 55 123 010 .090 .424 012 -.11 8 영4 007 072 467 007 027 829 

자모이름 064 026 779 057 - .11 3 192 058 -.204 -여6 

자모소리 033 -.047 630 032 153 11 9 026 .059 않8 O딩 207 073 033 194 085 036 082 41 9 

단기기억 033 -강2 031 037 -.087 410 034 -α16 955 058 -.088 .잉8 031 072 얘6 032 -.037 754 

작동기억 122 -. 102 353 086 -.042 682 088 -.001 .457 125 065 664 062 226 여8 060 126 274 

어 020 139 198 018 .265 .045 018 243 062 011 146 216 013 105 459 
}n- ~ 061 516 000 051 265 015 055 .014 896 074 078 555 042 057 609 045 079 571 

듣기이해 209 강9 024 170 373 001 171 292 .009 224 153 196 179 260 013 130 423 αx) 

단어 인지 011 - .233 100 014 060 594 018 199 125 010 -.003 979 010 -.025 827 024 - .013 918 

읽기유창성 009 264 여4 009 168 222 010 .013 928 010 108 .426 008 - .145 249 007 091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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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6> 교육과정근거 읽기검사를 증속변인으로 하는 읽기 관련 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S.E. β p S.E β p S.E β p S.E ρ p S.E β p 

1 단계 r:{ (t꺼l 000 ( 2::.깃1) 000 ( 178) 000 (230) αx) (231) 000 

F (15730) (24α꺼9) (15359) (24791) (25 6(X)) 

지 c 」:〉 015 41 9 000 01 3 .479 000 012 422 000 .020 얘O αx) .020 490 000 

2단계 r:{ ( .515) 000 ( .421α 000 ( 388) 000 ( 519) αxl ( .424) 000 

F (6186) (4680) β936) (7991) (7043) 

t:H ( . 34α 000 ( .191) 019 ( 21α 023 ( 2없j αx) ( 254) 002 

지 C 」그 018 068 591 017 145 286 016 .098 519 .025 017 884 .025 199 105 

음운인식 

빠른이름 010 -.097 416 011 153 207 009 -.156 249 .011 -.041 692 .013 .060 607 

자모이름 O밍 283 016 063 293 009 

자모소리 032 045 694 028 065 528 039 154 223 .052 142 219 .066 -.01 9 없4 

단기기억 039 - .104 420 036 -.019 868 042 186 131 .여8 -.131 220 .0잃 - .038 730 

작동기억 O없 132 280 094 - .025 826 089 -.01 7 915 .007 123 289 107 -. 115 280 

어 020 255 045 019 133 332 .013 225 121 .018 452 αxl .023 524 000 
}n- ~ 052 -.092 442 αìO - .026 815 052 221 121 .066 076 500 .001 O잉 865 

듣기이해 175 052 .664 183 190 106 159 -.170 181 278 - 여8 653 233 -.107 314 

단어인지 01 3 168 269 019 - .133 328 007 .050 683 .016 174 147 .여3 015 899 

읽기유창성 009 172 302 011 184 217 008 384 01 2 .013 042 744 .013 196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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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읽기이

해 능력에 대한 예측변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문헌에서 지지를 받은 예측변인(음운인식, 

빠른 자동 이름대기, 자모이름, 자모소리, 단기기억, 

작동기억, 어휘, 문장 따라 말하기, 듣기이해, 단어인

지, 읽기유창성)의 읽기이해에 대한 예측력을 살펴보

았다.

읽기이해질문 검사를 종속변인으로 할 때, 듣기이

해가 4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에서 읽기이해를 유의

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듣

기이해가 읽기이해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임을 보고

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한다(Dreyer & Katz, 1992; 

Hoover & Gough, 1990; Georgiou, Das & Hayward, 

2009). 또한 문장 따라 말하기가 초등학교 1, 2학년생

들의 읽기이해 변량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문장 따라 말하기

의 수행에는 ‘작동기억’과 ‘언어처리’가 모두 요구되므

로(Botting & Conti-Ramsden, 2003; Eadie et al., 

2002), 이 두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읽기이해를 

예측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읽기이해에 대한 문장 따라 

말하기의 예측력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서

만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문장 따라 말하기가 주로 

측정하는 언어 능력이 문법 능력인데, 문법 능력이 초

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읽기이해를 예측하지만 

(Muter et al., 2004), 고학년 때에는 읽기이해를 유의

미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선행 연구(김애화․황민

아, 2008; 정미란, 2009)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 있다. 

교육과정근거 읽기검사를 종속변인으로 할 때, 어

휘가 초등학교 2, 5, 6학년에서 읽기이해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3학년과 4학

년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β가 

각각 .133과 .225로 다른 변인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

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어휘가 초등

학교 고학년 학생에게 뿐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에

서도 읽기이해 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에게 집중되었

던 선행 연구들의 결과(김애화․황민아, 2008; 이일

화, 2005; 정미란, 2009; Braze et al., 2007; Yovanoff 

et al., 2005)를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영어권의 선행 문헌(Catts et al., 1999; Cutting 

& Scarborough, 2006)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단어인

지가 읽기이해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다양한 언어권의 학생

들의 특성을 비교한 연구들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

을 것이다. 영어와 표층 표기 체계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

면, 영어를 사용하는 학생들보다 표층 표기 체계인 언

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단어인지 정확도뿐 아니라 단

어인지 유창성 및 단어인지 숙달 정도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알바니아어, Hoxhallari, van Daal, 

& Ellis, 2004; 웨일즈어, Spencer & Henley, 2003; 

이탈리아어, Thorstad, 1991; 독일어, Wimmer & 

Goswami, 1994). 한글은 자소-음소 대응관계가 투명

한 표층 표기 체계 언어에 속하기 때문에, 단어인지 

정확도의 발달이 상당히 빠르고, 이로 인하여 단어인

지가 읽기이해에 대한 예측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단어인지와 마찬가지로 읽기유창성도 초등학생들

의 읽기이해에 대한 예측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도 표층 표기 체계 언어인 한글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단어인지가 모든 학년에서 유의한 예

측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반면, 읽기유창성은 1학년

의 경우 읽기이해질문 결과를, 4학년의 경우 교육과정

근거 읽기검사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단어인지보다는 읽기유창성이 읽기이해에 

대한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며, 이러한 결과는 읽기이해 능력에 대한 단어인지

의 예측력 보다 읽기유창성의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한 선행 문헌(Tilstra et al., 

2009)과 비슷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듣기이해와 어휘

가 읽기이해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읽기이해 능력을 예측하는 변인은 검사의 유

형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읽기이해에는 다양한 능력

들(예: 음운인식, 읽기유창성, 어휘, 듣기이해 등)이 

관여하기 때문에, 읽기이해를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

려운 일이이다(RAND Reading Study Group, 2002). 

이로 인하여 다른 읽기 영역에 비해 읽기이해검사 유

형은 상대적으로 다양한데, 각 검사들은 지문의 유형

(nature of the text), 검사 응답 방식(response format)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Fletcher, 

2006), 읽기이해의 기저에 관여하는 어떠한 능력(예, 

어휘, 듣기이해, 읽기유창성)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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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도 차이를 보인다(Francis et al., 2006).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읽기이해질문 검사는 각 지문의 중심내

용(main ideas)을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반

면 교육과정근거 읽기검사는 다양한 유형(이야기글, 

설명글, 시 등)이 다 수 포함되었으며. 중심내용뿐 아

니라 세부내용 및 어휘 등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질문이 구성되었다. 또한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읽기이해 질문검사로 읽기지문을 읽은 

후 지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답을 하는 검사였던 반

면, 교육과정근거 읽기검사는 지문을 보면서 답을 할 

수 있는 검사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읽기이해질

문 검사 결과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중심내용 

파악에 초점을 맞춘 듣기이해와 기억을 요구하는 문

장 따라 말하기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교육

과정근거 읽기검사는 다 수의 지문을 읽고 답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지문에 포함된 다양한 어휘들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한편, 본 연구에 사용하였던 듣기이해 검사는 다른 검

사들에 비해 문항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읽기이해질

문 검사와 같은 유형의 검사였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

인 해석이 필요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문헌에서 읽기이해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언급된 다양한 변인을 포괄적으로(compre-

hensive) 포함하여, 이 중 어떠한 변인이 가장 강력한 

변인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많은 선행 문헌의 지지를 받는 변인(예: 듣기이해, 

어휘) 뿐 아니라, 몇몇 연구에서 지지를 받은 변인(예: 

음운인식, 자모지식)도 포함하였기 때문에, 예측변인

이 11개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한 

총 사례수는 511명이지만, 각 연령별 사례 수는 약 80

명으로 11개의 예측변인을 투입한 회귀분석을 실시하

기에는 충분한 표본크기라고 할 수는 없다. 만일 예측

변인의 수를 보다 집약적으로 설정하였고 연령별 사

례 수가 더 많았다면, 보다 많은 변인이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

고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읽기이해와 관련성이 있는 변인으로 관심을 받

고 있는 배경 지식(prior knowledge)과 추론 능력

(inferencing)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함하지 않았다. 

우선 이들 연구들은 배경 지식과 추론 능력을 읽기이

해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직접 투입하는 연구가 아니

라, 대부분 일반학생과 읽기이해 부진학생들의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였다(예: Bowyer-Crane & Snowling, 

2005; Cain & Oakhill, 1999). 또한 배경지식과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검사 유형에 대한 의견이 

아직 분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으로 예측변

인으로 투입하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의 개별검사 소

요시간은 1학년의 경우 약 5시간이었고 2∼6학년의 

경우 약 4시간으로 상당히 길었다. 대상 학생의 집중

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를 2∼3번에 나누어 실시하였

고 필요한 경우 중간에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후

반부에 실시되는 검사의 경우 학생의 집중도가 상대

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

었다. 셋째, 읽기이해 능력에 대한 예측변인 만을 살펴

보았다. 선행 문헌에 따르면, 다양한 변인들은 다양한 

읽기능력(단어인지, 읽기유창성, 읽기이해)과 차별화

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letcher et al., 

2002). 따라서 추후에는 단어인지, 읽기유창성, 읽기

이해 능력을 예측하는 변인들에는 어떠한 차이점 및 

공통점을 지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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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Reading comprehension is the ultimate goal of reading; there-
fore, research has been actively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reading com-
prehens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mparatively, a large number of studies 
examining the predictive factors for word recognition have been published. However, a 
limited number of studies examining the predictive factors for reading comprehension are 
available in Korea.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predictive factors for 
reading comprehension outcome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of each grade level. 
Methods: In the present study, the predictive factor test including phonological aware-
ness, rapid letter naming, letter knowledge, letter-sound knowledge, short-term memory, 
working memory, vocabulary, sentence repetition, listening comprehension, word recog-
nition, reading fluency and the reading comprehension dependent variable test were 
administered to a total of 511 first- through sixt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n,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plore the predictive factors for 
reading comprehension outcomes for students in each grade level. Results: Listening 
comprehension was an important predictive factor for all grades except for the fourth 
grade, and sentence repetition was an important predictive factor for the first and second 
grade children when the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 test was a dependent variable. 
Second, vocabulary was the important predictive factor for the second, fifth, and sixth 
graders when the curriculum-based reading test was a dependent variable. Discussion & 
Conclusion: To summarize, listening comprehension and vocabulary were the significant 
predictive factors for reading comprehension, although the results showed littl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type of reading comprehension test. The summary of the results, limita-
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are further discussed.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0;15;357-380)

Key Words: reading comprehension, prediction research, listening comprehension, vo-
cabulary, word recognition, reading fl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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