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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읽기장애아동의 단어해호화 과정의 특성을 실시간(on-line)으로 측정한 연구들

은 난독증 아동들에 집중되어 진행된 반면, 음독능력이 정상범주에 속하는 읽기이해부진아동

들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 자소-음소 전환이 규칙적인 언어들의 경우 단어 음독의 정확도가 

아니라 속도가 읽기이해와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면 읽기이해부진아동들의 음독 

정확도가 일반아동들과 유사하더라도 단어를 읽고 재인하는 속도는 일반아동들에 비해 느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이해부진아동들이 단어를 읽고 재인하는 과정의 실시간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의 읽기이해부진아동 10명과 일반아동 12

명이었다. 단어재인과정에서 단어 길이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2음절과 4음절 단어에 대한 

어휘판단 과제를 실시하였다. 결과:  읽기이해부진아동은 어휘판단의 반응 정확도와 반응속도 

모두에서 일반아동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저조한 수행을 보였다. 단어 길이 효과는 두 집단 

아동들 모두에서 나타났지만, 읽기부진아동에게서 유의미하게 더 크게 나타났다. 논의 및 결
론:  읽기이해부진아동들은 표준화된 읽기 검사에서 실시한 음독의 정확도가 일반아동들과 유

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어휘판단 과제에서 일반아동에 비하여 단어를 읽고 

재인하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속도가 느렸으며 이러한 경향은 긴 단어에서 더욱 강력하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참가한 읽기이해부진아동들이 읽기이해 뿐 아니라 단어재인

에서도 일반아동들에 비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글과 같이 자소-음소 전환이 

규칙적인 언어에서 단어해호화 능력의 발달을 측정할 때 음독의 정확도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의 제한점과 이에 따른 읽기장애 분류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1;16:570-581.

핵심어:  읽기이해부진아동, 읽기, 어휘판단과제, 단어길이, 자소-음소 대응의 언어간 차이 

 

Ⅰ. 서론

읽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자로 쓰여진 언어자극

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애초에 음운정보를 담고 

있는 말소리에 대한 언어이해와 달리, 읽기에서는 읽

기자료의 내용을 이해하기 이전에 시각적으로 제시된 

단어를 음운정보로 전환하는 해호화(decoding) 능력

이 필요하며, 이러한 단어 해호화 능력은 읽기 발달의 

초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자소-음소 전환에 근

거한 해호화가 이루어져야 읽기에서 단어재인(word 

recognition)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능력은 

아동이 글자를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 음독의 정확

성으로 측정된다. 일부 아동들은 언어 이해 능력은 정

상적이지만 단어 음독에서 어려움을 보이는데 이 경우

를 난독증(dyslexia)이라 하고, 단어 음독 능력은 정상

적이지만 읽기 이해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는 읽기

이해부진(reading comprehension deficits 혹은 poor 

comprehender)이라고 지칭한다(Cain & Oakhill, 

2007; Catts & Kamhi, 2005). 

읽기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글자 해호화에 기반한 

단어재인의 특성을 조사한 연구들은 읽기이해부진아동

들보다 난독증 아동들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Martens 

& de Jong, 2006; 2008; Spinelli et al., 2005; van der 

Leij & Daal, 1999; Zoccolotti et al., 1999; 2005).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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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이해부진아동들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글을 읽는 

중에 나타나는 언어처리 결함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문장 및 덩이글 읽기에서, 읽기이해부진아동은 담화 

글에 대한 추론 능력, 이해 모니터링 능력, 맥락을 활

용하는 능력 및 구문 능력에서 어려움을 보인다고 보

고되었다(Cain & Oakhill, 1999; Nation & Snowling, 

2000; Nation et al., 2004). 단어 수준에서, 이들은 표

준화된 언어검사에서의 어휘 이해 및 표현 수행력이 

일반 아동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았다(Catts, Adlof 

& Weismer, 2006; Nation & Snowling, 1998a; 

Nation et al., 2004). 이들은 단어의 의미를 처리하는 

과정이 일반아동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보이는데, 어

휘판단 과제를 수행할 때 일반아동과 달리 범주적으

로 연관된 단어에 의한 의미 점화효과가 나타나지 않

으며(Nation & Snowling, 1999), 하나 이상의 의미

를 가진 단어, 즉 다의어를 이해할 때 문맥에 적절하

지 않은 의미를 억제하고 문맥에 적절한 의미로 처리

하는 능력이 일반아동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고선희․최경순․황민아, 2010). 그러나 읽기이

해부진아동의 음운능력, 단어 읽기 정확도, 글자 해호

화 능력은 일반아동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보인다

(Catts, Hogan & Fey, 2003; Nation & Snowling, 

1998b; Nation et al., 2004). 읽기이해부진아동들의 

음독 능력이 정상발달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

일반아동들의 대규모 표집을 대상으로 다양한 읽

기능력들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읽기이해와 단어음독 사이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일

관되게 보고되어 왔다(Catts et al., 1999; Cutting & 

Scarborough, 2006; de Jong & van der Leij, 2002; 

Schankweiler et al., 1999). 즉, 읽기이해 능력이 떨

어질수록 단어음독에서도 저조한 수행을 보인다는 것

이다. 반면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김애화 외(2010)의 연구에 의하면 단어음독은 읽

기 이해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 아니다. 김애화 

외(2010)는 이러한 결과를 영어와 달리 한글이 자소-

음소 대응관계가 투명한 표층 체계이기 때문에 단어 

음독 정확도의 발달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위에 언급된 선행연구들에서 

단어해호화 능력의 측정은 대부분 단어음독의 정확도

에 기반한다는 점이다. 아동들의 읽기 능력이 발달할

수록 음독의 정확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그 속도 또

한 빨라지게 된다(de Jong & van der Leij, 2002). 

선행 연구들에서 읽기이해부진 아동들의 음독능력이 

일반아동과 다르지 않은 결과나, 읽기이해와 단어음

독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단

어해호화 능력의 발달적 변화를 단어음독의 정확도만

으로 민감하게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러한 가능성은 자소-음소 대응관계가 투명하여 음독 

능력의 습득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언어들의 

경우에는 더 커진다. 자소-음소 대응이 규칙적인 언

어들(그리스어, 핀란드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

어)의 경우 아동들의 읽기 정확도는 초등학교 1학년

을 마치기 전에 이미 완벽한 수준에 이른다(Ziegler 

& Goswami, 2005). de Jong & van der Leij (2002)

는 자소-음소 관계가 투명한 언어들에 대한 단어해호

화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음독의 정확

도가 아니라 속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들은 네덜란드 아동들의 경우 읽기이해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 음독의 속도라고 보고하였다. 영

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에 있어서 난독증 진단 기준은 

주로 나이에 비해 음독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이지

만, 자소-음소 관계가 투명한 언어에서는 난독증 아

동들조차도 음독에 오류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읽기 

정확도가 아니라 읽기 속도가 진단의 기준으로 사용

된다(Hutzler & Wimmer, 2004; Vellutino et al., 

2004; Zoccolotti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읽기에서 단어재인 수행의 정확도

뿐 아니라 속도를 측정하여 읽기이해부진아동들의 단

어해호화 능력을 일반아동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단

어해호화 능력을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

어음독 대신, 본 연구에서는 어휘판단 과제를 사용하

였는데, 이는 음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단어를 말

로 산출하는 조음운동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므로 단어

해호화에 기반한 재인 이상의 측면이 과제 수행에 영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각적으로 제시된 단어 

혹은 비단어가 단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어휘판단 

과제는 음독과제에 비하여 단어재인 과정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더 민감한 과제이다(Martens & de Jong, 

2006). 더불어 읽기이해부진아동의 단어해호화 능력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짧은 단어와 긴 단어 

재인에서 나타나는 수행의 차이를 일반아동들과 비교

하였다. 긴 단어를 재인하기 위해서는 짧은 단어보다 

더 많은 자소-음소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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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해호화 능력이 미숙한 아동들의 경우 긴 단어와 

짧은 단어 사이의 재인 속도의 차이가 더 클 것이다.

짧은 단어에 비하여 긴 단어에 대한 읽기 처리 속도

가 느린 현상을 단어 길이 효과(word length effect)

라 지칭하는데, 이러한 단어 길이 효과는 일반 성인에

서도 관찰되었지만(Ferrand & New, 2003; Lee, 1999; 

Weeks, 1997),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단어 길이 효

과의 크기가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Aghababian & 

Nazir, 2000; Bijeljac-Babic et al., 2004). 음독에 어

려움을 보이는 난독증 아동들의 경우에는 단어 길이 

효과가 일반아동들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났

다고 보고되어 왔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자소-음소 

대응이 규칙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는 난독증 아동들에

게서 더 두드러졌다(Di Fillippo et al., 2006; Hutzler 

& Wimmer, 2004; Martens & de Jong, 2008; Spinelli 

et al., 2005; van der Leij & van Daal, 1999; Ziegler 

et al., 2003; Zoccolotti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음독 능력은 정상 범주에 속하지만 읽기이해능력이 

지체된 읽기이해부진 아동들에게서도 단어재인 과정

에서 단어 길이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러한 효과의 크

기가 일반 아동들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

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읽기

이해부진아동 10명과 일반아동 12명으로 총 22명이

었다. 읽기이해부진아동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진단평가 결과 학습부진이라

고 판정되고, 교사에 의해 읽기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된 아동들 중, 2) 한국판 웩슬러아동지능검사

-Ⅲ(K-WISCⅢ)(곽금주․박혜원․김청택, 2001) 

결과 지능이 정신지체수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3) 기초

학습기능검사(박경숙․윤점룡․박효정, 1989)의 읽기

Ⅱ 검사 결과 읽기이해 수준이 학년대비 1학년 이상 지

체되며, 4) 기초학력검사(KISE-BAAT(Reading))
(박경숙 등, 2005)의 음독검사 결과가 정상범주에 속

하는 아동들을 선정하였다. 읽기이해부진 아동들은 

남자아동이 9명, 여자아동이 1명이었다.

일반아동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

교에서 실시한 진단평가 결과 학습부진이 아니며, 

교사에 의해 읽기가 정상이라고 보고된 아동들 중, 

2) 한국판 웩슬러아동지능검사-Ⅲ(K-WISCⅢ)
(곽금주․박혜원․김청택, 2001) 결과 지능이 정신지

체수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3) 기초학력검사(KISE-

BAAT (Reading)(박경숙 등, 2005)의 음독검사와 

짧은글이해검사 수행결과가 정상범주에 있는 아동들

을 선정하였다. 정상 아동들은 남자아동이 9명 여자아

동이 3명이었다. 

선정된 연구대상 아동들은 청각적, 신경학적 문제

가 없으며 정서 행동상의 문제가 없음을 담임 교사에

게서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에 대한 정보는 <표 - 1>

에 제시되어 있다. 두 집단 아동들은 KISE-BATT 

음독점수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t = 1.329, p = .199), 지능(t = 6.812, p< .001)과 

KISE-BATT 이해점수(t = 5.328, p< .001)에서 집

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표- 1> 연구 상 정보

구 분
읽기부진아동 일반아동

M SD M SD

연 령 10세3개월 2.93개월 10세3개월 3.96개월

지 능 91.86 8.94 111.58 8.62

KISE-BAAT 

음독 원 수
23.40 1.77 24.25 1.21

KISE-BAAT 

이해 원 수
7.50 3.97 20.25 6.62

 

2. 도구 

실험 도구는 본 시행 항목 120개와 연습 시행 항목 

40개로 구성하였다. 120개의 본 시행 항목 중 반은 단

어이고, 나머지 반은 어휘판단에서 “아니오” 반응을 

이끌기 위하여 제작한 비단어이었다. 본 시행에 사용

된 단어들로는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의 빈도 100이상 어휘 중 

2음절 명사 30개와 4음절 명사 30개를 선정하였다. 

2음절 단어들과 4음절 단어들 사이에는 음절길이 이

외에 단어의 빈도 및 각 음절을 구성하는 자소들의 복

잡성에서 차이가 없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선

정된 2음절 및 4음절 단어의 평균 빈도는 각각 327.24

와 321.03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국어 음절

의 글자 표기에서 초성 자음과 모음은 반드시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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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종성 자음의 여부가 단어의 자소 복잡성을 변화

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단어의 한 

음절 당 평균 종성 갯수는 2음절 단어의 경우 0.56개, 

4음절 단어의 경우 0.46개였다. 

어휘판단에서 “아니오” 반응을 이끌기 위하여 비단

어를 제작하였는데, 2음절, 4음절 각각 30개 씩 구성

하였다. 비단어 제작을 위하여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

도(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100이상

인 2음절, 4음절 명사 중 임의로 각각 30개의 단어를 

고르고, 단어의 모음들을 모두 변경하였다. “아→어, 

오→우, 이→애/아, 으→오, 우→오”의 규칙을 임

의로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단어의 모음을 변경하

여 비단어를 제작하였다(예: 가지치기→거재채가). 

이중모음(예: 애완동물, 전화번호)이 포함된 음절에서

는 이중모음 중 한 모음만 변경시켰다(예: 완→원, 

화→회). 비단어 내 연속된 음절들이 의미 있는 단어

가 되지 않는 것으로 모두 확인하였다. 연습시행에 사

용할 단어 및 비단어는 앞서 사용된 단어를 제외한 현

대 한국어의 어휘빈도(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

원, 1998) 100이상의 2음절 및 4음절 명사 중 임의로 

20개씩을 선정하여 이중 반은 그대로 사용하고 (2음

절 단어 10개, 4음절 10개), 나머지 반은 앞서 설명한 

비단어 제작기준과 동일한 방법에 기반하여 비단어로 

고쳤다(2음절 비단어 10개, 4음절 비단어 10개). 실험

에 사용된 단어 및 비단어의 예는 <표- 2>에 제시하

였다.

<표- 2> 어휘 단 과제에 사용된 단어와 비단어의 

2음  단어
2음  
비단어

4음  단어
4음  
비단어

모기

가

단풍

먼뒤

간재

내좀

머리카락

걸음걸이

나뭇가지

박개혹주

강검솔지

동 소덤

 

3. 연구 절차

실험은 조용한 방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 자

극 제시와 반응 측정은 노트북 컴퓨터(FUJITSU PC 

pentium)을 이용하였다. 아동들은 40회의 연습 시행 

후 120회의 본 시행을 수행했다. 4가지 조건(2음절 단

어, 4음절 단어, 2음절 비단어, 4음절 비단어)의 단어 

및 비단어를 무선적으로 제시하였고 모든 아동들은 

60회의 본 시행 실시 후 2분 이내의 짧은 휴식을 가졌

다. 반응키로서 “예” 반응에서는 왼쪽 CAPS키를, 

“아니오” 반응에서는 오른쪽 ENTER키를 사용하였다.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연습시행 실시에 앞서 

연구자는 아동에게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전체 실험 

내용을 보여주면서 실험의 전반적인 수행 방법을 자

세히 설명하였다. 아동이 설명을 이해한 것을 확인한 

후 연습과제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실

험 지시문을 들려주었다. “모니터를 보면 더하기(+)가 

나왔다가 사라지고 어떤 글자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

면 ○○가 글자를 잘 보고 글자가 말이 되는 단어이면 

“예” 단추를, 말이 되지 않은 이상한 단어이면 “아니

오” 단추를 누르세요. 글자가 나오자마자 정확하게 판

단하고 신속하게 누르는 것이 중요해요”. 연구자는 아

동이 연습시행를 통하여 실험절차를 확실히 이해했다

는 것을 확인한 후 본 시행을 실시하였다. 만일 아동

이 실험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면 연습 시행

을 1회에 한하여 반복 수행하였다.

어휘판단과제의 1회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중앙에 응시점(+)이 250ms 동안 제시되었다. 응

시점이 사라짐과 동시에 단어 혹은 비단어가 모니터 

중앙에 5초 동안 제시되었다. 아동은 컴퓨터 화면의 

단어(혹은 비단어)를 보자마자 신속하게 단어인지 아

닌지를 판단하여 반응키를 눌렀다. 아동이 반응키를 

누르면 화면의 단어(혹은 비단어)는 사라지고 150ms

동안 빈 화면이 제시된 후에 다음 시행의 응시점(+)이 

나타났다. 아동의 읽기 시간은 목표 단어가 화면에 제

시된 순간부터 아동이 반응키를 누르는 순간까지의 

시간이었으며 이는 컴퓨터에 자동 기록되었다. 

4. 자료분석 

SPSS 12.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어

휘판단 과제에서 단어를 재인하는 아동의 반응 정확

도와 반응시간에 대한 집단(2) × 단어길이(2)의 이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단어길이는 반복 측정

된 변인이었다. 

Ⅲ. 연구 결과 

읽기이해부진아동들과 일반아동들이 2음절 4음절 

단어들 각각에 대하여 어휘판단 과제를 수행하는 정확

도와 반응시간의 기술 통계를 <표 - 3>과 <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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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시하였다. 

<표 - 3> 두 집단아동들의 조건별 오반응수에 한 
기술통계

(단위: 개)

2음 4음 차이

M SD M SD M

읽기이해부진집단 2.00 1.49 6.20 4.89 4.20

일반집단 1.25 1.60 2.25 2.26 1.00

M: 평균, SD: 표준편차

<표 - 4> 두 집단아동들의 조건별 반응시간에 한 
기술통계

(단위: msc)

2음  4음
 
 
 
 

차이

M SD  M SD M

읽기이해 부진 집단 893.28 184.58  1035.61 232.30 142.33

일반 집단 729.91 67.63  789.58 45.15 59.68

M: 평균, SD: 표준편차

읽기이해부진아동들과 일반아동아동들이 어휘판

단의 정확도에서 음절길이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오반응 수를 종속변인으로 한 집단

(2) × 단어길이(2)의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어에 대한 오반응 수에서는 집단의 주효과(F(1, 20) = 

6.266, p = .021)와 단어길이의 주효과(F(1, 20) = 11.541, 

p = .003)가 유의미하였고, 단어길이와 집단의 상호작

용효과 또한 유의미하였다(F(1, 20) = 4.37, p = .050). 

즉, 읽기이해부진아동들은 일반아동들보다 단어를 비

단어로 잘못 판단하는 횟수가 유의미하게 높고, 두 집

단 모두 2음절 단어보다 4음절 단어에 대해서 더 많은 

오류를 범했는데, 이러한 단어길이 효과는 일반아동

에 비하여 읽기이해부진아동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

다. 오반응에 대한 분산분석표는 <표 - 5>에 제시하

였다. 단어길이와 집단의 상호작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효과검정을 실시하였는데, 2음

절 4음절 단어 사이의 어휘판단 오반응 수 차이는 읽

기이해부진아동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

으며(t = 2.641, p = .027), 일반아동 집단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 = 2.171, p = .053). 

반응시간에 대한 분석에는 정반응만을 포함시켰으

며, 극단적인 가외치(outlier)가 반응시간의 평균에 미

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반응시간이 200msec

이하이거나 각 조건별 정반응의 반응시간 평균에 비

하여 2.5표준편차 이상인 반응들은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분석에서 제외된 가외치(outlier)는 전체 반응의 

2.5%였다. 집단 × 단어길이의 이원분석결과, 집단의 

주효과(F(1, 20) = 48.140 p < .001)와 단어길이의 주효

과(F(1, 20) = 11.165, p = .003)가 유의미하였고, 단어

길이와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미하였다

(F(1, 20) = 8.059, p = .010). 즉, 읽기이해부진아동들은 

일반아동들보다 단어에 대한 어휘판단시간이 유의미

하게 길었고, 두 집단 모두 2음절 단어보다 4음절단어

에 대해서 반응시간이 유의미하게 길었으나, 읽기이

해부진아동들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단어 길이에 따른 

반응시간의 차이가 더 컸다. 반응시간에 대한 분산분

석표는 <표 - 6>에 제시하였다.

단순효과검정을 실시한 결과, 2음절, 4음절 단어 사

이의 어휘판단 반응시간의 차이는 읽기이해부진아동 

집단뿐 아니라(t = 5.733, p < .001), 일반아동집단에

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 = 3.564, p = .004). 

그런데, 2음절과 4음절에 대한 반응시간의 차이에 대

한 집단 간 평균비교 결과, 일반아동에 비하여 읽기이

해부진아동에게서 단어길이에 따른 반응시간의 차이

가 유의미하게 더 크게 나타났다(t = 2.839, p = .010).

 

<표 - 5> 두 집단아동들의 조건별 오반응수에 한 
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집단내 

단어길이

단어길이 × 집단

오차

 73.745

 27.927

127.8

1

1

20

73.745

27.927

 6.390

11.541

 4.370

.003

.050

집단간

집단 

오차

 60.245

192.3

1

20

60.245

 6.390

 6.266 .021

<표 - 6> 두 집단아동들의 조건별 반응시간에 한 
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집단내 

단어길이

단어길이×집단

오차

111294.1

 18632.09

 46237.893

1

1

20

111294.1

 18632.09

  2311.895

48.140

 8.059

.000

.010

집단간

집단

오차 

457115.6

818841.4

1

20

457115.6

 40942.069

11.165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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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 참여한 읽기이해부진아동들은 단어음독 

능력이 발달상 정상범주에 속하고, 비교 집단으로 참

여한 일반아동들과 비교할 때 표준화된 검사의 음독 

점수가 유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이해부

진아동들이 어휘판단 과제를 수행할 때 반응속도가 

일반아동에 비하여 느렸을 뿐 아니라, 오반응도 유의

미하게 더 많았다. 즉, 단어해호화 능력이 정상적이라 

여겨졌던 읽기이해부진아동들의 단어재인은 일반아

동들에 비하여 비효율적이었다. 한글을 읽는 읽기이

해부진아동들의 단어재인 속도가 느린 것은 최경순․

황민아(2010)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읽기이해부진아동들은 짧은 단어에 비하여 긴 단

어를 읽고 재인할 때 그 속도와 정확도가 유의미하게 

떨어졌는데, 이러한 단어길이 효 과는 일반아동들에

게서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읽기이해부진

아동들이 보인 단어길이 효과 양상은 자소-음소 전환

이 규칙적인 언어를 읽는 난독증 아동들에게서 나타

난 결과와 유사하다. van der Leij & Daal (1999)에 

의하면, 난독증 아동들은 일반아동들에 비하여 단어

해호화 능력이 덜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자소-음소 전

환과정이 더 많이 요구되는 긴 단어를 읽고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Martens & de Jong (2006; 

2008), Zocolotti et al. (2005)은 난독증 아동들이 단

어를 읽고 재인할 때, 자소-음소의 순차적인 전환에 

의존하는 전어휘적(sub-lexical) 읽기 전략을 사용한

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일반아동들은 어휘경로를 

통하여 단어 전체를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상

대적으로 크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난독증 

아동들의 읽기에서 나타난 안구운동 양상에서도 지지

되었는데, 난독증 아동들은 일반아동들에 비하여 더 빈

번하고 좁은 도약안구운동(saccadic eye-movement)

으로 인해 긴 단어에서 더 잦은 고정(fixation) 횟수와 

더 긴 고정시간을 보여주었다. 즉, 단어가 길면 난독증 

아동들은 도약의 크기는 일정한 반면, 단어 내 도약운

동의 수가 증가하였다. 반면, 정상아동들은 단어가 길

면 안구운동에서 도약의 크기가 증가하고 도약의 수는  

일정하였다(De Luca et al., 1999; 2002; Hutzler & 

Wimmer, 2004). 난독증 아동들의 이러한 안구운동 

양상은 글을 읽는 동안에만 관찰되었다(Prado, Dubois 

& Valdois, 2007).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본 연구 결과 읽기이해부진

아동뿐 아니라 일반아동들도 짧은 단어에서보다 긴 

단어에서 어휘판단 속도가 유의미하게 느린 단어 길

이 효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즉, 두 집단의 단어재

인에서 나타난 특징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

다. 이러한 결과는 단어를 읽을 때 읽기이해부진아동

들이 일반아동들과 질적으로 다른 읽기전략을 사용한

다기 보다는 읽기이해부진아동의 읽기 기술이 상대적

으로 덜 자동화되어 있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나타

나는 현상인 것 같다. 아마도 읽기가 능숙해질수록 읽

을 때 주어진 단어를 구성하는 자소를 음소로 전환하

는 속도가 빠를 것이고, 아동이 빈번하게 접하는 고빈

도 단어의 경우 이러한 처리는 단어전체에 대해서 거

의 병렬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단어 길이의 효

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날 수 있다. 두 집단 아동

들 모두 빈번하게 읽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병렬적인 

단어해호화 양상을, 상대적으로 낯선 단어들에 대해

서는 순차적인 단어해호화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두 

집단의 수행 차이는 병렬적 혹은 순차적 단어해호화 

처리를 거치는 단어들의 비율이 서로 다른데 기인할 

뿐, 서로 다른 읽기처리 전략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에 기인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읽기이해부진이건 난독증이건, 

단어재인에서 일반아동들보다 저조한 수행을 보이는 

아동들이 모든 단어를 읽을 때 단어길이 효과가 나타

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정상 성인들

의 단어 읽기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단어길이효과는 

연구에 사용된 단어의 빈도, 과제 유형 등이 영향을 

미친다. 고빈도 단어들에 있어서는 길이효과가 나타

나지 않거나 미약하고, 저빈도 단어이거나 유사단어

에서만 길이효과가 나타난다는 보고들이 있으며(Ans, 

Carbonel & Valdois, 1998; Ferrand, 2000; Ferrand 

& New, 2003; Lee, 1999; Weekes, 1997), 단어 음독

에서는 길이효과가 나타나지만 어휘판단과제에서는 

길이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Juphard, 

Carbonnel & Valdois, 2004). 

본 연구에서 사용했던 단어들은 연구에 참여했던 

초등학교 4학년 아동들에게 익숙한 어휘들로 2음절과 

4음절 단어의 빈도가 유사하였다. 그런데, 어휘빈도가 

상당히 높은 단어들을 읽을 때에는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서도 단어길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긴 단어라도 그 사용빈도가 매우 높은 경우

에는 읽기장애아동들도 순차적인 자소-음소 전환에 

의존하지 않고 단어전체에 대한 병렬적 처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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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읽기장애 아동들의 단어해호화 과정의 특

성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재인 과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어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조

작하였을 때의 단어재인 양상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

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 제한적인 요인 중 하나

는 연구에 참여한 읽기이해부진아동들과 일반아동들

의 어휘력이나 단순 운동반응 능력의 동등함을 측정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했던 단어들

이 초등학교 4학년 아동들에게 익숙한 단어들이었을

지라도, 두 집단 아동들의 수용어휘 능력이 다르다면, 

어휘판단 과제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

다. 어휘판단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들이 빠르

게 반응키를 눌러야 하기 때문에, 자극에 대한 단순반

응 속도가 어휘판단 과제 수행의 집단간 차이에 혼재

변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읽기이해부진아동들과 일반아동들이 읽기이

해뿐 아니라 지능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인

지능력이 전반적인 읽기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할 때, 본 연구의 읽기이해부진아동들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단어재인 수행을 보이는 것에 대한 지능의 영

향을 간과할 수 없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읽기이해부진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기반한 예측에서 오히려 벗어나고, 자

소-음소 대응이 규칙적인 언어를 습득하는 난독증 아

동들에게서 발견된 결과와 유사하다. 주목할 점은 이

렇게 자소-음소 대응이 규칙적인 언어권의 연구에서 

난독증의 선정 기준에 사용된 검사에서는 단어 읽기

의 정확도뿐 아니라, 속도를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이

러한 선정 기준은 자소-음소 대응이 규칙적인 언어를 

읽는 경우 난독증 아동들조차도 정확도에서 일반아동

들과 다르지 않고, 오직 읽기의 속도에서만 지체가 나

타난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권 연

구에서 읽기이해부진아동을 선정하는 기준을 적용하

여, 단어 음독의 정확도가 또래아동과 비슷하면서 읽

기이해 수행이 지체된 아동들을 선발하였다. 결국, 이

들이 오로지 읽기이해에서만 일반아동들에 비해 어려

움을 겪는 아동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한

글 또한 자소-음소 대응이 규칙적인 언어이고, 본 연

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4학년으로, 자소-음소 대응이 

규칙적인 언어에 대한 음독은 1학년을 마치기 전에 이

미 완벽한 수준에 이른다(Ziegler & Goswami, 2005)

는 사실에 근거할 때 음독의 정확도만으로 이들의 단

어해호화 능력의 발달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 어휘판단 과제의 수행에서 나타난 대로 본 연

구에 참가한 읽기이해부진아동들은 단어해호화 능력

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느리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단어해호화에 상대적으로 많은 처리용량(processing 

capacity)을 소모하고 문장 혹은 덩이글의 의미를 파

악하는 읽기이해에 소요되는 용량이 상대적으로 불충

분할 수 있다. 즉, 이들이 읽기이해에서 어려움을 겪는 

데에는 부분적으로 이들의 비효율적인 단어해호화 능

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순

수한 읽기이해부진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영어와 같

이 다른 문자 체계를 가진 언어를 사용하는 읽기이해

부진아동들에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읽기발달과정에서의 언어간 차이가 분명한 만큼, 읽

기장애를 진단하거나 그 하위 집단을 나눌 때, 아동이 

습득하는 언어의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이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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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Purpose: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investigating the on-line 
word-decoding process during reading in dyslexic children using various languages, studies 
on word-decoding skills of children with poor reading comprehension are limited. Poor 
comprehenders are supposed to have normal word-decoding skills based on their accuracy 
scores in standardized word-reading tests. Reportedly, for children learning to read languages 
with transparent grapheme-phoneme correspondence, their reading comprehension is highly 
correlated with reading speed but not with the accuracy of word-reading. Since the grapheme-
phoneme correspondence of the Korean language is known to be transparent, it is possible that 
Korean poor comprehenders are slower in recognizing words relative to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even though the accuracy of word-reading is similar in the two groups. Methods: Ten 
poor comprehenders and 12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in 4th grade participated in the 
present study. The children performed a lexical decision task on words with two different 
lengths, two syllables or four syllables. Results: The poor comprehenders were significantly 
slower and less accurate in their performances on the lexical decision task. The word-length 
effect was significantly greater in the poor comprehenders, as the differences in speed and 
accuracy of lexical decision between short and long words were greater in the poor comprehenders 
compared to the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Discussion & Conclusion: In a standardized 
reading test, the poor comprehenders only exhibited reading comprehension difficulties and 
were similar to the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in word-reading accuracy. However, the poor 
comprehenders’ performances in the lexical decision task indicated they also had difficulties 
in word-recognition. The author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 that, in a language with transparent 
grapheme-phoneme correspondence, like the Korean language, using word-reading accuracy 
as a measure of word-decoding skills may not be appropriate. The importance of cross-linguistic 
differences of reading development in diagnosing various types of reading disabilities is also 
discussed in the present paper.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1;16:570-581)

Key Words: children with poor reading comprehension, reading, lexical decision tasks, word 
length, cross-linguistic differences of grapheme-phoneme correspo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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