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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언어의 투명도와 상관없이 다양한 언어권에서 읽기 능력을 예측하는 변인이 비슷

하게 보고되었다. 국내 연구들에서도 지난 10여년 간 읽기 능력에 한 예측변인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져 왔고, 여러 읽기 검사들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읽기의 다양한 영역(단어인

지, 읽기유창성, 읽기이해)별 읽기 성취도와 각 읽기 영역의 기저에 관여하는 심리처리를 전반

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읽기 영역별 

성취도와 심리처리를 기반으로 읽기 검사를 개발한 후, 읽기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

고자 하였다. 방법:  국내외 이론적 근거 및 예비 검사를 통해 읽기 성취도와 읽기 심리처리로 

구성된 읽기 검사를 개발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초등학교 6학년 총 511명을 상으로 표준

화 검사를 실시한 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읽기 검사의 신뢰도를 문항내적합치도와 측정의 표준오차를 통해 확인한 결과, 

부분의 소검사와 영역 척도의 문항내적합치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소검사와 영역 척도의 측

정의 표준오차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둘째, 본 읽기 검사의 타당도는 내용타당도, 구인

타당도, 공인타당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읽기 검사의 내용타당도는 국내외 선행 

문헌 및 검사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구인타당도와 관련하여서는 본 읽기 검사가 단어인지, 

읽기유창성, 읽기이해 구성된 것에 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고, 단어인지, 

읽기유창성, 읽기이해 심리처리 변인은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공인타당도는 KISE 

기초학력검사의 음독과 본 읽기 검사의 단어인지 영역 간 상관과 KISE 기초학력검사의 짧은 

글 이해와 본 읽기 검사의 읽기영역 간 상관을 통해 확인하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읽기 검사는 

표준화된 검사로써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고, 읽기장애 진단을 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의 요약, 연구 결과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에 관한 제언이 논의

되었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1;16:276-294.

핵심어:  읽기 성취, 읽기 심리처리, 단어인지, 읽기유창성, 읽기이해, 읽기장애

Ⅰ. 서론

읽기 능력은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 필수

적인 요소이다. 읽기 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연령이 증

가할수록 국어교과 뿐 아니라 읽기 능력을 요구하는 다

양한 교과에서 어려움을 보인다. 글을 읽는 것이 부

분의 학생들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어떤 

아동들에게는 읽기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이러한 읽

기에의 어려움은 상당히 일찍 나타나기 시작하여 오래

도록 지속되기도 한다. 이에 지난 30년 동안 읽기 능력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

게 실시되어왔으며, 이러한 변인들을 기반으로 읽기 검

사를 개발하는 노력이 영어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

루어져왔다. 즉, 읽기 능력에 한 예측력이 높은 변인

들을 중심으로 읽기 검사를 개발하였으며, 이로 인해 

약 .27밖에 되지 않던 읽기 검사의 예측도(Liberman, 

Shankweiler & Liberman, 1989)를 .6∼ .7에 이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Schatschneider et al., 2002). 

읽기 능력에 한 예측 연구는 읽기의 하위 영역

(단어인지, 읽기유창성, 읽기이해)별로 나누어 실시

되어왔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읽기의 하위 영역별 

예측변인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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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구에서 제안하였듯이 읽기 능력이 단일 구인

이 아니라 단어인지, 읽기유창성, 읽기이해로 구분

되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성된 구인임을 반영한 결

과라고 해석 해 볼 수 있을 것이다(예: Bashir & 

Hook, 2009; MacArthur et al., 2010; Speece et al., 

2010). 이와 같이 읽기 영역은 크게 단어인지, 읽기유

창성, 읽기이해로 분류되며, 이를 반영하듯 읽기장애

(reading disabilities)는 단어인지 읽기장애(reading 

disability: word recognition), 유창성 읽기장애

(reading disability: fluency), 이해 읽기장애(reading 

disability: comprehension)로 분류된다(Fletcher et 

al., 2002; Flanagan et al., 2002). 

지금까지 발표된 읽기 능력에 한 예측 연구들을 

읽기 하위 영역별로 분석해보면, 단어인지 능력에 한 

예측변인으로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가장 많이 발표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읽기이해, 그리고 읽기유창성 

순으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이들 연구를 비교해보면, 

단어인지, 읽기유창성, 읽기이해에 한 예측변인들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de Jong 

& van der Leij (2002)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3학

년 때까지 추적연구를 실시한 결과, 빠른 자동 이름

기와 음운인식이 단어인지 능력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

인이었고, 특히 빠른 자동 이름 기는 1학년 이후에도 

유의한 변인임을 보고하였다. 반면, 읽기이해에 한 

예측변인은 듣기이해, 어휘, 단어인지 성취도라고 보고

하면서, 단어인지와 읽기이해가 명확히 차별화되는 읽

기 영역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영어권에서도 

Wood (2009)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4학년 때까지 

추적연구를 실시한 결과, 빠른 자동 이름 기와 표기 

처리 속도가 단어인지 능력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인 

반면, 어휘, 빠른 자동 이름 기, 표기처리 속도가 읽기

유창성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고, 어휘만이 읽기이

해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단어인지 능력을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음운인식, 

빠른 자동 이름 기, 자모지식(자모이름, 자모소리), 

음운기억(단기기억, 작동기억) 등이 밝혀졌다. 첫째, 

다양한 언어권에서 음운인식과 빠른 자동 이름 기는 

단어인지 능력을 예측하는 표적인 변인들로 보고되

었다. 다만, 영어권에서는 음운인식 능력이 빠른 자동 

이름 기와 음운기억 보다 단어인지 능력을 더 강력

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Wagner et al., 

1997), 표층 표기 체계 언어권에서는 빠른 자동 이름

기가 음운인식 보다 더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

났다(de Jong & van der Leij, 1999; 2002). 한글을 

사용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음운인식과 빠른 자동 이름 기가 단어인

지 능력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김애화 외, 

2011; 김애화․유현실․김의정, 2010; 홍성인 외 2002). 

둘째, 자모지식도 다양한 언어권에서 단어인지 능력

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Leppänen et al., 

2008; Schatschneider et al., 2004). 특히, 한글을 사

용하는 취학전 및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한 연구들에 따르면, 자모지식(자모이름)은 음운

인식과 빠른 자동 이름 기보다도 단어인지 능력을 

더 많이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애화 외, 2011; 

김애화․유현실․김의정, 2010; Kim, 2009). 셋째, 

음운기억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단어인지에 한 독

립적인 예측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유치원 아동의 경우에는 음운인식 이상으로 단어인지 

능력에 한 추가적인 설명량을 갖지 못하는 반면, 초

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음운기억이 단어인지 능력

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de Jong 

& van der Leij, 1999; Wagner et al., 1993). 국내

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음운기억이 취학 전 아동에게

는 단어인지 능력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 아닌 반

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단어인지 능력을 유의하

게 예측하는 변인임을 밝힌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김애화․유현실․김의정, 2010). 더욱이 최근 발표

된 국내 연구에서는 단기기억(특히, 무의미 따라 말하

기 과제)이 4학년을 제외한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단어인지 능력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보고되었

다(김애화 외, 2011). 

읽기유창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단어인지 성취

도, 빠른 자동 이름 기, 언어지식(어휘, 듣기이해, 통

사처리), 음운기억, 표기처리 등이 언급되고 있다. 첫

째, 단어인지는 읽기유창성을 예측하는 표적인 변

인으로 보고되었으며(Cohen-Mimran, 2009), 특히 

단어인지가 다른 변인들과 함께 투입되었을 때 상

적인 예측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Katzir et 

al., 2006). 단어인지가 성취도의 개념이라면 읽기유창

성을 예측하는 심리처리(psychological process) 변

인으로는 빠른 자동 이름 기, 언어지식, 음운기억 등

이 이에 속한다. 둘째, 일찍이 Bowers (1993)는 빠른 

자동 이름 기는 단어인지 능력을 통제한 후에는 여

전히 읽기 유창성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보고하였다. 

그 후, 일련의 연구를 통해 빠른 자동 이름 기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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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성 능력에 독립적인 예측력을 지니는 것으로 밝

혀졌다(Georgiou, Parrilla & Kirby, 2006; George, 

Parrilla & Papadopoulos, 2008; Saiegh-Haddad, 

2005; Wolf & Bowers, 1999; 2000). 셋째, 최근 들어

서는 읽기유창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형태론적 지식

(morphological knowledge) 및 어휘지식을 포함한 

의미적 처리, 통사처리, 듣기이해 등 언어지식이 언

급되고 있다(Berninger, et al., 2001). 또한 이러한 언

어지식의 예측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커지는 것

으로 보고되었으며(Barth, Catts & Anthony, 2009; 

Cohen-Mimran, 2009). 넷째, 최근 몇 몇 연구에서는 

음운기억(Cohen-Mimran, 2009; Russell, 2002)이 읽

기유창성을 예측 하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 

읽기이해를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단어인지 성취도, 

듣기이해, 어휘, 통사처리, 음운기억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읽기이해를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단순읽기모델

에서 제안하는 음독(decoding)과 듣기이해를 들 수 

있다(Gough & Tunmer, 1986; Hoover & Gough, 

1990). 둘째, 최근에는 음독과 듣기이해만으로는 읽기

이해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음독과 듣기이해 이외에 읽기이해에 영향을 주는 변인

으로 언어지식(어휘, 통사처리 포함), 음운기억(단기

기억, 작동기억 포함) 등을 제안하였다. 이중 어휘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데, 다양한 

언어권 모두에서 어휘가 읽기이해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보고되었다(Braze et al., 2007; Ouellette, 

2006; Ricketts, Nation & Bishop, 2007; Yovanoff 

et al., 2005). 국내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 일반학생 

및 읽기부진학생을 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어휘가 

읽기이해를 가장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

다(김애화 외, 2010; 김애화․황민아, 2008; 정미란, 

2009). 셋째, 음운기억(특히, 음운 작동기억)은 여러 

연구에서 읽기이해와 유의한 상관이 있음이 보고되었

으며(Seigneuric et al., 2000; Oakhill, Cain & Bryant, 

2003), 음독, 어휘, 지능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읽기

이해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도 보고되었다(Cain, 

Oakhill & Bryant, 2004). 국내에서도 음운 작동기억

이 읽기이해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보고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이일화, 2005; 정미란, 2009). 넷

째, 통사처리는 문장 따라 말하기 과제를 통해 측정되

는 경우가 많은데, 문장 따라 말하기는 최근 몇 몇 연구

에서 읽기이해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보고되었

다(김애화․유현실․김의정, 2010; Catts et al., 2001).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양한 언어권에서 

읽기 능력을 예측하는 변인이 비슷하게 보고되었다. 

다만, 이러한 변인들의 상 적 예측력이 어떠한 예측

변인을 포함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는가, 어떠한 연령

의 학생들을 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는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들에

서도 지난 10여년 간 읽기 능력에 한 예측변인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해당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읽기 

성취 및 읽기 심리처리를 측정하는 검사를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국내에서 개

발된 읽기 검사로는 단어인지와 읽기이해 성취를 측

정하는 기초학습기능검사(박경숙․윤점용․박효정, 

1989)와 KISE 기초학력검사(박경숙 외, 2008), 어

휘력을 측정하는 그림어휘력검사(김영태 외, 1995)

와 한국판 보스톤 이름 기검사(김향희․나덕렬, 

2007), 통사처리를 측정하는 구문의미이해력 검사
(배소영․임선숙․이지희․장혜성, 2004) 등이 있다. 

또한 이윤경(2007)은 어휘력(의미), 통사처리(문법), 

화용담화를 포함한 언어검사 개발 연구를 발표하였으

며, 배소영․김미배(2010)도 단어인지(낱말재인), 음

운인식, 듣기이해(덩이말이해), 문법형태소나 어휘 등

을 평가하는 덩이글이해로 구성된 언어기반읽기평가

에 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 읽기 연

구 및 읽기 검사들은 해당 연구 및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읽기 성취 및 읽기 심리처리에 초점을 맞추어 개

발되거나, 읽기 성취 검사를 위주로 개발된 경우가 많

았다. 또한 읽기 성취 및 읽기 심리처리를 동시에 포

함하는 검사의 경우에도 읽기의 하위 영역인 단어인

지, 읽기유창성, 읽기이해 성취와 이에 관여하는 심리

처리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읽기 영역별 성

취도와 심리처리를 기반으로 읽기 검사를 개발한 후, 

읽기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본 검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1) 선행 검사 및 선행 문헌 검토, (2) 검사 초안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 및 사전 예비 검사, (3) 예비 검사 실시 

및 분석, (4) 표준화 검사 실시 및 분석. <그림- 1>은 

이상의 연구 절차를 도표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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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선행 검사  
선행 문헌 검토

 ․국내외 선행 검사
․국내외 선행 문헌 분석

⇩

2단계: 
안 개발을 
한 기  

작업  사  
비 검사



․단어인지 검사: 고빈도 음운변동 의미단어, 빈도 규칙 의미단어, 빈도 음운변동 의미단어
- 선행 검사  문헌 분석 결과 반 하여 검사 제작
- 강범모, 김흥규(2004)와 김 해(2003)의 어휘 자료를 분석하여 어휘 난이도 확인
- 한국어 음운변동과 품사 비율 반
- 사  비 검사1)를 실시하여, 단어 친숙도 평가하여 문항을 구성

․단어인지 검사: 규칙 무의미 단어, 음운변동 무의미 단어
- 선행 검사  문헌 분석 결과 반 하여 검사 제작
- 사  비 검사를 실시하여, 성, 성, 종성 변경에 따른 차이 확인  1음 과 2음  변경에 따른 차이 확인 

․읽기유창성
- 선행 검사  문헌 분석 결과 반 하여 검사 제작
- 7차 등 교육과정 읽기 교과서 분석하여,  유형별 평균 문장당 어  수, 총 문장 수 산출하여 학년별 의 
문장당 어  수와 총 문장수에 한 기  마련

- 국어연구소(1987)와 김 해(2003)의 어휘 자료 분석하여 어휘 난이도 확인
- 아동문학 작가(권이근)에게 학년별 이야기식 과 설명식  작성 의뢰
- 아동문학 작가(권이근)가 집필한 의 문장당 어  수, 총 문장 수, 어휘 난이도 확인

․읽기이해
- 선행 검사  문헌 분석 결과 반 하여 검사 제작
- 등학교 학생을 상으로 사  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  정답의 성 확인

․자모지식
- 선행 검사  문헌 분석 결과 반 하여 검사 제작
- 사  비 검사를 실시하여, 연습 문항 지시문의 이해도 확인

․빠른 자동 이름 기
- 선행 검사  문헌 분석 결과 반 하여 검사 제작
- 사  비 검사를 실시하여, 단어 친숙도를 평가하여 문항 구성

․음운기억

- 선행 검사  문헌 분석 결과 반 하여 검사 제작
․문장 따라 말하기
- 선행 검사  문헌 분석 결과 반 하여 검사 제작
- 김 해(2003)의 어휘 자료를 분석하여 어휘 난이도 확인
- 사  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 성 확인

․듣기이해
- 선행 검사  문헌 분석 결과 반 하여 검사 제작
- 사  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  정답의 성 확인

․어휘
- 선행 검사  문헌 분석 결과 반 하여 검사 제작
- 7차 등 교육과정 읽기교과 C 출 사와 D 출 사 과에 수록된 같은말, 반 말 목록 분석
- 김 해(2003)와 서상규․남윤진․진기호(1998)의 어휘 자료를 분석하여 어휘 난이도 확인
- 사  비 검사를 실시하여, 어휘 문항  정답의 성 확인

⇩

 안 제작

⇩

3단계: 
비 검사 

실시  분석


․ 등학생 194명 비 검사 실시2)

․자료 분석
- 고 이론에 의한 기 문항 분석: 기  분석(평균, 표 편차), 첨도, 왜도, 문항 난이도, 문항 변별도, 문항 통과율, 신뢰도
- 문항반응이론에 근거한 Rasch 모형 분석: outfit 지수, 신뢰도
- 기 문항 분석 결과, 천정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거나 신뢰도 지수가 낮은 검사  검사 문항 등을 삭제  수정( , 
단어언지 성취 검사에서 ‘고빈도 규칙 의미단어’는 천정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서 삭제, 신뢰도가 낮은 일부 문항 수정 등)

⇩

최종안 제작 

⇩

4단계: 
표 화 검사 
실시  분석 


․ 등학생 511명 평가 실시
․자료 분석
- 신뢰도 검증(문항내 합치도합치도, 측정의 표 오차)
- 타당도 검증(내용타당도, 구인타당도, 공인타당도)
- 검사의 규  작성(환산 수, 지수 수, 백분 , 신뢰구간)

<그림- 1> 검사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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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화 검사 대상 표집

표준화 검사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지역 내 초등학

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1학년～초등학교 6학년 학

생 총 511명을 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측의 협조

를 얻어 각 학년별로 1개 학급을 선정하여 그 반의 

모든 학생들에게 검사들을 실시하였다. <표 - 1>은 

연구 상의 학년별, 지역별, 성별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표- 1> 연구 상의 학년별, 지역별, 성별 분포

학년 성별
지역

체 합계
경기도 충청남도

1학년

남 26(57%) 20(43%) 46(100%)

여 27(60%) 18(40%) 45(100%)

합계 53(58%) 38(42%) 91(100%)

2학년

남 26(67%) 13(33%) 39(100%)

여 26(68%) 12(32%) 38(100%)

합계 52(68%) 25(32%) 77(100%)

3학년

남 28(64%) 16(36%) 44(100%)

여 27(60%) 18(40%) 45(100%)

합계 55(62%) 34(38%) 89(100%)

4학년

남 26(60%) 17(40%) 43(100%)

여 28(70%) 12(30%) 40(100%)

합계 54(65%) 29(35%) 83(100%)

5학년

남 29(63%) 17(37%) 46(100%)

여 25(63%) 15(37%) 40(100%)

합계 54(63%) 32(37%) 86(100%)

6학년

남 28(67%) 14(33%) 42(100%)

여 27(63%) 16(37%) 43(100%)

합계 55(65%) 30(35%) 85(100%)

체 합계 323(63%) 188(37%) 511(100%)

한편, 본 연구에서는 구인타당도 검증(집단차이 분

석)을 위해 읽기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읽기 검사 결

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읽기장애학생을 

다음의 2단계를 거쳐 선별하였다. 첫째, 학기 초에 전

국적으로 실시한 교과학습 진단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학년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이었다. 둘째, 저성취 

모델(low achievement model)에 근거하여 한국판 

웩슬러 아동지능검사 Ⅲ(곽금주․박혜원․김청택, 

2001)의 동작성 IQ 지수가 70 이상이면서, 기초학력

검사-짧은글 이해(박경숙 외, 2008) 또는 기초학습

기능검사-읽기Ⅱ(박경숙․윤점룡․박효정, 1989)

에서 하위 25 백분위에 속하는 학생이었다(Fletcher 

et al., 2002; Siegel, 1992). 

2. 검사의 구성

본 검사는 크게 읽기 성취 검사와 읽기 심리처리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개의 

읽기 성취 검사와 6개의 읽기 심리처리 검사를 포함한 

9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읽기 성취 검사와 읽기 심리처리 검사의 세부 
내용

읽기 역

단어인지 읽기유창성 읽기이해

읽
기
성
취 
검
사

단어인지 성취 

검사

읽기유창성 

성취 검사 

읽기이해 성취 

검사

단어인지 성취 

지수 수  

백분  산출

읽기유창성 

성취 지수 수 

산출

읽기이해 성취 

지수 수 산출

체 읽기 성취 지수  백분

읽
기
심
리
처
리 
검
사

․자모지식 검사

․빠른 자동 이

름 기 검사

․음운기억 검사

․어휘 검사

․빠른 자동 이

름 기 검사

․어휘 검사

․문장 따라 말

하기 검사

․듣기이해 검사

․어휘 검사

단어인지 

심리처리 

지수 수  

백분  산출

읽기유창성 

심리처리 

지수 수  

백분  산출

읽기이해 

심리처리 

지수 수  

백분  산출

체 읽기 성취 지수  백분

본 검사는 읽기 영역별로 볼 때, 단어인지, 읽기유

창성, 읽기이해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 - 2>는 

읽기 영역별 읽기 성취와 읽기 심리처리 소검사의 구

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단어인지 영역에는 단어인

지 읽기 성취 검사와 단어인지 심리처리 검사가 포함

1) 예비 검사와 표준화 검사 상과 다른 별도의 학생들을 상으로 사전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음. 본 논문에서는 표준화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전 예비 검사에 한 정보는 제시하지 않도록 함. 

2) 표준화 검사 상과 다른 별도의 194명의 학생들을 상으로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음. 본 논문에서는 표준화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비 검사 연구에 한 정보는 제시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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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단어인지 심리 처리 검사에는 자모지식, 빠른 자

동 이름 기, 음운기억, 어휘가 포함된다. 둘째, 읽기

유창성 영역에는 읽기유창성 성취 검사와 읽기유창성 

심리처리 검사가 포함되며, 읽기유창성 심리처리 검

사에는 빠른 자동 이름 기와 어휘가 포함된다. 셋째, 

읽기이해 영역에는 읽기이해 성취 검사와 읽기이해 

심리처리 검사가 포함되며, 읽기이해 심리처리 검사

에는 문장 따라 말하기, 듣기이해, 어휘가 포함된다. 

읽기 영역별 심리처리 검사에 한 근거는 <표 - 5>

에서 제시하고 있다. 

각 소검사의 개발과정은 <그림 - 1>에 요약하여 

제시되었으며, 다음은 각 소검사의 구성 및 핵심적인 

사항만을 제시하고 있다. 

가. 읽기 성취 검사

⑴ 단어인지 성취 검사

단어인지 검사는 5개 하위검사로 구성되었으며, 각 

소검사별로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고빈도 음

운변동 의미 단어(예, 목요일, 줄넘기), (2) 저빈도 규

칙 의미 단어(예, 변질되다, 유독), (3) 저빈도 음운변

동 의미 단어(예, 속박하다, 금리), (4) 무의미 규칙 단

어(예, 모류하다, 전티), (5) 무의미 음운변동 단어(예, 

닿앴다, 궈묵하다). 단어인지 검사는 개별 단어를 얼

마나 정확하게 읽는지를 측정하며, 학생은 일련의 단

어를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학생이 연속해서 5문항에

서 오반응 하면 이를 중지점으로 보아 검사를 종료하

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점

하여 각 하위검사별 원점수를 산출하였다. 

(2) 읽기유창성 성취 검사

읽기유창성 검사는 2개 하위검사로 구성되었다: 

(1) 이야기글 검사(예, 사람을 구한 쥐)와 (2) 설명글 

검사(예, 익모초). 읽기유창성 검사는 글을 얼마나 빠

르고 정확하게 읽는지를 측정하며, 학생은 1분 동안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읽기유창성 점수는 1분 

동안 읽은 전체 어절 수에서 틀리게 읽은 오류 어절 

수를 빼서 산출하였으며, 각 하위검사별 읽기유창성 

원점수를 산출하였다. 

(3) 읽기이해 성취 검사

읽기이해 검사는 2개 하위검사로 구성되었다: (1) 이

야기글 읽기이해질문 검사(예, 사람을 구한 쥐), (2) 설

명글 읽기이해질문 검사(예: 익모초). 읽기이해 검사는 

글을 읽고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측정하며, 학생은 글

을 읽은 후 글을 보지 않고 읽기이해질문에 한 답을 

구두로 하여야 한다. 읽기이해 검사는 읽기유창성검사

와 동일한 읽기지문을 사용하였으며, 각 읽기지문 별

로 7개의 문항이 개발되었다. 이야기 글은 이야기 문

법(story grammar; 주인공, 배경, 사건의 발단, 전개, 

결말, 주제 등)을 위주로 문항을 개발하였고(예: 사람

들이 왜 쥐를 잡으려고 하였나요?), 설명글은 문단별 

중심내용과 세부내용을 위주로 문항을 개발하였다

(예: 익모초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각 문항의 

응답은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점하여 각 하위검사

별 원점수를 산출하였다. 

나. 읽기 심리처리 검사

(1) 자모지식 검사

자모지식 검사는 4개 하위검사로 구성되었다: (1) 자

음이름, (2) 모음이름, (3) 초성소리, (4) 종성소리. 자

모지식 검사는 자모의 이름과 소리를 얼마나 정확하

게 말하는지를 측정하며, 학생은 일련의 자음 또는 모

음을 보고 그 이름(예: (손가락으로 ‘ㅔ’를 가리키며) 

이 낱자의 이름이 뭐지요?) 또는 소리(예: (손가락으

로 ‘ㄹ’을 가리키며) 이 낱자는 어떤 소리가 나죠?)를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자음이름 검사지는 한글 자음 

19개로, 모음이름 검사지는 모음 21개로, 초성소리 검

사지는 초성소리 18개로, 종성소리 검사지는 종성소

리 16개로 구성되었다. 학생이 연속해서 3문항에 오

반응 하면 이를 중지점 보아 검사를 종료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점하여 각 

하위검사별 원점수를 산출하였다. 

(2) 빠른 자동 이름 기 검사

빠른 자동 이름 기 검사는 1개의 하위검사로 구성

되었다. 빠른 자동 이름 기 검사는 장기기억에 저장된 

음운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인출하는지를 측

정하며, 학생은 일련의 글자(마, 바, 가, 라, 나)를 보고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학생이 제시한 글자의 

이름을 올바르게 말하면 정답으로, 올바르지 않게 말하

거나 생략하면 오답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학생이 3초 

이상 답하지 못하면 오답으로 처리하고 다음 문항으

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검사는 1분 동안 실시되었으며, 

학생이 연속해서 5문항에서 오반응하면 이를 중지점으



언어청각장애연구 2011;16:276-294

282

로 보아 검사를 종료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점하여 원점수를 산출하였다. 

(3) 음운기억 검사 

음운기억 검사는 2개의 하위검사로 구성되었다: 

(1) 숫자 바로 따라하기와 (2)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음운기억은 음운정보를 단기기억에 얼마나 정확하게 

저장하는지와 음운정보의 저장 뿐 아니라 음운정보의 

처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를 측정하며, 학생은 

검사자가 제시한 일련의 숫자들을 그 로 또는 거꾸

로 따라해야 한다. 검사문항은 1부터 9까지 수에서 무

작위 표본 추출하여 제작한 일련의 숫자열로 구성되

었다(예: 2, 7, 3, 5). 각 숫자열 별 2개 문항에서 모두 

오반응하면 이를 중지점으로 보아 검사를 종료하고, 

한 문항이라도 정반응을 하면 다음 숫자열 검사를 진

행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점하여 각 하위검사별 원점수를 산출하였다. 

(4) 문장 따라 말하기 검사

문장 따라 말하기 검사는 1개의 하위검사로 구성되

었다. 문장 따라 말하기 검사는 의미나 통사처리(문법

능력)와 같은 언어 능력과 음운정보의 저장 및 처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를 측정하며, 학생은 검사자

가 읽어준 문장을 그 로 따라 말해야 한다. 문장의 

길이 범위는 조사 포함한 5개 단어로 구성된 단문에서

부터 점차 문장의 복잡성을 확장시켜 조사 포함한 23개

의 단어로 구성된 복문까지로 하였다(예: 다람쥐가 높

은 나무에서 떨어졌다. 동생은 공부를 잘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해서 부모님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점하여 원점

수를 산출하였다. 

(5) 듣기이해 검사

듣기이해 검사는 1개의 하위검사로 구성되었다. 듣

기이해 검사는 글을 듣고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측정

하며, 학생은 글을 들은 후 글을 보지 않고 읽기이해

질문에 한 답을 구두로 하여야 한다. 듣기이해 검사

는 이야기글 지문(예: 아직도 굴러가는 호박)을 사용

하였으며, 검사문항은 7개였고 이야기 문법(주인공, 

배경, 사건의 발단, 전개, 결말, 주제 등)을 위주로 개

발하였다(예: 호박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나요?). 

각 문항의 응답은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점하여 

원점수를 산출하였다.

(6) 어휘 검사 

어휘 검사는 2개의 하위검사로 구성되었다: (1) 반

말, (2) 비슷한말. 어휘 검사는 어휘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지를 측정하며, 학생은 

해당 어휘의 반 말(예: ‘조용한’의 반 말) 또는 비슷

한말(예: ‘사람’의 비슷한 말)을 써야 한다. 각 하위검

사별로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채점은 빈 칸에 들어

갈 알맞은 어휘를 쓰면 정답(2점), 틀린 답을 쓰거나 

답을 쓰지 않으면 오답(0점)으로 처리하였으며, 정답 

어휘와 품사나 활용형이 다른 경우에는 부분 점수

(1점)를 부여하여 원점수를 산출하였다. 

3. 표준화 검사 실시 절차 

본 연구의 검사자는 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

하고 있는 학원생으로 구성되었다. 검사의 신뢰도

를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검사자들에게 검사 절

차 및 실시 방법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자가 구체적인 검사 실시 방법을 시범 보인 후, 검사

자들은 짝을 이루어 검사자와 피검사자의 역할을 바

꾸어 가며 검사 실시 방법을 연습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 과정을 관찰하며 필요할 경우 문제점을 지적하고 

토론하였다. 검사자 훈련 후, 검사 실시 및 채점에 관

한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평균 97%로 높게 나타났다. 

훈련을 받은 검사자는 어휘 검사를 제외한 모든 검

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개별검사는 학생이 재

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일과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루

어졌으며, 검사자가 학생을 한명씩 독립된 공간으로 

데리고 와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자 변인을 최소

화하기 위해 미리 제작된 지시문에 따라 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검사 실시에 앞서 연습문항을 통해 학생들

이 검사 진행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검사

순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순서에 

한 역균형 통제를 실시하였다.

4. 표준화 검사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PASW 19.0 소프트웨어를 이용하

여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첫째, 검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항내적합치도와 측정의 표준오

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검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내

용타당도, 구인타당도,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내

용타당도는 선행 검사 및 국내외 선행 문헌 분석을 통

해 확인하였다. 본 검사의 구인타당도는 확인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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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평균 SEMa

9개 
소검사

단어인지 0.455 0.553 0.816 0.585 0.629 1.181 0.743 

읽기유창성 0.585 0.747 0.671 0.875 0.671 1.102 0.794 

읽기이해질문 1.420 1.485 1.621 1.436 1.787 2.145 1.669 

자모지식 0.735 0.615 0.684 0.664 0.615 0.643 0.661 

빠른 자동 이름 기 0.402 0.402 0.300 0.315 0.268 0.636 0.406 

음운기억 1.607 1.515 1.593 1.414 1.512 1.500 1.525 

문장 따라 말하기 0.986 1.031 1.237 1.158 1.044 1.048 1.087 

듣기이해 1.800 1.632 1.970 1.951 2.096 1.953 1.906 

어휘 1.138 1.077 0.990 1.102 0.977 1.110 1.068 

8개
역

척도

읽기
성취

단어인지 성취 2.275 2.766 4.080 2.924 3.146 5.906 3.715 

읽기유창성 성취 2.924 3.735 3.354 4.373 3.354 5.511 3.969 

읽기이해 성취 7.099 7.425 8.106 7.178 8.937 10.723 8.343 

체 읽기 성취 4.216 4.373 4.861 4.767 5.065 7.470 5.239 

읽기
심리
처리

단어인지 심리처리 6.417 5.387 6.185 5.771 5.346 6.346 5.925 

읽기유창성 심리처리 5.324 4.373 4.500 5.087 4.399 4.997 4.795 

읽기이해 심리처리 9.487 7.272 6.939 7.194 7.530 7.241 7.658 

체 읽기 심리처리 6.346 5.324 5.981 5.925 5.511 6.221 5.896 
a) 평균 SEMa는 각 학년집단의 SEM의 자승합의 평균을 제곱근하여 계산하였다.

<표- 4> 측정의 표 오차
 

분석, 회귀분석, 집단차이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공

인타당도는 본 검사 점수와 KISE BAAT-음독과 짧

은글 이해 점수와의 상관을 통해 검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신뢰도 

가. 학년별 소검사와 영역 척도의 신뢰도계수

<표 - 3>은 각 학년별 소검사와 영역 척도들의 신

뢰도 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9개 소검사의 문항내적합

치도는 각 소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원점수를 사용

하여 각 학년별로 산출하였다. 8개 영역 척도의 신뢰도

와 관련해서는 읽기 성취 척도의 경우, 각 단어인지, 

읽기유창성, 읽기이해질문은 소검사와 동일하기 때문

에 소검사의 문항내적합치도 계수와 일치한다. 한편, 

전체 읽기 성취 영역 척도는 각 소검사를 구성하는 과

제점수를 환산점수로 바꾸어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읽기 심리처리 영역 척도의 경우, 각 소검

사를 구성하는 과제점수를 환산점수로 바꾸어 문항내

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표-3>에서 볼 수 있듯

이, 듣기이해 소검사를 제외한 모든 소검사와 읽기이해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 척도의 문항내적합치도는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듣기이해 소검사와 읽기이해 

영역 척도(읽기이해 성취 영역, 읽기이해 심리처리 영

역)의 문항내적합치도는 학년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부 학년을 제외하고는 .70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3> 각 학년별 소검사와 역 척도의 신뢰도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9
개
소
검
사

단어인지 성취 .977 .966 .926 .962 .956 .845

읽기유창성 성취 .962 .938 .950 .915 .950 .865

읽기이해 성취 .776 .755 .708 .771 .645 .489

자모지식 .940 .958 .948 .951 .958 .954

빠른 자동 이름 기 .982 .982 .990 .989 .992 .955

음운기억 .713 .745 .718 .778 .746 .750

문장 따라 말하기 .892 .882 .830 .851 .879 .878

듣기이해 .640 .704 .569 .577 .512 .576

어휘 .856 .871 .891 .865 .894 .863

8
개

역
척
도

읽
기
성
취

단어인지 성취 .977 .966 .926 .962 .956 .845

읽기유창성 성취 .962 .938 .950 .915 .950 .865

읽기이해 성취 .776 .755 .708 .771 .645 .489

체 읽기 성취 .921 .915 .895 .899 .886 .752

읽
기 
심
리
처
리

단어인지 심리처리 .817 .871 .830 .852 .873 .821

읽기유창성 심리처리 .874 .915 .910 .885 .914 .889

읽기이해 심리처리 .600 .765 .786 .770 .748 .767

체 읽기 심리처리 .821 .874 .841 .844 .865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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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검사 하 검사 이론  근거

단어인지 

성취 검사

① 단어인지 1: 고빈도 음운변동 의미단어

② 단어인지 2: 빈도 규칙 의미단어

③ 단어인지 3: 빈도 음운변동 의미단어

④ 단어인지 4: 규칙 무의미단어

⑤ 단어인지 5: 음운변동 무의미 단어

선행 문헌( : 이 오, 1996; Landerl, Wimmer & Frith, 

1997; Wurm & Samuel, 1997) 기반

읽기유창성 

성취 검사

① 읽기유창성 1: 이야기

② 읽기유창성 2: 설명

선행 검사( : Dynamic Indicators of Basic Early Literacy 

Skills) 기반

읽기이해 

성취 검사

① 읽기이해 1: 이야기

② 읽기이해 2: 설명

선행 검사( : Gates-MacGinitie Reading Test, 읽기

진단검사, 읽기 평가-교수 도구)  선행 문헌( : 

김애화․황민아, 2008; 김의정․최혜승․장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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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기반

자모지식 검사

① 자모지식 1: 자음이름

② 자모지식 2: 모음이름

③ 자음지식 3: 성소리

④ 자음지식 4: 종성소리

선행 검사( : Dynamic Indicators of Basic Early Literacy 

Skills)  문헌( : 김선옥, 조희숙, 2006; 최나야, 이순형, 

2008; Landerl & Wimmer, 2008; Schatschneider et al., 

2004) 기반

빠른 자동 

이름 기 검사
① 빠른 자동 이름 기

선행 검사( : Comprehensive Test of Phonological 

Processing)  문헌( : Denckla & Rudel, 1976) 기반

음운기억 검사
① 음운기억 1: 숫자 바로 따라하기

② 음운기억 2: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선행 검사( : Comprehensive Test of Phonological 

Processing; K-WISC Ⅲ)  문헌( : 김애화, 2006) 기반

문장 따라 

말하기 검사
① 문장 따라 말하기 

선행 문헌(Berry-Luterman & Bar, 1971; McDade, Simson 

& Lamb, 1982) 기반

듣기이해 검사 ① 이야기  

선행 검사( : Gates-MacGinitie Reading Test, 읽기진단

검사, 읽기 평가-교수 도구)  선행 문헌( : Edwards 

& Chard, 2000; Hansen, 1978; Irwin & Mitchell, 1983; 

김애화․황민아, 2008; 김의정․최혜승․장 , 2006) 

기반

어휘 검사
1. 어휘 1: 반 말

2. 어휘 2: 비슷한말

선행 검사( : Woodcock Reading Mastery Test-Revised) 

 선행 문헌(김만권, 1998; 김애화․황민아, 2008; 

이나미․윤 룡, 1990)을 기반

<표- 5> 소검사에 한 이론  근거
 

나. 측정의 표준오차와 신뢰구간

측정의 표준오차는 소검사의 경우에는 환산점수를 

단위로, 8개 영역 척도의 경우에는 지수점수를 단위로 

하여 신뢰도계수(문항내적일관성계수)를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표 - 4>는 9개 소검사와 8개 영역 척도

의 측정의 표준오차를 제시하고 있다. <표 - 4>에서 

볼 수 있듯이, 소검사와 영역 척도의 측정의 표준오차

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 타당도

검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내용타당도, 구인타당

도,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가. 내용타당도

내용타당도는 선행 검사 및 국내외 선행 문헌 분석

을 통해 확인하였다. <표- 5>는 각 소검사에 한 

표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나. 구인타당도 

본 검사의 구인타당도는 소검사와 8개 영역 간 상

관, 확인적 요인분석, 회귀분석, 집단차이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1) 소검사와 8개 역 간 상

각 소검사와 8개 영역 간 상관을 통해, 소검사가 측

정하는 내용이 8개 영역 중 해당 영역 검사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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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검사 읽기 성취 역 읽기 처리 역

자모
지식

빠른
이름

음운
기억

문장
듣기
이해

어휘
단어
인지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

체
읽기

단어
인지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

체
심리
처리

자모지식 1 　 　 　 　 　 　 　 　 　 　 　 　 　

빠른 자동 이름 기 .221*** 1 　 　 　 　 　 　 　 　 　 　 　 　

음운기억 .232
*** .223*** 1 　 　 　 　 　 　 　 　 　 　 　

문장 따라 말하기 .237*** .106* .463*** 1 　 　 　 　 　 　 　 　 　 　

듣기이해 .171
*** .071 .206*** .341*** 1 　 　 　 　 　 　 　 　 　

어휘 .380*** .208*** .354*** .457*** .426*** 1 　 　 　 　 　 　 　 　

단어인지 성취 .374
*** .383*** .371*** .326*** .199*** .404*** 1 　 　 　 　 　 　 　

읽기유창성 성취 .351*** .556*** .432*** .373*** .278*** .535*** .615*** 1 　 　 　 　 　 　

읽기이해 성취 .298
*** .176*** .249*** .419*** .534*** .562*** .323*** .412*** 1 　 　 　 　 　

체 읽기 성취 .430*** .471*** .442*** .468*** .422*** .630*** .812*** .846*** .726*** 1 　 　 　 　

단어인지 심리처리 .622
*** .561*** .618*** .521*** .296*** .713*** .526*** .644*** .431*** .672*** 1 　 　 　

읽기유창성 심리처리 .287*** .613*** .281*** .418*** .247*** .774*** .401*** .560*** .363*** .556*** .859*** 1 　 　

읽기이해 심리처리 .278
*** .129** .394*** .749*** .688*** .808*** .361*** .453*** .578*** .582*** .700*** .699*** 1 　

체 읽기 심리처리 .455*** .462*** .496*** .630*** .462*** .840*** .477*** .609*** .510*** .669*** .940*** .918*** .881*** 1

*p<.05, **p<.01, ***p<.001

<표- 6> 소검사와 8개 역 간 상 : 체 학년
 

부합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상관계수를 산출하기 위

해서 각 소검사의 환산점수와 8개 영역지수의 환산점

수간의 Pearson 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소검사와 해

당 영역 간의 상관은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p< .001; <표- 6>에 진하게 표시한 계수 참고). 

(2) 단어인지 요인, 읽기유창성 요인, 읽기이해에 

한 근거: 확인  요인분석

본 검사에 포함된 세 가지 읽기 영역인 단어인지, 

읽기유창성, 읽기이해에 한 가설 모델을 설정한 후,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모형은 크게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 가설 모델 1: 단어인지, 읽기유창성, 읽기이해는 

별개의 요인

◦ 가설 모델 2: 단어인지와 읽기유창성은 하나의 

요인, 읽기이해는 별개의 요인

◦ 가설 모델 3: 단어인지는 별개의 요인, 읽기유창

성과 읽기이해는 하나의 요인

◦ 가설 모델 4: 단어인지, 읽기유창성, 읽기이해는 

하나의 요인

모형별 적합도 지수 비교 분석은 <표 - 7>과 같이, 

단어인지, 읽기이해, 읽기유창성을 각기 별개의 요인

으로 간주하는 가설모델 1의 적합도가 가장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다(RMSEA = .073, CFI = .975, TLI =

.954, NFI = .967). 이러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단

어인지, 읽기이해, 읽기유창성 요인은 각기 독립적인 

요인임을 확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7> 읽기 능력 요인구조 모형의 합도 비교

 x2 df NFI TLI CFI RMSEA

모델 1 89.7 24 .967 .954 .975 .073

모델 2  175.954 26 .935 .903 .944 .106

모델 3  239.538 26 .912 .862 .920 .127

모델 4  309.764 27 .889 .829 .897 .142

(3) 단어인지 심리처리, 읽기유창성 심리처리, 읽기

이해 심리처리 변인에 한 근거: 회귀 분석

본 검사의 세 가지 읽기 영역별 심리처리 지표(단

어인지 심리처리, 읽기유창성 심리처리, 읽기이해 심

리처리 지표)에 한 근거는 회귀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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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장애학생 일반 학생
F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소검사
수

단어인지 129.11 38.02 178.33 19.84 225.414***

읽기유창성 112.27 40.84 183.02 40.10 164.275***

읽기이해   3.41  2.51   8.02  2.54 175.743***

자모지식  34.27 16.71  38.49 15.88  3.697

빠른 자동 이름 기  91.78 22.69 113.24 25.16  39.906
***

음운기억   7.11  2.75  11.13  3.42  78.030***

문장 따라 말하기  11.11  6.30  18.16  5.71  77.989***

듣기이해   2.48  1.84   4.32  1.70  60.031***

어휘  18.86 12.93  45.42 16.26 151.001***

성취
수

단어인지 성취 129.11 38.02 178.33 19.84 225.414***

읽기유창성 성취 112.27 40.84 183.02 40.10 164.275***

읽기이해 성취   3.41  2.51   8.02  2.54 175.743***

체 읽기 성취 244.78 68.59 369.37 54.68 251.400***

심리
처리
수

단어인지 심리처리 152.02 27.56 208.28 34.83 147.920***

읽기유창성 심리처리 110.64 30.33 158.66 34.89 104.898***

읽기이해 심리처리  32.45 18.71  67.89 20.37 165.043***

체 읽기 심리처리 173.22 37.61 230.76 37.97 122.312***

*
p<.05, 

**
p<.01, 

***
p<.001

<표- 9> 읽기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간 검사 결과의 차이
 

단어인지 읽기유창성 읽기이해

S.E. β VIF S.E. β VIF S.E. β VIF

자모지식 .058   .182
*** 1.136 .084  .144*** 1.133 .006   .131*** 1.133

빠른 자동 이름 기 .041   .305
*** 1.450 .059  .494*** 1.449 .005   .120** 1.449

음운기억 .324   .142** 1.612 .474  .126** 1.614 .036 -.056 1.614

문장 따라 말하기 .196   .116
* 1.836 .286 .092* 1.835 .022   .203*** 1.835

듣기이해 .597 -.029 1.286 .873 .033 1.286 .067   .259
*** 1.286

어휘 .072   .303
*** 2.062 .106  .302*** 2.062 .008   .383*** 2.062

R
2  .421   .640  .490

adj. R
2  .412   .635  .483

F 51.644*** 126.975*** 68.611***

<표- 8> 단어인지, 읽기유창성, 읽기이해 검사에 한 측변인들의 다회귀분석 결과
 

단어인지, 읽기유창성, 읽기이해 능력에 한 예측변

인들의 효과크기를 검토하기 위하여 예측변인으로 자

모지식, 빠른 자동 이름 기, 음운기억, 문장 따라 말하

기, 듣기이해, 어휘 등 6개 변인을 투입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어인지의 경우 빠른 자동 이름 기, 

어휘, 자모지식, 음운기억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읽기유창성의 경우 빠른 자동 이름 기, 어휘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읽기이해의 경우 어휘, 듣기이해, 

문장 따라 말하기 순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4) 집단차이

읽기장애학생과 일반 학생 간 본 검사 결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9>를 

살펴보면, 자모지식 검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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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검사 KISE 
기 학력검사

단어인지 
성취

읽기유창성 
성취

읽기이해 
성취

체 
읽기 성취

단어인지 
심리처리
능력

읽기유창성 
심리처리
능력

읽기이해
심리처리
능력

체 읽기
심리처리
능력

음독 .560
*** .554*** .411*** .282*** .381*** .392*** .374*** .419***

짧은  이해 .507*** .627*** .581*** .336*** .440*** .456*** .498*** .510***

***
p<.001

<표- 10> 공인타당도
 

8개 영역별 점수에서 읽기장애학생과 일반 학생 간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01). 

다. 공인타당도

본 검사 점수와 KISE 기초학력검사 점수와의 상관

을 통해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검

사의 8개 영역별 점수와 KISE 기초학력검사의 음독

과 짧은글 이해 검사 점수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표 - 10>를 살펴보면, 본 검사의 8개 영역별 점수와 

KISE 기초학력검사의 소검사간 상관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검사의 8개 영역 

척도와 KISE 기초학력검사 하위 검사 간 상관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어인지를 측정하는 KISE 기초

학력검사의 음독 하위검사와 본 검사의 단어인지 영

역과의 상관이 읽기이해 영역과의 상관보다 더 높았

다. 또한 읽기이해를 측정하는 KISE 기초학력검사의 

짧은 글 이해 하위검사와 본 검사의 읽기이해 영역과

의 상관이 단어인지와의 상관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읽기가 단어인지, 읽기유창성, 읽기이해의 서

로 구분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단어인지 영역 간 그리

고 읽기이해 영역 간 상관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KISE 기초학력검사에는 읽기유창성 하위

검사가 없어서 본 검사의 읽기유창성 영역과의 상관

을 볼 수 없었다. 

Ⅳ. 논의 및 결론

글을 읽는 것이 부분의 학생들에게는 그리 어려

운 일이 아니지만, 어떤 학생들에게는 읽기가 매우 어

려운 과제이며, 이러한 읽기에의 어려움은 상당히 일

찍 나타나기 시작하여 오래도록 지속되기도 한다. 예

를 들어, Juel (1988)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읽기에 어

려움을 갖는 학생의 약 80%가 초등학교 4학년 때도 

읽기에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비슷

하게 Scarborough (1995)는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읽

기성취도와 6년 후의 읽기성취도 간 .72의 상관이 있

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위험군 학생의 선별과 중재

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영어권을 중심으로 위험

군 학생들을 선별할 수 있는 읽기 검사의 개발이 활발

하게 이루어졌다. 현재 영어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

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읽기 검사(예: Dynamic 

Indicators of Basic Early Literacy Skills)들은 약 

30년간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는데, 특히 

향후 읽기 능력을 예측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들의 

결과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즉,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연구기반 읽기 검사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철저

한 이론 고찰을 통해 선별된 예측변인들 중 읽기 능력

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

러한 변인들로 검사를 구성한 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어의 투명도와 상관없이 다양한 언어권에서 읽

기 능력을 예측하는 변인이 비슷하게 보고되었다. 국

내 연구들에서도 지난 10여년 간 읽기 능력에 한 

예측변인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여러 학자들을 통

해 이루지고 있고, 다양한 읽기 검사들이 여러 학자들

에 의해 개발되었다. 하지만, 읽기의 다양한 영역(단

어인지, 읽기유창성, 읽기이해)별 읽기 성취도와 각 

읽기 영역의 기저에 관여하는 심리처리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데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읽기 영역별 성취도와 심리처리를 

기반으로 읽기 검사를 개발한 후, 읽기 검사의 신뢰도

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한글 읽기 능력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기반으로 읽

기 검사를 개발하고,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본 읽기 검사는 철저한 이론 고찰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표

준화 검사를 초등학교 1학년～6학년 학생 511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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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실시하였다. 

읽기 검사의 신뢰도는 문항내적합치도와 측정의 

표준오차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다만, 읽기이해 

영역의 검사, 특히 듣기이해 소검사를 제외한 부분

의 소검사와 영역 척도의 문항내적합치도는 높게 나

타났다. 또한 소검사와 영역 척도의 측정의 표준오차

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읽

기 검사의 신뢰도가 만족스러운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읽기 검사의 타당도는 내용타당도, 구인타당도, 공

인 타당도로 검증하였다. 첫째, 읽기 검사는 국내외 선

행 문헌 및 검사를 개발하였음으로 내용타당도가 높

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읽기 검사

의 구인타당도는 소검사와 8개 영역 간 상관, 확인적 

요인분석, 회귀분석, 집단차이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

다. 그 결과, 첫째, 각 소검사와 해당 영역 간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읽기 검사를 구성하는 읽

기의 세 가지 영역인 단어인지, 읽기유창성, 읽기이해

는 서로 독립적인 요인임이 지지되었다. 셋째, 읽기 검

사에 포함된 단어인지 심리처리, 읽기유창성 심리처

리, 읽기이해 심리처리 변인에 한 근거는 회귀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넷째, 읽기장애학생과 일반 

학생 간 읽기 검사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다섯째, 읽기 검사와 KISE 기초학력검사-

음독과 짧은글 이해 간 상관을 통해 살펴본 공인타당

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KISE 기초학

력검사의 음독과 본 검사의 단어인지 영역간의 상관

(r = .560)이 높고, KISE 기초학력검사의 짧은 글 이

해와 읽기이해 영역간의 상관(r = .581)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읽기 검사의 타당도가 

만족스러운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교육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름 아닌 ‘교육적 결

정’을 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본 읽기 검사의 궁극적인 

목적도 상 학생의 교육적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특히, 본 읽기 검사

는 읽기 성취도와 읽기 심리처리 검사 결과를 종합적

으로 파악하여 읽기장애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3), 읽기장애 진단으로 통해 상 학생의 읽기 

특성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계획하는 

본 읽기 검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읽기 검사 결과, 읽기유창성 장애 학생으로 진단 

될 경우, 읽기유창성에 한 교육적 지원이 제공되어

야 할 것이며, 또한 읽기유창성 능력의 기저에 관여하

는 심리처리 특성을 고려한 교수를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

다. 첫째, 본 연구의 표준화 규준은 전국 표집을 실시

하지 못하였고, 학년별 규준수가 약 90명으로 충분한 

사이즈가 아니라는 제한점이 있다. 본 읽기 검사를 개

발하고 표준화를 하기 위해 학생별로 약 4∼5시간의 

개인별 검사와 1시간의 집단 검사가 추가적으로 실시

되었기 때문에, 한 학년 당 90명 이상을 포함하기가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추후 재표준화 시에는 가능한 

전국 표집을, 그리고 학년별 규준수를 확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본 읽기 검사의 신뢰도를 다양한 방

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검사-재검사 신뢰도

를 포함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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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Regardless of language and orthography, similar variables that 
predict reading achievement have been identified. In the past 10 years, several studies have 
examined variables that predict reading achievement and have developed reading tests. However, 
there is no standardized reading test that measures reading achievement in three areas of reading
(i.e., word recognition, reading fluency, and reading comprehension) as well as the psychological 
process variables underlying reading achievement in these area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reading test that measures reading achievement and psychological processes 
in these three areas and to examine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Methods: Through extensive 
literature and existing test review with a preliminary study, a reading test consisting of reading 
achievement and psychological processes was developed. Standardization testing was conducted 
with 511 students to examine reliability and validity. Results: The results of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and the standard error of measurement demonstrated satisfactory reliability. 
Specifically, the results demonstrated high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and a low standard 
error of measurement. The results of content validity, construct validity, and concurrent validity 
demonstrated satisfactory validity. Content validity was obtained by a literature review and related 
tests.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showed that word recognition, reading fluency, and reading 
comprehension were independent reading areas. Psychological process variables underlying 
word recognition, reading fluency, and reading comprehension were selected based on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garding concurrent validity,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the word recognition subtest and the KISE BAAT decoding subtest and 
between the reading comprehension subtest and the KISE BAAT comprehension subtest. 
Discussion & Conclusions: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value of the test in identifying 
students’ instructional needs and serving as a diagnostic test for reading disabilities. Results 
were summarized and the study limitations were discussed.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1; 16:276-294)

Key Words: reading achievement, reading psychological processes, word recognition, reading 
fluency, reading comprehension, reading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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