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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일반학생과 읽기장애학생의 단어인지 정확도 및 속도 특성을 비교

하고자 하였다. 방법: 이를 위해 음운변동, 단어 빈도, 단어-무의미 단어 요인을 고려한 6개 단어 

유형(고빈도 규칙 의미 단어, 고빈도 음운변동 의미 단어, 저빈도 규칙 의미 단어, 저빈도 음운변

동 의미 단어, 무의미 규칙 단어, 무의미 음운변동 단어)별 단어 목록을 개발하여 초등학교 3학년

과 5학년 총 43명(일반학생 27명, 읽기장애학생 1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후, 

집단 및 학년에 따른 단어인지 정확도 및 속도를 비교하였다. 결과: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6개 하위 검사 중 4개 검사에서 단어인지 정확도에 대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6개 하위 검사 모두에서 반응 시간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반면, 6개 

하위 검사 모두에서 단어읽기 시간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6개 하위 

검사 모두에서 정반응과 오반응에 따른 반응 시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논의 및 결론: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글 단어인지 특성과 이것이 읽기장애학생에게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2;17:508-519.

핵심어:  단어인지, 정확도, 속도, 반응 시간, 단어읽기 시간

Ⅰ. 서 론

단어인지(word recognition)는 개별 단어의 발음을 

파악하여 읽고,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

(Harris & Hodges, 1995)한다. 개별 단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은 읽기의 기본 기술이며, 단어인지의 어

려움은 읽기 전반의 어려움을 가져온다. 따라서 단어

인지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예: 단어인지 특성연

구, 단어인지 교수 연구 등)에서 다양한 언어권에서 상

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특히, 언어의 표기 체계 

차이(심층 표기 체계[deep orthography] vs. 표층 표

기 체계[shallow orthography])에 따른 일반학생 및 

읽기장애학생의 단어인지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

하게 이루어졌다. 

심층 표기 체계 언어인 영어권에서 읽기장애학생

의 대표적인 특성이 단어인지 정확도 결함인 반면, 표

층 표기 체계 언어권(예: 독일어, 이탈리아어)에서의 

읽기장애학생의 대표적인 특성은 단어인지 속도 결함

으로 보고되었다(Wimmer, 1993). 실제로 이탈리아

어를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 2학년이 되면 약 5%정도

의 단어인지 오류율이 보고될 정도로 단어인지 정확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pinelli et al., 2005). 이와 

같이 단어인지 정확도가 높은 이탈리아에서는 읽기장

애학생의 특성을 단어를 틀리게 읽는 것보다는 느리

게 읽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글은 일반적으로 표층 표기 체계 언어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Seymour, Aro & Erskine, 

2003), 음운변동이 일어나는 단어가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에, 세르보크로아티아어나 알바니아어만큼 자소

-음소 대응관계가 투명한 언어는 아니라고 볼 수 있

다(김애화, 2009). 실제로 한글을 사용하는 일반 아동

의 경우, 3학년이 되면 평균적으로 약 20%(1∼38%)

의 오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단어의 빈

도와 음운변동 유무에 따라 단어인지 정확도는 큰 차이

를 보이는데, 고빈도 규칙단어의 경우에는 오류율이 

1%정도이지만, 무의미 음운변동 단어의 경우에는 오

류율이 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애화, 2009). 

이와 비슷하게, 김미배․배소영(2011)의 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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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중학년(3, 4학년) 학생이 약 20%(12∼25%)

의 오류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김애화(2009)는 단어인지 검사 유형(고빈도 

규칙 의미 단어, 고빈도 음운변동 의미 단어, 저빈도 

규칙 의미 단어, 저빈도 음운변동 의미 단어, 무의미 

규칙 단어, 무의미 음운변동 단어)에 따른 학년(1, 3, 

5학년)간 단어인지 정확도 및 속도를 비교한 결과, 단

어인지 정확도에서는 1학년과 3학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비해, 단어인지 속도에서

는 1학년과 3학년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간 단어인지 속도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단어인지 속도는 초등학교 전반에 

걸쳐 발달하며,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집중적으

로 발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언어의 투명도에 따라 상대적인 비중에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읽기장애의 단어인지 특성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단어인지 정확도와 속도를 함께 평가해

야한다. 즉, 읽기장애의 특성을 이해함에 있어 심층 표

기 언어체계 언어권에서는 단어인지 정확도가 더 중요

한 비중을 차지하고, 표층 표기 체계 언어권에서는 단

어인지 속도가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두 언어권 모두에서 읽기장애학생의 특성을 파악함에 

있어 단어인지 정확도와 속도를 함께 고려한다. 따라

서 한글을 사용하는 국내 읽기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단어인지 정확도와 속도를 함께 살펴봐야할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경우 단어인지 

속도가 집중적으로 발달된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할 때, 

단어인지 정확도와 속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하지만, 읽기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발표된 국내 연구

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읽기 교수가 읽기장

애의 단어인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거나(김남영․

김자경, 2006; 김애화․김의정, 2011; 이지영․김정미, 

2006), 읽기장애학생의 단어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김미경․안성우, 2005; 김애화․김의정․유현실, 

2011; 이혜숙․박현숙, 1999)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단어인지 정확도에

만 초점을 맞춰 단어인지 성취도를 측정하였고, 읽기

장애학생의 단어인지 정확도 및 속도 특성을 집중적

으로 살펴본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더욱이 읽기장애학생의 단어인지 정확도 및 속도 

특성에 대한 연구(김애화․강은영, 2010)에서도 단어

인지 속도에 대한 정교화 된 측정방법을 적용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읽기장애학생

의 단어인지 정확도 및 속도 특성을 살펴본 김애화․

강은영(2010)의 연구에서는 전체 단어인지 검사에 포

함된 단어를 읽는 데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

로 단어인지 속도를 측정하였는데, 이는 대상학생의 

정확한 단어인지 속도를 제시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King, Lombardino & Ahmed (2005)는 단어인지 속

도를 적절하게 측정함에 있어서 전체 단어인지 검사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항

별(item-by-item basis) 반응 시간(reaction times 

[RTs])을 통한 단어인지 속도 측정을 제안하였다(King, 

Lombardino & Ahmed, 2005).

문항별 단어인지 속도는 단어 자극이 제시된 시점

부터 대상 학생이 반응을 한 시점까지의 시간인 ‘반응 

시간(RTs)’으로 측정하며(Spinelli et al., 2005), 이와 

같은 반응 시간은 단어인지에 필요한 인지적 처리가 

일어난 시간 또는 단어인지의 자동적 인출에 걸리는 

시간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Breznitz, 2003; Wolf & 

Obregon, 1992). 이와 같은 문항별 반응 시간을 통해 

읽기장애학생의 단어인지 속도 결함을 측정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읽기장애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해 다

양한 단어인지 과제(예: 고빈도 단어, 무의미 단어 등)

에서의 문항별 반응 시간이 현저하게 느린 것으로 보

고되었다(King, Lombardino & Ahmed, 2005; Paizi 

et al., 2011; Zoccolotti et al., 2005). 

일반적으로 반응 시간을 측정할 때에는 정반응 항

목을 대상으로 분석하지만, 최근 들어 몇몇 학자들은 

정반응 항목뿐 아니라 오반응 항목을 대상으로 반응 

속도를 측정하여 비교할 것을 제안하였다(Horowitz- 

Kraus & Breznitz, 2010). Horowitz-Krause & 

Breznitz (2010)는 정반응 항목과 비교하였을 때 오

반응 항목에서의 반응 시간이 빠르다면 읽기장애학생

의 충동성(impulsivity)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오반응 항목에서 반응 시간이 더 느리

다면 비효율적인 단어인지 처리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Horowitz-Kraus & Breznitz

(2010)의 연구 결과에서는 읽기장애학생과 일반학생 

모두 오반응 항목에서 반응 시간이 더 느리며, 읽기장

애학생의 경우 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오반응 항목에서 시간이 느린 이유가 단

순한 충동적 반응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그

리고/또는 효율적인 단어인지 처리에 기인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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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항별 단어인지 속

도는 단어 자극이 제시된 시점부터 대상 학생이 반응

을 한 시점까지의 시간인 반응 시간(RTs)으로 측정하

는 반면, 전체 단어인지 검사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에

서는 단어 전체를 읽는 시간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대

표적인 전체 단어인지 검사인 Test of Word Reading 

Efficiency (TOWRE)는 제한된 시간 동안 빠르고 정

확하게 읽은 단어의 수로 점수를 산출한다. 이와 같이 

제한된 시간 동안 빠르고 정확하게 읽은 단어의 수로 

점수를 산출할 경우, 단어를 처리하는 데까지의 시간

인 반응 시간(RTs)뿐 아니라 단어를 읽는데 소요되

는 시간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검사 결과에서 읽기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간 차이가 났을 경우, 이것이 반

응 시간에 기인한 것인지, 단어 자체를 읽는데 소요되

는 시간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둘 다에 기인한 것

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들은 읽기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간 단어인지 속도의 

차이가 반응 시간의 차이인지 아니면 단어 자체를 읽

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 바가 없다. 다만, 관련 연구로는 빠른 자동 이

름대기 과제에서 실제 문항을 발음하는데 소요된 시

간(articulation item time from onset to offset)과 

문항과 문항 사이의 중지 시간(pause time: 다음 문항

에 대한 인지적 처리가 일어나는 시간)을 비교한 연구

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문항과 문항 

사이의 중지 시간이 읽기 성취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

는 변인인 반면, 실제 문항을 발음하는데 소요된 시간

은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Neuhaus et 

al., 2001; Wolf & Obregon, 1992). 이상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읽기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간 학년(3, 5학년)과 

단어 유형(고빈도 규칙 의미 단어, 고빈도 음운

변동 의미 단어, 저빈도 규칙 의미 단어, 저빈도 

음운변동 의미 단어, 무의미 규칙 단어, 무의미 

음운변동 단어)에 따라 단어인지 정확도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가? 

2. 정반응 과제에서 읽기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간 

학년(3, 5학년)과 단어 유형(고빈도 규칙 의미 

단어, 고빈도 음운변동 의미 단어, 저빈도 규칙 

의미 단어, 저빈도 음운변동 의미 단어, 무의미 

규칙 단어, 무의미 음운변동 단어)에 따라 단어

인지 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1. 읽기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반응 시간(RTs)

이 학년(3, 5학년)과 단어 유형(고빈도 규칙 

의미 단어, 고빈도 음운변동 의미 단어, 저빈

도 규칙 의미 단어, 저빈도 음운변동 의미 단

어, 무의미 규칙 단어, 무의미 음운변동 단어)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2. 읽기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단어읽기 시간

(word reading time)이 학년(3, 5학년)과 단

어의 유형(고빈도 규칙 의미 단어, 고빈도 음

운변동 의미 단어, 저빈도 규칙 의미 단어, 저

빈도 음운변동 의미 단어, 무의미 규칙 단어, 

무의미 음운변동 단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 읽기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반응 시간(RTs)이 

정반응과 오반응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 두 곳에 재학 중

인 3학년과 5학년 읽기장애학생과 일반학생 총 43명

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였다. 읽기장애학생은 

2단계 과정을 통해 선발되었다. 첫째, 학기 초에 전국

적으로 실시한 교과학습 진단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학년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일차적으로 선별하

였다. 둘째, 저성취 모델(low achievement model)에 

근거하여 한국판 웩슬러 아동지능검사 Ⅲ(곽금주․

박혜원․김청택, 2001)의 전체 지능 지수가 70 이상이

면서, KISE 기초학력검사-짧은 글 이해 또는 음독

(박경숙 외, 2008)에서 하위 25 백분위에 속하는 학생

으로 선발하였다(Fletcher et al., 2002; Siegel, 1992). 

학년 별 학생의 학생 수, 지능지수, KISE 기초학력검

사-짧은 글 이해 및 음독 결과는 <표 -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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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상 정보

지능 
지수 
평균

짧은  이해 음독

원 수 
평균 

(표 편차)

백분  
평균

원 수 
평균

(표 편차)

백분  
평균

일반

학생

3학년

(n = 14)
108.00 

10.64 69.14 21.93 61.57 

(4.48) (2.09) 

5학년 

(n = 13)
100.23 

19.08 86.38 24.15 89.77 

(4.44) (1.21) 

읽기

장애

학생

3학년 

(n = 8)
91.50 

3.88 26.25 15.88 25.13 

(2.36) (3.72) 

5학년

(n = 8)
85.63 

5.75 18.13 23.13 77.25 

(2.76) (2.59) 

2. 검사 도구

가. 검사 단어 선정

본 연구에서는 3, 5학년 일반학생과 읽기장애학생

의 단어인지 정확도 및 속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6가지 

단어 유형의 단어 목록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1) 고

빈도 규칙 의미 단어, (2) 고빈도 음운변동 의미 단어, 

(3) 저빈도 규칙 의미 단어, (4) 저빈도 음운변동 의미 

단어, (5) 무의미 규칙 단어, (6) 무의미 음운변동 단어. 

검사에 포함된 단어는 총 120개로서 각 단어 유형별로 

20개씩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6가지 단어 유형별 예

는 <표 - 2>에 제시하였다. 

<표- 2> 단어인지 검사에 포함된 단어의 

고빈도 빈도 무의미 단어

규칙
나라

느끼다

문명

변질되다

두재

캐아나다

음운변동
많이

돌아오다

리

가당찮다

독겹

끝넣지만

본 연구에 포함된 의미 단어인 고빈도 규칙 의미 단

어, 고빈도 음운변동 의미 단어, 저빈도 규칙 의미 단

어, 저빈도 음운변동 의미 단어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선별되었다: (1) 강범모․김흥규(2004)와 김광해

(2003)의 단어의 빈도수 및 난이도 자료를 근거로 고

빈도와 저빈도 단어 선정1), (2) 1단계를 통해 선별된 

단어들로 단어 친숙도 평가지를 구성한 후,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단어 친숙도 평가를 실시하여 대표

적인 고빈도와 저빈도 단어 선정2), (3) 한국 맞춤법 규

정의 표준 발음법 규칙을 근거로 규칙 단어와 음운변

동 단어의 구분.

본 연구에 포함된 무의미 단어 검사인 무의미 규칙 

단어와 무의미 음운변동 단어는 의미 단어의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음소를 대치함으로써 무의미 단어를 만

든 방법을 적용하여 개발되었다(Landerl, Wimmer & 

Frith, 1997; Wurm & Samuel, 1997). 이때, 예비검

사를 근거로 초성, 중성, 종성 변경 비율, 하나의 음절

과 두 개의 음절에 변화를 주는 비율, 고빈도와 저빈

도 단어의 비율 등을 같게 적용하여 무의미 단어를 제

작하였다. 

본 연구의 규칙 단어와 음운변동 단어는 다음의 사

항을 반영하도록 개발되었다. 첫째, 규칙 단어는 자소-

음소 대응관계가 투명한 단어로 구성하되, 평음 초성, 

격음 초성, 경음 초성, 종성, 단모음, 이중모음, 겹받침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음운변동 단어는 다음이 포함

되도록 구성하였다: (1) 음절 끝소리 규칙(7종성과 연

음법칙), (2) 자음동화(장애음의 비음화, 설측음의 비음

화, 설측음화, 구개음화, 경음화), (3) 축약, (4) ㅎ 탈락, 

(5) ㄴ 첨가, (6) 겹받침.

본 연구는 학생의 단어읽기 반응을 컴퓨터로 녹음

하여 분석하는 형식의 실험이었다. 따라서 단어(혹은 

무의미 단어)의 음향학적 특성이 분석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초성이 마찰음 계열(ㅅ, ㅆ, ㅎ)

로 이루어진 단어는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각 유

형별 단어읽기 반응 시간을 비교함에 있어 음절 길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단어 유형에 포함된 단

어의 음절 수가 최대한 비슷하도록 구성되었다. 각 단

어 유형에 포함된 단어들의 음절수는 다음과 같다. 

(1) 고빈도 규칙 의미 단어: 2음절 8개, 3음절 8개, 4음

절 4개, (2) 고빈도 음운변동 의미 단어 : 2음절 8개, 

3음절 8개, 4음절 4개, (3) 저빈도 규칙 의미 단어: 2음

절 7개, 3음절 4개, 4음절 9개, (4) 저빈도 음운변동 

의미 단어: 2음절 7개, 3음절 4개, 4음절 9개, (5) 무의

미 규칙 단어: 2음절 7개, 3음절 4개, 4음절 9개, (6) 

1) 1단계에서 고빈도 규칙(138개) 고빈도 음운변동(94개), 저빈도 규칙(118개), 저빈도 음운변동(112개) 단어를 선정하였다. 

2) 단어 친숙도 정도는 초등학생의 경우 1점∼5점 평정척도로 평가하였고, 대학생의 경우 1점∼7점 평정척도록 평가하였다. 

고빈도 단어의 경우 친숙도가 높은 단어를, 저빈도 단어의 경우 친숙도가 낮은 단어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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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 음운변동 단어: 2음절 7개, 3음절 4개, 4음절 

9개. 

나. 검사 도구 제작 과정

실험 도구는 본 시행 항목 120개와 연습 시행 항목 

18개로 구성되었다. 120개의 본 시행 항목은 6개의 단

어 유형별로 각 20개씩을 선별하여 구성되었다: (1) 

고빈도 규칙 의미 단어 20개, (2) 고빈도 음운변동 의

미 단어 20개, (3) 저빈도 규칙 의미 단어 20개, (4) 

저빈도 음운변동 의미 단어 20개, (5) 무의미 규칙 단

어 20개, (6) 무의미 음운변동 단어 20개. 본 시행 항

목과는 별도로 연습 시행 항목으로서 6개 단어 유형별

로 3개씩 단어(혹은 무의미 단어)를 선정 총 18개의 

연습 시행 항목을 선정하였다. 

3. 연구 절차

실험은 조용한 방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 자

극 제시와 반응 측정은 노트북 컴퓨터(SAMSUNG 

PC pentium)를 이용하였다. 학생들은 18회의 연습 시

행 후 120회의 본 시행을 수행하였다. 6가지 단어 유형

(고빈도 규칙 의미 단어, 고빈도 음운변동 의미 단어, 

저빈도 규칙 의미 단어, 저빈도 음운변동 의미 단어, 

무의미 규칙 단어, 무의미 음운변동 단어)의 단어가 무

선적으로 제시되었다. 본 실험은 3block로 나누어 진

행되었고 각 block마다 약 2분 이내의 휴식시간이 있

었다. 이로서 모든 학생들은 40회의 본 시행을 수행한 

이후 2분 내의 짧은 휴식을 가졌으며, 120회 본 시행을 

수행하면서 총 2회의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학

생은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단어를 보자마자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야 했으며, 학생의 단어읽기 반

응은 헤드셋의 마이크를 통해 컴퓨터에 자동으로 녹음

되었다.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연구자는 학생에게 헤

드셋을 씌운 후, 다음과 같은 실험 지시문을 들려주었

다. “모니터를 보면 더하기(+)가 나왔다가 사라지고 

이어서 어떤 글자가 나타날 거예요. 글자는 ○○가 알

고 있는 단어도 있고 처음 보는 이상한 단어도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 단어든 모르는 단어든 상관없이 ○○

는 글자를 보자마자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소리 내

어 읽으세요. 글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

는 것이 중요해요.” 연구자는 학생이 연습 시행을 통하

여 실험 절차를 확실히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본 

시행을 실시하였다. 만일 학생이 실험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면 연습 시행을 1회에 한하여 반복 수

행하였다.

단어읽기 과제의 1회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먼

저 모니터 중앙에 응시점(+)이 150ms 동안 제시되었

다. 응시점이 사라짐과 동시에 단어(혹은 무의미 단어)

가 모니터 중앙에 5초 동안 제시되었다. 이때 학생은 

컴퓨터 화면의 단어(혹은 무의미 단어)를 보자마자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었다. 학생이 단어를 

읽으면 화면의 단어(혹은 무의미 단어)는 사라지고 

150ms동안 빈 화면이 제시된 후에 다음 시행의 응시점

(+)이 나타났다. 학생의 단어읽기 반응은 헤드셋의 마

이크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녹음되었다. 

4. 양적 자료 분석과 오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집단(일반학생, 읽기장애학생)과 학

년(3학년, 5학년)에 따른 단어인지 정확도 및 단어인지 

속도를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

다. 첫째, 단어인지 정확도는 정확하게 음독한 문항의 

개수로 계산하였다. 둘째, 단어인지 속도는 반응 시간

(RTs)과 단어읽기 시간(word reading time)으로 구

분하여 분석하였다. 반응 시간(RTs)은 학생이 단어

를 보고 읽기를 시작한 순간을 의미하며, 이는 컴퓨터 

모니터에 단어가 제시된 순간부터 학생이 단어를 읽

기 시작한 순간까지의 시간으로 분석하였다. 단어읽기 

시간(word reading time)은 학생이 단어를 읽는데 걸

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녹음된 단어읽기 반응

에서 학생이 단어읽기를 마친 시간에서 반응 시간을 

제외하여 나온 시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

제 2-1과 2-2에 해당하는 반응 시간과 단어읽기 시간

은 정반응 항목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 

3에 해당하는 반응 시간은 정반응 항목과 오반응 항목

별 반응 시간을 각각 분석하였다. 학생의 반응 중 반응 

시간 평균과 비교하여 ±2표준 편차 이상인 반응은 

outlier로 분류하여 자료 분석에서 제외3)하였다. 

집단(일반, 읽기장애)과 학년(3, 5학년)에 따른 단

어 유형별 단어인지 정확도, 반응 시간, 단어읽기 시간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 다변량 분산분석(2-way 

3) 제외된 반응 비율은 학생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0∼5% 사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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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n = 22) 5학년(n = 21)

일반

(n = 14)

장애

(n = 8)

일반

(n = 13)

장애

(n = 8)

고빈도 

규칙

98.21

(2.48)

95.62

(7.28)

99.61

(1.38)

98.12

(3.72)

고빈도 

음운

96.07

(5.60)

88.75

(5.82)

96.53

(4.27)

94.37

(4.17)

빈도 

규칙

94.64

(6.92)

90.00

(4.62)

98.07

(3.84)

94.37

(4.95)

빈도 

음운

73.21

(9.52)

56.87

(9.97)

73.46

(11.97)

70.00

(8.86)

무의미 

규칙

81.78

(10.84)

76.87

(9.61)

95.00

(5.00)

85.00

(7.07)

무의미 

음운

66.4

(13.21)

51.25

(9.91)

68.08

(12.99)

68.12

(11.63)

<표- 3> 집단과 학년에 따른 단어 유형별 단어인지 
정확도

(단위 : %)

M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에 따른 각 단어 

유형별 정반응과 오반응의 반응 시간을 알아보기 위

하여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2-way ANOVA)를 실

시하였다. 

5. 신뢰도

검사 채점에 관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 

2명이 검사 자료의 20%를 독립적으로 채점한 후 신

뢰도를 산출하였다. 신뢰도는 93%로 높게 나타났다.

Ⅲ. 연구 결과

1. 읽기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단어인지 정확도 

비교

각 집단 및 학년의 단어 정확도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 3>에 제시하였다. 집단(일반학생, 읽기장애학

생)과 학년(3학년, 5학년)에 따른 단어인지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해 이원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집단의 주효과(Wilk’s = 0.687, F = 2.659, p < 

.05) 및 집단과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Wilk’s   = 

0.706, F = 2.431, p< .05) 나타났다. 반면 학년의 주

효과(Wilk’s   = 0.723, F = 2.236, p = .062)는 나타

나지 않았다. 개체 간 효과 검정 결과, 6개 단어 유형별  

중 고빈도 음운변동 의미 단어(F= 6.873, p< .05), 저

빈도 규칙 무의미 단어(F= 5.195, p< .05), 저빈도 음

운변동 의미 단어(F= 7.793, p< .05), 규칙 무의미 단

어(F = 5.786, p< .05)에서 집단(일반학생, 읽기장애

학생)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 정반응에서 읽기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반응 

시간(RTs) 비교

본 연구에서는 정반응에 대한 집단(일반학생, 읽기

장애학생)과 학년(3학년, 5학년)에 따른 단어읽기 반

응 시간을 비교하기 위해 이원다변량 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집단의 주효과(Wilk’s  = 0.580, F =

4.104, p < .005)가 나타났다. 반면, 학년의 주효과

(Wilk’s  = 0.809, F = 1.341, p = .266)는 나타나지 

않았고, 집단과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Wilk’s  =

0.910, F= 0.561, p= .758)도 나타나지 않았다. 개체 간  

효과 검정 결과, 6개 단어 유형별(고빈도 규칙 의미 단

어, 고빈도 음운변동 의미 단어, 저빈도 규칙 의미 단어, 

저빈도 음운변동 의미 단어, 규칙 무의미 단어, 음운변

동 무의미 단어 순) 모두에서 두 집단(일반학생, 읽기

장애학생)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 = 15.177, 

p< .001, F = 18.957, p< .001, F = 23.573, p< .001, 

F= 22.992, p< .001, F= 19.090, p< .001, F= 20.651, 

p< .001). 

3. 정반응에서 읽기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단어

읽기 시간(word reading time) 비교

정반응에 대하여 집단(일반학생, 읽기장애학생)과 

학년(3학년, 5학년)에 따른 단어읽기 시간을 비교하기 

위해 이원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의 주효과

(Wilk’s  = 0.841, F= 1.073, p= .398), 학년의 주효과

(Wilk’s  = 0.954, F= 0.274, p= .945) 및 집단과 학년

의 상호작용 효과(Wilk’s  =0.700, F=2.429, p= .046)

가 나타나지 않았다. 개체 간 효과 검정 결과, 6개 단어  

유형별(고빈도 규칙 의미 단어, 고빈도 음운변동 의미 

단어, 저빈도 규칙 의미 단어, 저빈도 음운변동 의미 

단어, 규칙 무의미 단어, 음운변동 무의미 단어 순) 모

두에서 두 집단(일반학생, 읽기장애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 0.117, p= .735, F= 0.318, p= .576, 

F=0.141, p= .709, F=0.046, p= .831, F=0.023, p=

.880, F = 0.061, p =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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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n = 22) 5학년(n = 21)

일반(n = 14) 장애(n = 8) 일반(n = 13) 장애(n = 8)

반응 시간
단어읽기

시간
반응 시간

단어읽기

시간
반응 시간

단어읽기

시간
반응 시간

단어읽기

시간

고빈도 

규칙

0.6123 

(0.091)

0.6730

(0.098)

0.7263

 (0.142)

0.7033

(0.106)

0.5556

(0.049)

0.7364

(0.307)

0.6640

(0.075)

0 .6644

(0.134)

고빈도 

음운

0.6110

(0.085) 

0.6859

(0.088)

0.7502

 (0.144)

0.7275

(0.0990)

0.5597

(0.056)

0.7668

(0.313)

0.6783

(0.095)

0.6578

(0.083)

빈도 

규칙

0.6596 

(0.092)

0.7502

(0.088)

0.8279

(0.179) 

0.8144

(0.114)

0.6024

(0.048)

0.8398

(0.317)

0.7813

(0.139)

0.7292

(0.121)

빈도 

음운

0.6691

(0.082) 

0.8091

(0.119)

0.8434 

(0.201)

0.8393

(0.130)

0.6062

(0.047)

0.8677

(0.313)

0.7958

(0.154)

0.8103

(0.109)

무의미 

규칙

0.7012

(0.118) 

0.7454

(0.094)

0.9018

(0.232) 

0.8173

(0.135)

0.6346

(0.065)

0.8292

(0.340)

0.8237

(0.155)

0.7370

(0.114)

무의미 

음운

0.7257 

(0.119)

0.7698

(0.090)

0.9746

(0.293) 

0.8335

(0.132)

0.6835

(0.068)

0.8647

(0.380)

0.9070

(0.175)

0.7649

(0.139)

<표- 4> 집단과 학년에 따른 정반응의 반응 시간  단어읽기 시간

4. 집단에 따른 정반응과 오반응의 반응 시간

(reaction time) 비교

집단(일반학생, 읽기장애학생)에 따른 각 단어 유

형별 정반응과 오반응의 반응 시간은 <표 - 5>에 제

시하였다. 

고빈도 규칙 단어 유형에서 집단에 따른 정반응과 

오반응의 반응 시간(RT)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집단

에 따른 반응 시간(RT)의 차이(F = 1.002, p = .343), 

집단내에서 정반응과 오반응에 따른 반응 시간의 차

이(F= 0.857, p= .379) 및 집단과 반응(정반응, 오반응) 

유형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F= 0.573, p =

.469). 

고빈도 음운변동 단어 유형에서 집단에 따른 정반

응과 오반응의 반응 시간(RT)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집단에 따른 반응 시간(RT)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으나(F = 11.459, p< .005), 집단내에서 정반응과 오

반응에 따른 반응 시간의 차이(F= 1.142, p = .247) 및 

집단과 반응(정반응, 오반응) 유형의 상호작용 역시 유

의하지 않았다(F = 1.198, p = .172).

저빈도 규칙 단어 유형에서 집단에 따른 정반응과 

오반응의 반응 시간(RT)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집단

에 따른 반응 시간(RT)의 차이(F= 11.175, p< .005) 

및 집단내에서 정반응과 오반응에 따른 반응 시간의 차

이(F = 4.861, p< .05) 및 집단과 반응(정반응, 오반응) 

유형의 상호작용 (F = 5.903, p< .05)이 유의하게 나

타났다. 

저빈도 음운변동 단어 유형에서 집단에 따른 정반응

과 오반응의 반응 시간(RT)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집

단에 따른 반응 시간(RT)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나(F=

21.620, p< .001), 집단내에서 정반응과 오반응에 따른 

반응 시간의 차이(F= 3.875, p = .056) 및 집단과 반응

(정반응, 오반응) 유형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F = 0.059, p = .809).

무의미 규칙 단어 유형에서 집단에 따른 정반응과 오

반응의 반응 시간(RT)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집단에 

따른 반응 시간(RT)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

15.188, p< .001). 반면, 집단내에서 정반응과 오반응에 

따른 반응 시간 차이(F= 0.807, p= .375) 및 집단과 반

응(정반응, 오반응) 유형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

다(F= 2.147, p = .152).

무의미 음운변동 단어 유형에서 집단에 따른 정반

응과 오반응의 반응 시간(RT)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집단에 따른 반응 시간(RT)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F = 18.911, p< .001), 집단내에서 정반응과 오반응

에 따른 반응 시간의 차이(F = 3.718, p = .061) 및 집

단과 반응(정반응, 오반응) 유형의 상호작용은 유의하

지 않았다(F = 0.124, p =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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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생 부진학생  반응 시간 비교

정반응 오반응 체반응 정반응 오반응 체반응 F 유의확률

고빈도 

규칙

0.5850

(0.078)

0.5650

(0.061)

0.5849

(0.078)

 0.6951

(0.114)

0.6110

(0.385)

0.6953

(0.115)
1.002 .343

고빈도 

음운

0.5863

(0.076)

 0.5519

(0.063)

0.5863

(0.076)

0.7142

(0.123)

0.8003

(0.280)

0.7168

(0.125)
11.459 .003

빈도 

규칙

0.6321

(0.078)

0.6417

(0.083)

 0.6318

(0.076)

0.8045

(0.157)

0.9930

(0.333)

 0.8168

(0.162)
11.175 .003

빈도 

음운

0.6388

(0.073)

0.6587

(0.093)

0.6458

(0.076)

0.8195

(0.174)

0.8350

(0.174)

 0.8262

(0.170)
21.620 .000

무의미 

규칙

0.6691

(0.100)

0.6727

(0.131)

 0.6688

(0.100)

0.8627

(0.194)

0.9079

(0.241)

 0.8732

(0.200)
15.188 .000

무의미 

음운

 0.7054

(0.098)

 0.7493

(0.115)

0.7249

(0.100)

0.9407

(0.236)

0.9711

(0.277)

 0.9622

(0.255)
18.911 .000

<표- 5> 정반응과 오반응에 따른 반응 시간

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한글 단어인지 정확

도 및 속도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음

운변동, 빈도, 단어-무의미 단어 요인을 고려한 6개 

단어 유형(고빈도 규칙 의미 단어, 고빈도 음운변동 

의미 단어, 저빈도 규칙 의미 단어, 저빈도 음운변동 

의미 단어, 무의미 규칙 단어, 무의미 음운변동 단어)

별 단어목록을 개발하여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총 

43명(일반학생 27명, 읽기장애학생 1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후, 집단 및 학년에 따른 단

어인지 정확도 및 속도를 비교하였다. 다음은 단어인

지 정확도 및 속도에 관한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하도

록 하겠다. 

연구 문제1의 결과, 6개 하위 검사 중 고빈도 규칙 

의미 단어 검사와 무의미 음운변동 단어 검사를 제외

한 4개 검사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고

빈도 규칙 의미 단어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

은 것은 천정효과(ceiling)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 5학년의 읽기장애학

생의도 고빈도 규칙 의미 단어 과제에서 각각 95.62%

와 98.12%를 보였다. 이에 비해 무의미 음운변동 단

어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예상치 않은  

결과였다. 초등학교 일반학생 및 읽기장애학생의 단

어인지 특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김애화, 2009; 김애화․강은영, 2010; 윤효진․김미배․

배소영, 2011), 본 연구의 초등학교 5학년 읽기장애학

생의 단어인지 정확도 점수가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 

보다 높은 반면, 초등학교 5학년 일반학생의 단어인지 

정확도 점수는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보다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 문제 2의 결과, 6개 하위 검사 모두에서 정반

응 과제에서의 반응 시간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

난 반면, 6개 하위 검사 모두에서 정반응에 과제에서 

단어읽기 시간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단어인지 정확도에서는 6개 하위 검사 

중 4개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것에 비해, 정반응 

과제에 대한 반응 시간 측정을 통한 단어인지 속도에

서는 6개 하위 검사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층 표기 체계 언어권에 속하는 한글

을 사용하는 학생의 단어인지 특성을 이해함에 있어 

단어인지 정확도뿐 아니라 속도가 중요하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Landerl & 

Wimmer, 2000; Lepola et al., 2005; Yap & van der 

Leij, 1993). 둘째, 반응 시간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난이도가 높은 하위 검사(예: 저빈도 음운변동 의미 단

어, 무의미 음운변동 단어) 일수록 더 크게 나타난 점

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빈도 의미 단어보다는 

저빈도 의미 단어에서, 규칙단어보다는 음운변동 단

어에서 반응 시간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알 수 있

다(<표 - 4> 참고). 이는 고빈도보다 저빈도 의미 단

어에서 규칙 단어의 음독 시간과 불규칙 단어의 음독 

시간이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선행문헌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Seidenberg et al., 198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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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결과는 반응 시간이 단어인지에 필요한 인지적 

처리가 일어나는 시간 또는 단어인지의 자동적 인출

에 걸리는 시간이라고 볼 때, 난이도가 높은 단어인지 

하위 검사일수록 인지적 처리 또는 자동적 인출에 걸

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고빈도 의미 단어의 경우에는 심성어휘집에서의 직접 

인출을 통한 어휘경로가 활성화되고, 저빈도 의미 단

어 및 무의미 단어의 경우에는 음운경로에 의해 이루

어진다고 보는 이광오(1996) 등이 주장하는 이중 경

로 모형 측면에서 볼 때, 고빈도 의미 단어에 대한 반

응 시간이 저빈도 의미 단어에 대한 반응 시간보다 짧

은 것은 이중 경로 모형을 지지해주는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반응 시간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6개 하위 검사 모두에서 나타난 것에 비해, 단

어읽기 시간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읽기장애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 단어인

지 속도가 느린 것은 단어를 발음하는 데 소요되는 시

간 때문이 아니라 단어를 발음하기 전까지 인지적 처리

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어 자체를 읽는 속도가 느린 것이 아니라, 단어의 

음운처리 또는 심성어휘집으로부터 직접 인출을 함

에 있어 속도가 느린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연구 결과는 문항과 문항 사이의 중지 시간이 읽기 

성취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변인인 반면, 실제 문

항을 발음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유의한 변인이 아님

을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Neuhaus et al., 2001; Wolf & Obregon, 1992). 

연구 문제 3의 결과, 6개 하위 검사 모두에서 정반

응과 오반응에 따른 반응 시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

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읽기장애학생과 일반학생 모

두 오반응 항목에서 반응 시간이 더 느리다고 보고한 

Horowitz-Kraus & Breznitz (2010)의 연구 결과를 

지지해주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표- 5>

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고빈도 의

미 단어를 제외한 모든 하위 검사에서 일반학생과 읽

기장애학생 모두 정반응 항목보다 오반응 항목에서 

반응 시간이 더 느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읽기장애

학생이 오반응을 하는 이유가 충동성에 기인하지 않

으며, 단어인지를 위한 음운 처리 또는 직접 인출을 

시도 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읽기장애학생은 일

반학생에 비해 단어인지 정확도 뿐 아니라 속도에 결

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반응 과제에서의 반

응 시간을 통해 측정한 단어인지 속도에서 읽기장애

학생의 결함이 상당히 명확하게 나타났다. 또한 읽기

장애학생이 보이는 단어인지 속도의 결함은 충동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단어인지를 위한 음운 처리 또는 

직접 인출을 시도 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보인다. 이러

한 결과는 읽기장애학생의 진단 및 교육에 주는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읽기장애학생을 진단함에 있

어 단어인지 정확도 뿐 아니라 단어인지 속도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단어인지 정확도에 별 문제를 보이지 않는

다 하더라도 단어인지 속도에 결함을 보이는 학생의 

경우, 다양한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읽는 연습을 통해 

단어인지 유창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

수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

다. 첫째,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대상(특히 읽기장애

학생)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대규모 샘플에 

비해 소수의 학생의 ±2표준 편차에 가까운 단어인지 

정확도 점수가 해당 학년 및 해당 집단의 특성에 영향

을 상대적으로 크게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단어인지 속도 

발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3, 5학년을 대상으로 하였

지만, 초등학교 전체 학년의 특성을 발달적으로 이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는 단

어인지 읽기장애 뿐 아니라 읽기이해 읽기장애를 포

함한 전반적인 읽기장애를 지닌 학생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단어인지 읽

기장애는 거의 없었으며, 읽기장애를 지닌 학생들의 

음독 점수는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읽기장애 하위유형 별 특성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

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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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ison of Elementary Students with Reading Disabilities 

to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on Word Recognition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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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This study compared word recognition accuracy and speed of 
elementary students with reading disabilities to students without reading disabilities. Methods:
A total of 43 elementary students (27 students without reading disabilities and 17 students with 
reading disabilities) participated in a  battery of 6 word recognition tests (high-frequency regular 
word, high-frequency phonological change word, low-frequency regular word, low-frequency 
phonological change word, regular non-word, and phonological change non-word). A two-way
MANOVA of the group (2) x grade (2) was conducted. Results: Major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ord recognition accurac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4 out of 6 tests 
by group. Second, while reaction time in correct respons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6 tests by group, reading time in correct response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6 tests by group. Thir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action time between correct and 
erroneous responses. Discussion &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the Hangul characteristics 
and its implications for elementary students with reading difficulties are further discussed in the 
present study.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2;17:508-519)

Key Words: word recognition, accuracy, speed, reaction time, word read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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