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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metaphor comprehension according 
to types of metaphors in poor readers grades 4 through 6. Method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1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poor reading ability and 21 age-matched 
students with normal reading skills. The metaphor comprehension task was composed of 
40 questions (perceptual metaphors, psychological metaphors). The reading comprehen-
sion task was taken from the Korean Language based Reading Assessment (KOLRA). Re-
sults: First, the poor readers had lower metaphor comprehension compared to the normal 
children. Seco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metaphor comprehension according to types 
of metaphors. Third, there was no interaction between the reading group and metaphor 
types. Fourth, the normal readers had no correlation between metaphor comprehension 
and reading comprehension, whereas the poor readers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
tween their metaphor comprehension and reading comprehension. Conclusion: The study 
demonstrated that poor readers had difficulties with metaphor comprehension and that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reading comprehension and metaphor comprehension. 
The normal children’s ability to understand metaphor reached the completion stage in the 
upper grades. This study suggests that children need to master various linguistic elements, 
including metaphor comprehension. It seems necessary consider metaphor comprehen-
sion when providing an intervention program for poor readers.

Keywords: Poor reader, Metaphor comprehension, Reading comprehension, Figurative 
language, Perceptual metaphor, Psychological metaphor

읽기는 생활의 전반에 걸쳐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다양한 정보

와 지식을 습득하는 학령기 아동에게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학령기에 들어서면 읽기를 배우는 

단계에서 읽기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

게 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Chall, 1983).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독(decoding)과 언어이해(linguistic com-

prehension) 두 가지 요소의 조화가 필요하다(Hoover & Gough, 

1990). 특히, 읽기가 점차 유창해지고 해독이 자동화되는 시기가 지

나고, 텍스트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고학년이 되면 아동은 읽기이

해에 모든 집중을 하게 된다(Chall, 1983). 이 중 어느 한 부분이라

도 붕괴가 일어난다면 전체 읽기학습과정의 습득에 어려움을 초래

하게 된다(Paul & Norbury, 2012).

이러한 읽기의 초기 단계에서 해독을 하기 위해서는 음운론과 

철자법을 연결시켜야 하고, 특히 읽기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의미론, 

구문론을 포함한 언어이해, 아동의 경험으로 습득하는 세상지식, 

이야기 구성 등의 기본적인 지식 외에도 언어추론과 상위언어 능력

(metalinguistic skill) 같은 더 높은 수준의 다양한 측면의 언어기

술을 포함시켜야 한다(Scarborough, 2002). 

상위언어 능력이란 언어의 성격과 특성을 의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상호작용, 문해력 습득, 읽기능력, 학업과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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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Van Kleeck, 1994). 상위언어 능력은 학령전기에 시작되지

만, 아동은 언어에 대해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고 언어를 일차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본다. 그러나 학령기에 접어들어 탈자기중심화 

경향을 띠면서 언어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이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Owens, 2004). 아동은 상위언어 능력으로 언어재료를 탈맥락화하

고 분석할 수 있으며 상위언어 능력은 아동의 읽기와 쓰기의 습득

력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지표이며, 필수적이라고 하였다(Owens, 

2004; Tunmer & Cole, 1991) 

읽기이해가 중점이 되는 고학년이 되면 상위언어 중에서도 읽기

이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의미론적 측면인 단어정의, 단어추론, 

어휘판단, 비유언어 등의 습득이 활발해진다(Tunmer & Cole, 1991). 

이 중 대화나 교실 수업, 읽기(교과서 및 문학작품)에서 자주 사용

되는 것이 비유언어(figurative language)이다(Lazar, 1996). 특히 교

사가 수업 시간 내에 다양한 비유언어를 사용하여 예를 들어 설명

할 때, 아동은 이러한 정보를 자신의 지식과 연결하여 확장시키게 

되며, 이때 비유언어가 필요하게 된다(Um, 2014). 비유언어는 언어

를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단어를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

라 상상적인 의미로 사용하여, 정서적이고 암시적인 인상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Owens, 2004). 이렇게 학령기 아동에게 필수적

인 비유언어능력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Hong 

& Yim, 2014; Hyun, Kim, & Lim, 2011; Lee, 2011; Park & Lim, 2011; 

Shin, 2011; Um, 2014). 그만큼 학령기 아동의 비유언어능력이 언어

능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학업에 걸쳐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유언어에는 은유(metapor), 직유(simile), 관용어(idi-

om), 속담(proveb) 등이 있으며, 그 중 은유와 직유는 가장 대표적

인 비유언어라고 할 수 있다(Owens, 2004). 은유는 문장의 직접적

인 의미보다는 문맥에 따라 그 문장에 내포된 숨은 의미를 파악하

는 내포된 비유로 ‘A (비유어)는 B (매개어)이다’의 기본적인 형태

를 가진다(Nippold, 1985). 은유는 개념적 특성에 따라 지각적 은

유와 심리적 은유로 나눌 수 있다(Nippold, Leonard, & Kail, 1984). 

지각적 은유는 주제어와 매개어의 관계가 시각적인 유사성으로 표

현되는 것이고 심리적 은유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특성이 아닌 표

현, 감정, 정신상태, 심리상태, 성격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두 유형은 주제어와 매개어의 단어 자체가 내포한 또 다른 의미의 

유무를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분류되었다고 볼 수도 있

다. 은유이해의 발달은 5세부터 시작되며 9세에서 11세가 되면 지

각적인 것과 개념적인 것에 기초한 이해로, 다소 관계적인 범주로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고 하며, 12세 이상이 되면 지각적, 개념

적, 관계적인 범주 모두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Siltanen, 1990). 

은유이해능력은 국내에서도 학령기의 전반에 걸쳐 발달한다고 보

고되고 있으며(Kim, 2002), 특히 4학년 이상의 고학년 아동에게서

는 은유이해능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ung, 

2002). 이에 따라 고학년 시기에는 읽기이해뿐 아니라 은유이해 발

달에도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읽기이해 발달의 중요한 4-6학

년의 고학년 시기에, 만약 비유언어의 하나인 은유이해 발달에 어

려움을 보인다면 이는 아동의 읽기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eidenberg와 Berstein (1986)은 3-6학년

의 읽기부진아동과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한 비유언어 이해 연구

에서 읽기부진 아동이 은유적인 언어를 인식하고 설명하는 데 어

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습장애, 읽기부진,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비유언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Hyun et al., 2011; Kim, H., 2012; Kim, 

Y. J., 2012; Shin, 2011; Song, 2012; Um, 2014) 특히 은유이해능력을 

살펴본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저

학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실제적인 읽기능력과의 연관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처럼 초등 저학년은 해독 중심에 발달을 이루고, 초등 고학년

은 읽기 이해에 중심이 되는데(Chall, 1983) 특히 이 시기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은유이해 발달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점이다(Chung, 

2002). 따라서, 고학년 아동이 은유이해능력을 포함한 읽기이해능

력을 발달시키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읽기 성취

도가 낮은 읽기부진아동의 읽기이해능력과 상위언어능력에서 중

요하게 다루어지는 은유이해능력과의 관계를 살핌으로써, 읽기부

진아동의 중재에 상위언어능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4-6학년 아동의 은유이해능력이 읽기집단과 

은유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4-6학년 읽기부진아

동과 일반아동의 은유이해능력과 읽기이해능력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시 소재의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읽기부

진아동 21명, 읽기부진아동과 학년, 성별이 일치하는 일반아동 21

명을 선정하여, 총 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읽기부진아동은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K-CTONI-2; Park, 2014)의 도형척도 지능지수가 

80 이상으로 정상이며, 한국어 읽기 검사(KOLRA; Pae, Kim, Yoon, 

& Jahng, 2015)의 읽기지수가 90 이하로 Shaywitz, Escobar, Shay-

witz, Fletcher와 Makuch (1992)의 읽기 저성취 기준인 25% 이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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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며 부모나 교사에 의해 신체, 정서, 청력에 문제가 없다고 보

고된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일반아동은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K-CTONI-2; Park, 2014)의 

도형척도 지능지수가 평균 80 이상으로 정상이며, 수용 ·표현 어휘

력검사(REVT; Kim, Hong, Kim, Jang, & Lee, 2009)의 수용어휘력 

검사에서 표준편차가 –1 SD 이상, 한국어 읽기 검사(KOLRA: Pae 

et al., 2015)의 읽기지수가 90 이하로 Shaywitz 등(1992)의 읽기 저

성취 기준인 25% 이하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모나 교사에 의해 신

체, 정서, 청력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Table 1).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될 은유이해 검사는 선행 연구를 한 Cha (2006), 

Hong (2001), Kim (2011), Shin (2011), Nippold 등(1984)의 연구를 

인용하거나 참고로 하여 일부분을 수정하고 새로 구성하였다. 은

유 문항은 Nippold 등(1984)이 구성한 개념적 유형에 따라 지각적 

은유와 심리적 은유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지각적 은유는 두 항목 

간에 시각적인 유사에 바탕을 두고 물리적인 특성을 표현한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내 머리카락은 국수다.’와 같이 주제어와 매

개어가 문장에 드러나 있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심리적 은유는 감

정이나 심리상태, 성격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 바탕을 둔 것을 말

하는데, 예를 들어 ‘나는 양이다.’와 같이 매개어 특성이 문장에 드

러나지 않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각 은유 유형의 문장구조는 Nippold 등(1984)의 연구에서 

아동들이 서술적 은유와 비례적 은유 이해에 차이를 보인다는 결

과에 따라, 이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버스 손잡이는 도

넛이다.’와 같이 주제어와 매개어가 1개씩인 서술적 은유와 ‘새 둥지

는 동전을 꺼낸 돼지 저금통이다.’와 같이 주제어와 매개어가 2개씩

인 비례적 은유가 각 10개씩 같은 수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문항을 

다지 선택형으로 한 이유는 은유 이해 검사에서는 아동이 자발화

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기의 문항에서 고르는 것이 아동의 은유이

해능력을 파악하는 데 있어 더 신뢰도가 높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Winner, Rosenstiel, & Gardner, 1976). 

각 문항에 대한 보기는 우연적 선택을 배제하기 위하여 4문항으

로 구성하였는데, 보기 4개 중 1개는 적절한 은유문장의 해석을 나

타내는 정답이었고 나머지 3개는 오답이었다. 오답 중 한 개는 은유

문장의 매개어가 직접적으로 포함된 사전적(literal) 해석이고, 다

른 두 개는 주제어와 관련되어 있으나 은유문장의 숨은 의미와 관

련이 없는 해석으로 하였다. 아동의 우연적 선택을 피하기 위하여 

보기문항을 4개로 구성하였다.

1차적으로 지각적 은유 30개, 심리적 은유 30개로 총 60문항을 

구성한 후, 1급 언어치료사이며 학령기 아동 언어발달의 전문가 3

명에게 내용타당도를 의뢰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타당도는 1-5점

으로 평가하여, 2점 이하의 문항, 부적절한 어휘, 애매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항은 제외하여 총 48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재구성한 

48문항의 은유 이해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도구의 적절성과 연구

를 진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부산시 소재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4, 5, 6학년 일반 아동 각 1명씩에게 검사를 하였

다. 대상 아동은 위의 일반아동의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세 명의 아동이 동일하게 문항 이해에 어려움을 보였거

나, 은유이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문항은 다른 문항으로 수

정하거나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은유과제는 연습 문항 4개, 검사

문항 40개(지각적 은유 20개, 심리적 은유 20개), 각 문항에 대한 보

기는 4개씩 구성하였다(Appendix 1).

연구절차

검사는 검사자와 아동이 조용한 교실 내에서 1:1로 진행 하였다. 

먼저 지능검사와 읽기검사를 실시하여 본 연구대상의 선정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연구자가 고안한 은유 이해검사를 

실시하였다.

은유이해 검사 시, 검사지는 아동을 향하여 볼 수 있도록 두고, 

모든 문항을 검사자가 읽어주는 방법으로 하였다. 이는 읽기부진

아동이 읽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은유 문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

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아동에게 검사의 방법에 대해 충

분히 설명을 한 후, 연습문항을 보여주며 문장이 무엇을 말하는 것

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예를 들어, “‘아빠의 머

리는 나무가 없는 산이다.’라는 문장에서 아빠의 머리가 무엇을 의

미하는지 아래의 3문항 중에서 고르면 돼요.”라고 하며 정확히 이

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였다. 만약 아동이 먼저 읽고 문항이 

끝나기 전 답을 체크할 경우, “문항을 끝까지 들은 후, 체크해주세

요.”라고 말한 후, 검사 문항과 보기 문항을 모두 읽어줄 수 있도록 

Table 1. Participant characteristics

Poor reader (N= 21) Normal children (N= 21)

K-CTONI-2 (IQ) 100.57 (20.50) 111.47 (12.73)
KOLRA (standard score) 78.76 (10.52) 103.52 (8.70)
REVT-R (raw score) 112.14 (20.11) 137.61 (17.0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K-CTONI-2= Korean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2 (Park, 2014); 
KOLRA= Korean Language based Reading Assessment (Pae, Kim, Yoon, & Jahng, 
2015); REVT=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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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은유이해 검사는 검사 시 아동이 문항 유형의 흐름에 따라 

우연적 선택이 없도록 무작위로 섞어서 진행하였다. 

자료분석

은유이해 검사는 적절한 은유문장의 해석을 나타내는 정답을 

선택하였을 경우 1점, 무반응이나 오답은 0점을 부여하여 원점수로 

산출하였다. 은유이해의 총 점수는 40점 만점에 지각적 은유 20점, 

심리적 은유 20점을 만점으로 하였다. 읽기이해검사는 한국어 읽

기검사의 읽기채점 기준에 따라 정반응한 문항에 1점씩 부여하여 

총 24점을 만점으로 하였다. 

통계처리

먼저 읽기집단(읽기부진아동/일반아동)과 은유유형(지각적 은

유/비례적 은유)에 따른 은유이해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반복측

정된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을 

실시하였다. 또한 읽기부진아동과 일반아동의 은유이해능력과 읽

기능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통계처리는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 결과

읽기집단과 은유유형에 따른 은유이해능력의 차이 비교

읽기집단과 은유유형에 따른 은유이해능력의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읽기부진아동과 일반아동의 은유이해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본 결과, 먼저 읽기부진아동을 살펴보면, 지각적 은유는 평균 

16.57, 표준편차 3.47, 심리적 은유는 평균 16.04, 표준편차 3.99였으

며, 정상아동을 살펴보면, 지각적 은유는 평균 18.67, 표준편차 1.28, 

심리적 은유는 평균 18.76, 표준편차 1.18로 나타났다. 읽기부진아

동은 일반아동보다 은유이해능력 점수가 낮았다. 읽기부진아동과 

일반아동의 은유이해능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

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읽기부진아동과 일반아동

의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F(1,40) = 9.199, p< .05)를 나타냈

으나, 은유유형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40) =  

.417, p>.05). 

읽기집단과 은유유형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읽기

집단과 은유유형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F(1,40) =  

.870, p>.05). 

4-6학년 읽기부진아동과 일반아동의 은유이해능력과 

읽기이해능력의 상관관계

읽기부진아동의 지각적 은유이해와 심리적 은유이해의 수행 능

력과 읽기이해능력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상관 분석 결과, 읽기부진아동의 읽기이해와 지각적 은유이해의 

상관계수는 .612, 읽기이해능력과 심리적 은유이해의 상관계수는 

.607, 읽기이해와 은유이해 총점의 상관계수는 .653으로 읽기부진

아동의 읽기이해와 은유이해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일반아동의 지각적 은유이해와 심리적 은유의 수행 능력과 읽기

이해능력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ear-

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상관 분석 

결과, 일반아동의 읽기이해와 지각적 은유이해의 상관계수는 .101, 

읽기이해와 심리적 은유이해의 상관계수는 .322, 읽기이해와 은유

이해 총점의 상관계수는 .246으로 읽기부진아동의 읽기이해와 은

유이해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otal metaphor comprehension according to the group

Poor reader 
(N= 21)

Normal children 
(N= 21)

Total  
(N= 42)

Perceptual metaphor 16.57 (3.47) 18.67 (1.28) 17.62 (2.79)
Psychological metaphor 16.04 (3.99) 18.76 (1.18) 17.40 (3.22)
Total 32.61 (7.96) 37.43 (2.06) 35.02 (5.6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of metaphor comprehension and reading com-
prehension in poor readers

Reading com-
prehension

Perceptual  
metaphor

Psychological 
metaphor

Perceptual metaphor .612* - -
Psychological metaphor .607* .741* -
Metaphor total .653* .923* .942*

*p < .05.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of metaphor comprehension and reading com-
prehension in normal children

Reading com-
prehension

Perceptual  
metaphor

Psychological 
metaphor

Perceptual metaphor .101 - -
Psychological metaphor .322 .409 -
Metaphor total .246 .853* .825*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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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읽기부진아동과 일반아동의 은유이해능력이 읽

기집단과 은유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은유이해능

력과 읽기이해능력의 상관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읽기부진아동과 일반아동의 은유이해능력을 살펴본 결과, 

읽기부진아동의 은유이해능력은 일반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F(1.40) =10.607, p< .05). 이는 읽기부진아동이 일반아동보

다 낮은 은유이해능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Um, 

2014). 읽기부진아동이 은유이해능력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은 

은유이해능력이 속한 상위언어능력에서도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위언어능력은 읽기이해에 필수적인 

능력으로 학령기 아동의 읽기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아주 효율적이

라고 하였다(Tunmer & Cole, 1991). 또한 Chaney (1998)는 상위언

어능력이 4세 이후의 읽기능력을 예측한다고 하였을 만큼 읽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학령기에는 기본적인 

언어능력을 넘어 읽기 및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상위언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은 상위언어능

력에 어려움을 보이며 그중에서도 의미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제

한적이라고 하였다(Paul & Norbury, 2012). 이러한 의미조직의 어

려움은 비유언어(Hyun et al., 2011; Kim, H., 2012; Kim, Y. J., 2012; 

McGregor, 2009; Song, 2012), 단어처리(Choi & Hwang, 2010), 단

어유추(Jeong, 2009; Kim, Hwang, & Choi, 2013) 등과 같은 상위의

미지식에 대한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히 아

동이 가지고 있는 어휘의 양적인 부분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어

휘지식을 상위언어능력으로서 적절히 조직하고 통합하여 의식적

으로 사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읽기부진아동들은 의미영역 

중 상위언어능력에 어려움을 보이며 특히 상위의미론적 능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포된 비유인 은유는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빈번하게 사용

되고 고학년이 되면 급격하게 발달된다고 한다(Byun & Choi, 2000; 

Cha, 2006; Chung, 2002; Kim, 2002). 특히 문맥의 앞 뒤 상황을 활

용해야 하기 때문에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

이 있으며(Nippold, Moran, & Schwarz, 2001), 읽기에 어려움을 보

이는 아동들은 이러한 은유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고 하였다(Choi, 2000). 본 연구에서 실제로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

는 읽기부진아동에게 은유이해능력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따라서 

읽기부진아동을 살펴볼 때 단순히 어휘 능력뿐 아니라 문장에 숨

어있는 내용 파악, 단어의 의미관계를 파악하는 등의 은유이해능

력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 일반아동의 은유이해

능력은 최고점에 가까웠는데 이는 4-6학년의 고학년이 되면 은유

이해능력의 점수가 급격히 향상된다는 Chung (2002)의 연구와 

Winner 등(1976)이 9-12세 사이에 은유이해 능력이 갑작스런 발달

을 보인다고 한 연구의 결과와 같이 고학년에 은유이해능력을 높

은 능력으로 발달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일반아동은 고학년이 

되기 전 은유이해능력을 발달시켜 높은 점수를 보이므로 학령전기

와 학령기 초기가 더 중요한 시기인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에 은유

이해능력의 자극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은유의 유형에 따라 은유이해능력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

펴본 결과, 은유의 유형에 따른 은유이해능력에서는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이는 심리적 은유가 지각적 은유보다 어려운 것은 아

니라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Nippold et al., 1984).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5세 아동의 은유이해를 지각적 은유와 심리적 은유로 나누

어 연구한 Hong (2001)은 지각적 은유, 심리적 은유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으나, 7세 아동은 지각적 은유를 심리적 은유보다 더 

잘 이해한다고 하였다. 또한 Um (2014)의 연구에서는 3-4학년 읽기

부진아동의 은유이해능력을 지각적 은유와 심리적 은유로 분류하

여 살펴보았는데, 지각적 은유가 심리적 은유보다 더 높은 수행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상위언어능력이 시작되는 저학년에

는 주제어와 매개어의 관계가 단어에 드러나는 지각적 은유가 먼저 

발달하며 감정, 심리상태, 성격 등을 표현하는 심리적 은유가 나중

에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고학년 아동

은 개념적인 특성에 상관없이 지각적 은유, 심리적 은유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은유이해능력은 학령 전부터 학령기까지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발달하지만 고학년에 이르러서는 차이

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고학년 아동들은 두 유형의 차

이가 점차 줄어들면서 골고루 발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각적 

은유와 심리적 은유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읽기집단과 은유유형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읽기집단과 은유유형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

지 않았다. 읽기부진아동은 지각적 은유 심리적 은유 모두에서 일

반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능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일반아동의 

경우 두 유형 모두에서 높은 수행력을 나타내며 은유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아동이 고학년일 경우 은유의 발달이 

급격히 증가하여 완성단계에 이르고(Siltanen, 1990), 지각적 은유, 

심리적 은유와 같은 유형에 따른 은유이해능력의 차이가 점차 줄

어든다고 하였다(Byun & Choi, 2000). 따라서 이미 문장 내에 숨겨

진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을 습득하였기 때문에 개념의 특성이 달

라진다 하여도 내포된 의미를 찾아내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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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아동은 지각적 은유, 심리적 은유 모두 이해

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은유의 유형에 상관없이 두 영역 모두 높

은 수행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읽기부진 아동의 경우 두 유형 

모두에서 낮은 능력을 보이며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은유유형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앞서 선행연구에 의하면 일반아

동은 고학년에 은유이해발달이 완성단계에 이르며 두 유형의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Byun & Choi, 2000). 그러나 읽기부

진아동의 지각적 은유와 심리적 은유 모두가 일반아동보다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읽기부진아동이 두 유형 모두에서 어려움을 보인

다는 것은 발달적으로 빠른 발달을 보이는 지각적 은유에도 어려

움을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유형에 상관없이 은유능

력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읽기부진아

동의 은유이해능력을 개념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고 먼저 발달하

는 지각적 은유에 대한 능력을 파악하고 중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실제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읽기부진아동의 읽기이해능

력과 은유이해능력이 상관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읽기부

진아동의 은유이해능력과 읽기이해능력이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아동의 은유이해능력과 읽기이해능력은 유

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아동의 은유이해능력과 

읽기이해능력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

이 고학년 아동으로 이미 은유이해능력의 발달이 대부분 완성되

어 있으나 읽기이해능력이 24점 만점의 평균 16점으로 아직 최고점

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은 일반아동의 읽기이해능력이 계속해서 발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아동의 은유이해능력이 이미 향상되었

음에도 읽기이해능력이 아직 발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아

동이 읽기이해를 할 때 은유이해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능력을 필

요로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더 이른 시기에 은유이해능력

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며 은유이해능력이 다른 언어능력과 함께 계

속 발달한다는 것을 말한다. 

읽기부진아동의 은유이해능력은 읽기이해능력과 유의미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학년 읽기부진아동의 읽기이해능력 발

달에 은유이해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읽기부진아동

이 아직 의미론적 발달을 하고 있는 중이며 특히 은유이해능력의 

발달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이므로 읽기부진아동의 읽기

이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히 은유이해능력을 보다 긍정적

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읽기는 언어기반 기술이며 읽기에는 의미론적 발달, 구문인식 및 

구문론적 지식 등과 같은 언어능력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ain, 

2007). 그중 언어의 의미론적인 기술은 읽고 이해하는 단계에서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Paul & Norbury, 2012). 특히 읽기부

진아동의 상위언어능력의 의미론적인 기술에 대한 어려움은 지속

적으로 연구되어 왔다(Choi & Hwang 2010; Hyun et al., 2011; Jeong, 

2009; Kim et al., 2013; Lim, 2014; Nation, Clarke, Marshall, & Du-

rand, 2004).

읽기를 통한 의미의 이해는 구어에서 의미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

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이용한다고 하였다(Paul & Norbury, 2012). 

특히 은유이해능력은 문장에 내포된 의미를 이해하여 주제어와 매

개어의 공통점을 발견해 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의 유사한 

측면을 찾아내 일반적인 원리를 추출해 내는 것이다(Nippold, 1985). 

또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추와 추론과 같은 기본

적인 추리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Catts & Kamhi, 

2005). 이와 같이 은유이해능력과 읽기이해능력은 모두 의미를 이

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어 혹은 문장의 관계를 파악하여 유추해

야하는 과정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읽기

부진아동의 읽기이해능력과 은유이해능력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읽기부진아동들의 평가와 중재에 읽기능력뿐 아니

라, 은유이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고학년의 은유이해능력과 읽기이해능력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부진아동의 은유이해능력과 읽기

이해능력에서는 관계가 나타났지만 일반아동의 경우 나타나지 않

았다. 본 연구는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은유이해능력

이 발달하는 저학년 일반아동의 경우라면 은유이해능력과 읽기이

해능력의 관계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서는 대상 아동의 학년과 성별을 일치시켰고 읽기부진아동의 경우 

정상 지능 범위이며 읽기능력에만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으로 선정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 아동의 지능지수, 어휘력과의 관계

를 살펴보거나 읽기부진아동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은유이해의 오류유형에 대해서는 살펴

보지 않았다. 읽기부진아동의 은유이해능력에 대한 어려움을 확인

하였기 때문에 은유이해능력에 대한 어려움의 특성이 어떠한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Byun, Y. H., & Choi, K. S. (2000).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metaphor 

comprehension according to the context and kinds of metaphors.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7, 49-64.

Cain, K. (2007). Syntactic awareness and reading ability: is there any evidence 

for a special relationship? Applied Psycholinguistics, 28, 679-694.



http://dx.doi.org/10.12963/csd.15238 http://www.e-csd.org    337

4-6학년 읽기부진아동의 은유이해능력과 읽기이해능력의 상관관계  •  이현정 외

Catts, H. W., & Kamhi, A. G. (2005). Language and reading disabilities (2nd 

ed.). Boston, MA: Allyn & Bacon. 

Cha, Y. S. (2006). A comparative study on metaphors comprehension by differ-

ent cues in school-age children with language delay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Chall, J. S. (1983). Stages of reading development. New York, NY: McGraw-Hill.

Chaney, C. (1998). Preschool language and metalinguistic skills are links to 

reading success. Applied Psycholinguistics, 19, 433-446.

Choi, E. O. (2000). The effect s of whole language learning program on learning 

disabilities children’s language learning ability and attitude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Choi, K. S., & Hwang, M. (2010). Semantic processing in children with poor 

reading comprehension: semantic priming effect during word reading. Ko-

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Disorders, 15, 168-176. 

Chung, H. S. (2002).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derstanding 

of indirect expressions: centered on metaphors and proverbs. Korean Lan-

guage and Literature, 132, 89-119. 

Hong, Y. H. (2001). Comprehension of metaphor between the specific language 

impaired and the normal childre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Hong, Y., & Yim, D.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memory and 

metaphor comprehension in school-age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s.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19, 191-198. 

Hoover, W. A., & Gough, P. B. (1990). The simple view of reading. Reading 

and Writing, 2, 127-160.

Hyun, H. S., Kim, Y. T., & Lim, D. S. (2011). Comparison of idiom compre-

hension ability of school-aged poor reading comprehenders and typically 

developing peers: the role of context, transparency and familiarity.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6, 173-195. 

Jeong, M. (2009). Verbal analogical reasoning skills in poor comprehender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Disorders, 14, 275-287.

Kim, B. J., Hwang, M., & Choi, K. S. (2013). Word processing of children with 

poor reading comprehension during an on-line verbal analogy task. Com-

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18, 269-276. 

Kim, H. (2012). Comparison of idiom comprehension ability by context and 

noncontext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Korea.

Kim, M. K. (2011). The comprehension of the figurative meaning in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s hyperactivity disorder (ADHD) (Master’s thesis). Dan-

kook University, Yongin, Korea.

Kim, M. M. (2002). The analysis on the developmental tendency of understand-

ing of metaphor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Kim, Y. J. (2012). Comparison of comprehension ability of proverb among typi-

cally developed peers and poor comprehenders in school-aged children: the 

familiarity and the existence of context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

sity, Yongin, Korea. 

Kim, Y. T., Hong, G. H., Kim, K. H., Jang, H. S., & Lee, J. Y. (2009).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Seoul: Seoul Community Rehabilita-

tion Center.

Lazar, G. (1996). Using figurative language to expand students’ vocabulary. 

ELT Journal, 50, 43-51.

Lee, J. M. (2011). A study on the aspects of metaphorical expressions of elemen-

tary school children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

ucation, Incheon, Korea. 

Lim, J. (2014). Interpretation of proverbs in children with poor reading com-

prehension: the role of contexts. Korean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11, 291-305. 

McGregor, K. (2009). Semantics in child language disorders. In R. Schwartz 

(Ed.), Handbook of child language disorders (pp. 365-387).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Nation, K., Clarke, P., Marshall, C. M., & Durand, M. (2004). Hidden language 

impairments in children: parallels between poor reading comprehension 

and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

ing Research, 47, 199-211.

Nippold, M. A. (1985). Comprehension of figurative language in youth. Top-

ics in Language Disorders, 5, 1-20.

Nippold, M. A., Leonard, L. B., & Kail, R. (1984). Syntactic and conceptual 

factors 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metaphors. Journal of Speech, Lan-

guage, and Hearing Research, 27, 197-205.

Nippold, M. A., Moran, C., & Schwarz, I. E. (2001). Idiom understanding in 

preadolescents: synergy in action.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10, 169-179.

Owens, R. E. (2004). Language disorders: an introduction (6th ed.). Boston, 

MA: Allyn & Bacon. 

Pae, S., Kim, M., Yoon, H. J., & Jahng. S. (2015). Korean language based read-

ing assessment (KOLRA). Seoul: Hakjisa.

Park, H., W. (2014). Korean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2 

(K-CTONI-2). Seoul: Mindpress.

Park, J. H., & Lim, J. (2011). The developmental change of proverb compre-

hension with and without context.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Disorders, 16, 559-569. 

Paul, R., & Norbury, C. F. (2012). Language disorders from infancy through 



http://dx.doi.org/10.12963/csd.15238338    http://www.e-csd.org

Hyun-Jung Lee, et al.  •  Metaphor Comprehension of according to Type of Metaphor

adolescence: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and communicating (4th 

ed.). St. Louis, MO: Elsevier.

Scarborough, H. S. (2002). Connecting early language and literacy to later 

reading (dis)abilities: evidence, theory, and practice. In S. B. Neuman & D. 

K. Dickinson (Eds.), Handbook for research in early literacy (pp. 97-110). 

New York, NY: Guilford Press.

Seidenberg, P. L., & Bernstein, D. K. (1986). The comprehension of similes 

and metaphors by learning disabled and nonlearning-disabled children.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17, 219-229.

Shaywitz, S. E., Escobar, M. D., Shaywitz, B. A., Fletcher, J. M., & Makuch, R. 

(1992). Evidence that dyslexia may represent the lower tail of a normal 

distribution of reading ability.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26, 145-

150.

Shin, H. N. (2011). Comprehension of different metaphoric tasks between 

children with nonverbal learning disabilities and typical language.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20, 37-55.

Siltanen, S. A. (1990). Effects of explicitness on children’s metaphor compre-

hension. Metaphor and Symbol, 5, 1-20.

Song, S. H. (2012). A comparative study on the simile comprehension ability 

between poor comprehenders and general students in the third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Tunmer, W. E., & Cole, P. G. (1991). Learning to read: a metalinguistic act. In 

C. Simon (Ed.), Communication skills and classroom success: therapy meth-

odologies for language-learning disabled students (pp. 293-314). San Diego, 

CA: College-Hill Press.

Um, G. Y. (2014). A comparative study on the metaphor and simile compre-

hension ability in poor comprehenders and general children. Daegu Univer-

sity, Daegu, Korea.

Van Kleeck, A. (1994). Potential cultural bias in training parents as conversa-

tional partners with their children who have delays in language develop-

ment.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3, 67-78.

Winner, E., Rosenstiel, A. K., & Gardner, H. (1976). The development of met-

aphoric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12, 289-297.



http://dx.doi.org/10.12963/csd.15238 http://www.e-csd.org    339

4-6학년 읽기부진아동의 은유이해능력과 읽기이해능력의 상관관계  •  이현정 외

Appendix 1. Metaphor comprehension task(은유이해 검사지)

연습문제 

1. 해는 하늘에 떠있는 쟁반이다. 1. 아영이는 대회에 나간 양이다. 

① 해는 뜨겁다. ① 아영이는 동물을 좋아한다.

② 해는 둥글다. ② 아영이는 떨린다.

③ 해는 쟁반을 비춘다. ③ 아영이는 양을 키운다.

④ 해는 가려졌다. ④ 아영이는 달리기를 잘한다.

2. 아빠의 머리는 나무가 없는 산이다. 2. 삼촌은 발톱이 빠진 독수리이다. 

① 아빠의 머리는 매우 길다. ① 삼촌은 이제 힘이 없다.

② 아빠의 머리는 산에서 깎았다. ② 삼촌은 옆집에 사신다.

③ 아빠의 머리는 대머리다. ③ 삼촌은 독수리를 기른다.

④ 아빠의 머리는 파마했다. ④ 삼촌은 동물을 좋아한다.

지각적 은유

1. 버스 손잡이는 도넛이다. 2. 새 둥지는 동전을 꺼낸 돼지 저금통이다. 

① 버스 손잡이에 도넛이 묻었다. ① 새 둥지에 알이 없다. 

② 버스 손잡이는 동그랗다. ② 새 둥지에 돼지 저금통이 있다. 

③ 버스 손잡이는 깨끗하다. ③ 새 둥지는 나뭇가지로 만들었다.

④ 버스 손잡이는 울퉁불퉁하다. ④ 새 둥지는 동그랗다.

3. 민호는 교실의 다람쥐이다. 4. 이 나무는 옷을 벗은 아기이다. 

① 민호는 교실에서 그림을 그린다. ① 나무에 과일이 열렸다.

② 민호는 교실에서 다람쥐를 키운다. ② 나무에 아기가 앉아 있다.

③ 민호는 교실에서 뛰어다닌다. ③ 나무에 잎이 다 떨어졌다.

④ 민호는 교실에서 자고 있다. ④ 나무에 새가 있다. 

5. 선생님의 가방은 돌이다. 6. 그 교실은 빵이 없는 샌드위치이다. 

① 선생님의 가방은 무겁다. ① 그 교실에는 시험을 친다. 

② 선생님의 가방에 돌이 들어 있다. ② 그 교실에는 학생이 없다.

③ 선생님의 가방은 빨간색이다. ③ 그 교실에는 샌드위치를 만든다.

④ 선생님의 가방은 더럽다. ④ 그 교실에는 공부를 한다. 

7. 가을 산은 빨간 사과이다. 8. 내 시험지는 비 내리는 그림이다. 

① 가을 산은 사람들이 많다. ① 내 시험지는 선생님께 제출했다.

② 가을 산에 사과나무가 열렸다. ② 내 시험지는 빵점이다.

③ 가을 산은 단풍으로 물들었다. ③ 내 시험지에 그림을 그렸다.

④ 가을 산이 아름답다. ④ 내 시험지는 젖었다.

9. 장군의 갑옷은 장미의 가시이다. 10. 아빠의 구두는 오래 쓴 지우개이다.

① 장군의 갑옷에 가시가 들어갔다. ① 아빠의 구두는 낡았다. 

② 장군의 갑옷은 장군을 보호한다. ② 아빠의 구두는 갈색이다.

③ 장군의 갑옷은 무겁다. ③ 아빠의 구두에 지우개가 들어갔다.

④ 장군의 갑옷은 빨간색이다. ④ 아빠의 구두는 가볍다.

11. 삼촌은 가게에 들어가는 코끼리이다. 12. 그 집은 뚜껑이 열린 상자이다. 

① 삼촌은 배가 고프다. ① 그 집은 상자가 쌓여있다.

② 삼촌은 코끼리를 본다. ② 그 집은 지저분하다.

③ 삼촌은 몸이 크고 뚱뚱하다. ③ 그 집은 천장이 없다.

④ 삼촌은 과자를 좋아한다. ④ 그 집은 새로 지었다. 

13. 지혜의 다리는 커다란 곰이다. 14. 아빠의 수염은 뾰족한 빗이다.

① 지혜의 다리는 하얗고 예쁘다. ① 아빠의 수염은 길다.

② 지혜의 다리는 곰에게 물렸다. ② 아빠의 수염은 빗으로 빗는다. 

③ 지혜의 다리는 두껍고 뚱뚱하다. ③ 아빠의 수염은 따갑다. 

④ 지혜의 다리는 다쳤다. ④ 아빠의 수염은 깎아야 한다.

15. 기린은 동물원에 있는 전봇대이다. 16. 민수의 비행기는 덜 익은 바나나이다. 

① 기린은 나뭇잎을 먹는다. ① 민수의 비행기는 완성되지 않았다.

② 기린은 전봇대 옆에 서 있다. ② 민수의 비행기는 바나나 옆에 있다.

③ 기린은 키가 크다. ③ 민수의 비행기는 멋지다.

④ 기림은 서서 먹는다. ④ 민수의 비행기는 날아간다.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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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적 은유

17. 지혜의 몸은 아기 새이다. 18. 민희의 신발은 아기의 손가락이다. 

① 지혜는 새를 안고 있다. ① 민희의 신발은 선물로 받았다.

② 지혜는 작고 가볍다. ② 민희의 신발은 손가락이 들어간다.

③ 지혜는 튼튼하다. ③ 민희의 신발은 아주 작다.

④ 지혜는 감기에 걸렸다. ④ 민희의 신발은 깨끗하다. 

19. 소라 껍데기는 라디오이다. 20. 그 부엌은 걸레가 필요한 바닥이다.

① 소라 껍데기는 바다에 있다. ① 그 부엌은 요리를 하는 곳이다.

② 소라 껍데기에는 소리가 들린다. ② 그 부엌은 바닥을 공사한다.

③ 소라 껍데기는 라디오 옆에 있다. ③ 그 부엌은 더럽다.

④ 소라 껍데기는 부서졌다. ④ 그 부엌은 닦고 있다. 

심리적 은유

1. 담임 선생님은 교실의 호랑이다. 2. 연희는 물을 안 준 꽃이다.

① 담임 선생님은 무섭다. ① 연희는 기운이 없다.

② 담임 선생님은 호랑이를 좋아한다. ③ 연희는 봄이 좋다.

③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친다. ② 연희는 꽃을 키운다. 

④ 담임 선생님은 혼내신다. ④ 연희는 아름답다.

3. 우리 집은 따뜻한 털옷이다. 4. 우리 형은 좋은 거울이다.

① 우리 집은 보일러가 있다. ① 형은 중학생이다.

② 우리 집은 털옷이 많다. ② 형은 거울을 가지고 있다.

③ 우리 집은 편하고 포근하다. ③ 형은 모범이 된다.

④ 우리 집은 가깝다. ④ 형은 잘 생겼다. 

5. 민수의 표정은 그림자이다. 6. 동수는 나뭇잎이 없는 나무이다.

① 민수의 표정은 그림자를 닮았다. ① 동수는 나뭇잎을 줍는다.

② 민수의 표정은 어둡다. ② 동수는 외롭고 쓸쓸하다.

③ 민수의 표정은 거울로 보였다. ③ 동수는 마당을 청소한다.

④ 민수의 표정은 다양하다. ④ 동수는 부지런하다. 

7. 아기의 눈은 구슬이다. 8. 연희의 마음은 하늘을 나는 연이다.

① 아기의 눈은 구슬을 보고 있다. ① 연희는 뛰어간다.

② 아기의 눈은 맑다. ② 연희는 연을 가지고 있다.

③ 아기의 눈은 감고 있다. ③ 연희는 마음이 자유롭다.

④ 아기의 눈은 찡그린다. ④ 연희는 학교에 간다. 

9. 영희는 선생님께 인사하는 얼음이다. 10. 진수는 새장에 갇힌 새이다.

① 영희는 착하다. ① 진수의 마음은 답답하다.

② 영희는 차갑게 말한다. ② 진수는 모이를 만든다.

③ 영희는 얼음을 먹고 있다. ③ 진수는 새를 키운다.

④ 영희는 슬프다. ④ 진수의 꿈은 크다. 

11. 아저씨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다. 12. 민기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이다. 

① 아저씨는 횡단보도로 건넌다. ① 민기는 물고기를 바라본다.

② 아저씨는 위험한 사람이다. ② 민기는 생각하는 것이 좁다.

③ 아저씨는 키가 크시다. ③ 민기는 취미가 많다.

④ 아저씨는 운전을 한다. ④ 민기는 정직하다. 

13. 정수는 진공청소기다. 14. 그 시인은 사과가 열리지 않은 사과나무이다. 

① 정수는 입이 튀어나왔다. ① 그 시인은 상을 받았다.

② 정수는 진공청소기 소리를 낸다. ② 그 시인은 작품이 없다.

③ 정수는 잘 먹는다. ③ 그 시인은 사과나무로 시를 쓴다.

④ 정수는 방을 닦는다. ④ 그 시인은 시를 잘 쓴다. 

15. 연희는 차가 막히는 고속도로이다. 16. 민수는 흐트러진 퍼즐이다. 

① 연희는 고속도로에 서 있다. ① 민수는 공부를 해야 한다.

② 연희는 답답하다. ② 민수는 퍼즐을 좋아한다.

③ 연희는 소풍을 간다. ③ 민수는 혼란스럽다.

④ 연희는 달리기를 잘한다. ④ 민수는 울고 있다. 

Appendix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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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은유

17. 아빠는 회사에 가는 시계이다. 18. 부모님은 비 오는 날의 우산이다.

① 아빠는 똑같은 시간에 간다. ① 부모님은 우산을 쓰고 있다.

② 아빠는 밤늦게 집에 온다. ② 부모님은 든든하게 지켜주신다.

③ 아빠는 시계를 잃어버렸다. ③ 부모님은 시장에 가신다.

④ 아빠는 출근한다. ④ 부모님은 산책을 간다. 

19. 내 동생은 말하는 병아리이다. 20. 선생님은 기름이 다 떨어진 자동차이다. 

① 내 동생은 재잘거린다. ① 선생님은 오늘 약속이 있으시다.

② 내 동생은 병아리를 샀다. ② 선생님은 자동차를 운전한다.

③ 내 동생은 유치원에 간다. ③ 선생님은 매우 피곤하다.

④ 내 동생은 즐겁다. ④ 선생님은 뛰어가신다. 

Appendix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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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4-6학년 읽기부진아동의 은유이해능력과 읽기이해능력의 상관관계

이현정 1·김미배 2

1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언어청각치료학과, 2부산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교 4-6학년 읽기부진아동의 은유유형에 따른 은유이해능력을 살펴보고, 읽기이해능력과의 상관관계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학년과 성별을 일치시킨 초등학교 4-6학년 읽기부진아동과 일반아동 각 21명씩 총 42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은유이해 과제는 은유유형에 따라 지각적 은유와 심리적 은유로 분류하여 40문항으로 하였다. 읽기이해 과제는 

한국어 읽기 검사(KOLRA)의 하위과제인 읽기이해 과제를 사용하였다. 결과: 첫째, 읽기부진아동의 은유이해능력이 일반아동보다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은유유형에 따른 은유이해능력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읽기집단과 은유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넷째, 은유이해능력과 읽기이해능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일반아동은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읽

기부진아동의 경우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읽기부진아동의 은유이해능력에 대한 어려움을 확인하였으며 읽기

이해능력과 은유이해능력의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아동의 경우 고학년에 은유이해능력이 완성단계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읽기부진아동은 은유이해능력이 낮았으며 읽기 이해와 밀접한 관련을 보여 읽기뿐 아니라 상위언어능력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읽기부진아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중재계획을 설정할 때 읽기능력과 더불어 은유이해능력을 살펴보아야 

함을 말하며, 나아가 상위언어능력의 확인 및 중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핵심어: 읽기부진, 은유이해, 읽기이해, 비유언어, 지각적 은유, 심리적 은유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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