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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Compound words, which occupy a high ratio in school-aged vocabulary, for 
necessary for semantic understanding of morphemes due to semantic combination. The 
study investigated the semantic processing characteristics of compound words through 
dominant/subordinate tasks for children with poor reading comprehension.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1 children with poor reading comprehension and 11 typically develop-
ing children in the 3rd to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he children were asked to judge 
whether the meaning of the homonym at the end of the phrase was related to the mean-
ing of the homonym used in the compound words presented later through a semantic 
judgment task. At that time, the target word presented after the phrase was divided into 
the dominant and the subordinate, and the total number of the correct responses and the 
responses time were measured for each condition. Results: Children with poor reading com-
prehension showed significantly lower performance in correct responses and response 
times according to the dominant and subordinate tasks. Conclusion: Children with poor 
reading comprehension showed difficulty in understanding and processing the meaning 
of compound words made up of several morphemes. The study addresses the vocabulary 
knowledge, word semantic processing speed in relation to semantic processing of com-
pound words in children with poor comprehension. 

Keywords: Poor reading comprehension, Compound words, Semantic judgment task

학령기는 학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시기로 읽기, 쓰기 등 학습을 

위한 문어의 어려움은 이 시기에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된다. 읽기는 

음독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장, 문단으로 이루어진 글 자료를 이해

하여 다양한 교과목을 학습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읽기를 위해

서는 글자음독(decoding)과 언어이해(linguistic comprehension) 

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인데(Hoover & Gough, 1990), 이 두 가지 요

소 중 음독능력은 정상적으로 발달하나 읽기이해에 문제를 보이는 

아동을 읽기이해부진(reading comprehension deficit)이라 지칭한

다(Cain & Oakhill, 2007). 읽기이해를 위해 전제가 되는 음독능력

이 확립되지 않은 읽기 학습 초기에는 읽기이해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으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음독능력이 안정된 이후 읽기이해의 문

제는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진다(Jeong, 2009). 읽기 발달은 단어의 

음운적 처리와 의미적 처리를 필요로 하는데, 읽기이해부진아동은 

단어읽기 능력과 음운적 처리는 정상이나 단어 수준의 의미 처리

가 빈약하다(Nation & Snowling, 1998). 연구에 의하면 읽기이해부

진아동의 단어 의미 처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E-Prime을 사용

하여 점화과제,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를 제작하였고, 그 결과 일반

아동에 비해 단어 수준의 의미 처리 과제에서 낮은 수행을 보였다

(Choi & Hwang, 2010; Ko, Choi, & Hwang, 2010; Nation & Snowl-

ing, 1999).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읽기이해부진아동을 대상으로 

읽기이해 과정 중 단어에 대한 의미 처리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목 학습을 위하여 읽기이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읽기이

해부진아동이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보이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많

은 학자들이 읽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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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읽기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음운

인식, 어휘, 읽기유창성, 단기 및 작업기억, 빠른 이름대기, 듣기이해 

등을 제시하였고, 특히 어휘는 초등학교 전반에 거쳐 요구되는 기

술로 읽기이해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보고

되었다(Cunningham & Stanovich, 1997; Kim, Yoo, Hwang, Kim, 

& Koh, 2010; Ouellette, 2006; Ouellette & Beers, 2010; Ricketts, 

Nation, & Bishop, 2007; Yovanoff, Duesbery, Alonzo, & Tindal, 

2005). 이는 읽기부진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어휘가 

읽기이해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Kim & 

Hwang, 2008; Kim & Lee, 2010). 

학령기에는 읽기를 통해 새로운 어휘를 습득함에 따라 어휘량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크게 성장한다. Anglin (1993)이 학령기 아동의 

어휘량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1학년의 표현어휘는 약 2,600개이

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표현어휘가 50,000개에 이르다가 고등학

생이 되면 80,000개까지 증가한다고 하였다. 어휘능력은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능력으로 어휘지식은 듣고 말하기에서 뿐만 

아니라 읽고 쓰는 과정에서도 사용되며 읽기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글에 나타난 어휘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Zoh 등(2003)은 

글을 이해하는 데 개별 단어 의미가 필수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어휘가 언어 이해의 기본 단위라고 하였다. 어휘지식은 크게 양적 어

휘와 질적 어휘로 나뉘다. 양적 어휘지식은 얼마나 많은 어휘의 의

미를 알고 있는지의 어휘의 양(vocabulary size)과 관련이 있고, 질

적 어휘지식은 그 어휘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의 어휘의 깊이

(depth of vocabulary)와 관련이 있다(as cited in Schmitt, 2014). 어

휘의 깊이는 동음이의어, 반의어, 상하위적 관계 등 단어들 간의 관

계를 얼마나 잘 인식하는지에 대한 개념과(Park & Yu, 2009) 음소

적, 형태적, 의미적 특성 등 어휘의 다양한 특성 및 빈도를 포함한다

(Qian & Schedl, 2004). 읽기이해부진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휘지식

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읽기이해부진아동이 단어 간의 의미관

계를 유추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Jeong, 2009), 양적 어휘와 질적 

어휘에서 일반아동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aker, Simmons, & Kameenui, 1998; Kim, 2013; Nation & Snowl-

ing, 1998). 이러한 결과는 읽기이해부진아동이 단어 간 의미관계를 

이해하여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 어휘지식에서 양적 증가와 

질적 심화에 어려움을 보임을 시사한다. 

성공적인 읽기이해에 어휘지식이 중요하나 읽기이해부진아동이 

어휘지식에서 특히 어려움을 보인다고 할 때, 읽기이해부진아동은 

학령기에 본격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합성어(compound words) 

의미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합성어는 여러 개의 형

태소로 이루어진 복합어로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합

성어는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이 결합하여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 내

는데, 이 중 명사+명사의 결합은 합성어의 가장 흔한 구성 방식이며

(Kang, 2010) 생산성이 매우 높은 형태적 구조이다(Han et al., 2010). 

Kim (2000)은 명사+명사가 결합하는 경우 각 구성요소의 의미가 

대등적으로 결합하여 복합적인 의미를 만들거나 한 구성요소 의미

가 다른 구성요소 의미를 수식, 한정함으로써 복합적인 의미를 만

든다고 하였다. 두 개 이상의 형태소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는 

단어의 구조인 형태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나 최소의 의미

를 지닌 형태소들의 의미적인 결합이므로 형태소의 의미를 이해하

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3, 4학년 국어 교과서의 어휘 조사 연구

에서 어휘의 구성별 분포 결과에 따르면 단일어 30.07%, 합성어 

41.09%, 파생어 24.84%로 합성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였

고(as cited in Kwak, 2004), Roh (2014)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의 신어자료집을 바탕으로 교육용 신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단일

어(14.7%)와 파생어(24.5%)에 비해 합성어(41.8%)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학령기 아동이 합

성어 의미를 처리하는 능력은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 측면에

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예상해볼 수 있다. 학령기에는 합성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읽기이해부진아동의 합성어 의미 처

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읽기이

해부진아동의 읽기이해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읽기이해

에 필요한 어휘 영역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였고, 그 중 합성어에 

대한 의미 처리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동음이의어(homonym)는 동일한 철자와 발음을 가진 낱

말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예를 들면, ‘눈’은 ‘신체 눈’

과 ‘날씨 눈’의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가지의 뜻을 지닌다. 이러한 동

음이의어가 합성어나 파생어와 같은 복합어에서는 같은 어근이나 

접사를 허용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열매 ‘밤’은 어근 ‘나무’와 결합

하여 ‘밤나무’로 바꿔 쓸 수 있으나 저녁 ‘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Hwang, 2016).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동음이의어는 

그 의미의 친숙도가 똑같지 않는데, 이때 자주 쓰이는 의미를 ‘우세’, 

상대적으로 덜 쓰이는 의미를 ‘열세’라고 하며(Lee & Lee, 2007) 대

부분 우세한 의미가 먼저 선택되고 열세한 의미가 늦게 선택된다고 

한다(Lee, 2012).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음이의어가 포함

된 합성어를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에 사용함으로써 합성어에서 

동음이의어의 의미 친숙도에 따른 처리 과정을 보고자 하였다. 판

단 과제는 정확도와 함께 의미를 처리하기까지의 반응시간 측정이 

가능하여 의미 친숙도에 따른 수행 결과에서 어떠한 경향을 보이

는지, 처리 속도에서 집단과 조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비교가 가

능하다. 읽기이해부진아동의 경우 정오 판단 수행에서는 또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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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기도 하나 반응하는 속도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고(Kim, Hwang, & Choi, 2013), 우세

의미와 열세의미가 순차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의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반응수와 함께 반응시간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의미를 처리하는 데 판단 과제를 사용하여 정확

도와 처리시간을 측정하였다.

앞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읽기이해부진아동이 합성어 

의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합성어의 의미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세의미와 열세의미 조건으로 나누

어 합성어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를 제작하였고 읽기이해부진아동

이 일반아동과 정확도와 처리속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4학년 읽기

이해부진아동 11명(3학년 7명, 4학년 4명), 일반아동 11명(3학년 7

명, 4학년 4명)으로 총 22명이었다. 읽기이해부진아동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의 담당자에 의해 읽기이해에 어려

움이 있다고 보고된 아동 중에서, (2) 기초학력검사(Korea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Basic Academic Achievement Test, KISE-

BAAT; Park, Kim, Song, Jung, & Jung, 2008) 결과, 음독검사에서 

25%ile 이상, 짧은글 이해검사에서 25%ile 이하이며, (3) 한국어판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 3판(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III, K-WISC-III; Kwak, Park, & Kim, 2001) 결과, 동작성 

지능이 85 이상인, ⑷ 감각적, 정서적, 사회심리적, 신경학적 문제가 

없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일반아동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의 담당자에 의해 읽기이해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된 아동 중에서, (2) KISE-BAAT (Park et al., 2008) 결과, 음독검사

와 짧은글 이해 검사가 25%ile 이상이고, (3) K-WISC-III (Kwak et 

al., 2001) 결과, 동작성 지능이 85 이상인, (4) 감각적, 정서적, 사회심

리적, 신경학적 문제가 없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에 대한 정보는 Table 1과 같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합성어 의미 처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를 사용하였다. 이 과제는 관형구를 읽고 관형구

의 마지막에 위치한 동음이의어의 의미가 표적단어(target word)인 

합성어에 포함된 동음이의어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우세의미 조건과 열세의미 조건에서 제

시된 표적단어인 합성어는 항상 의미상 관련이 있으므로 “예”가 정

반응이다. “아니오” 반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채움(filler) 조건은 

항상 의미상 관련이 없으며 단일어로 구성되었다. 실험 과제는 연

습 문항 8개, 본 문항 54개로 제작하였다. 본 문항 54개는 우세의미, 

열세의미의 2가지 조건에 대하여 각각 18개씩 36개와 채움 조건 18

개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관형구와 표적단어로 구성하였고, 

실험에 사용되는 관형구의 통사적 길이 및 문장의 복잡성을 통제

하기 위하여 3어절이면서 어절당 음절수는 1-4음절, 전체 음절수

는 5-9음절로 조절하였다. 표적단어로 제시되는 합성어에서 동음

이의어는 어근의 앞 또는 뒤에 위치하며 위치 영향을 배제하기 위

하여 우세열세 짝을 이루는 문항에서 동음이의어는 같은 위치에 

놓이도록 통제하였다. 전체 문항의 순서는 무작위로 한 뒤, 동일 조

건이 3회 이상, 의미 관련성 판단에서 동일 반응이 3회 이상 반복되

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동음이의어는 선행연구(Jang, Jeong, & Hwang, 

2014; Kang, Hwang, & Lim, 2013; Lee & Lee, 2006; Park, 2015; Shin 

& Lee, 2016)의 동음이의어 목록과 Kim (2003)의 등급별 국어교육

용 어휘를 참고하여 기초어휘 등급인 1등급에서 정규교육 개시 등

급인 2등급 이내이며 1-2음절인 명사로 선정하였다. 합성어, 단일어

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이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준에서 합성어는 동음이의어가 

포함된 2-4음절, 단일어는 2-3음절의 명사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동

음이의어, 합성어, 단일어 어휘는 초등학교 3-4학년 아동에게 적합

한지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생의 어휘능력 수준을 잘 파악하고 있

는 교직생활 15년 이상인 교사 3명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타당

도 검증은 매우 어려움, 약간 어려움, 적절함, 약간 쉬움, 매우 쉬움

의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교사 2명 이상이 어려움

으로 평정한 어휘는 수정하였다. 

동음이의어의 우세의미와 열세의미 분류는 초등학교 3학년 20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Poor compre-
henders (N= 11)

Normal readers 
(N= 11) t

Age (mo) 114.81 (6.56) 118.81 (7.16) 1.365
Performance IQa 102.18 (11.19) 109.00 (12.67) 1.337
Decodingb (%ile) 95.63 (8.41) 98.00 (4.44) .823
Text comprehensionb (%ile) 14.09 (5.30) 87.00 (13.27) 16.91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a Korean-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III (K-WISC-III; Kwak, Park, & Kim, 
2001).

b Korea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Basic Academic Achievement Tests (KISE-
BAAT; Park, Kim, Song, Jung, & Jung, 2008).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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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4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제시하여 동음이의어를 읽고 

단어에 대해 떠오르는 의미나 단어가 쓰이는 예시를 모두 쓰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응답에서 아동이 처음으로 쓴 의미를 계산하여 2

가지 의미 중 높은 비율로 반응한 의미를 상대적으로 우세의미로, 

낮은 비율로 반응한 의미를 상대적으로 열세의미로 분류하였다. 

합성어는 동음이의어의 앞 또는 뒤에 어근이 결합된 ‘명사+명사’ 

형태로 ‘동음이의어+어근’, ‘어근+동음이의어’로 구성하였다. 합성

어는 동음이의어가 없는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며 합성어가 만들어

질 때 어근의 형태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같은 과정

을 거쳐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음이의어, 합성어, 단일어 어휘를 수

정 및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동음이의어 18개, 합성어 36개, 단일어 

18개를 선정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관형구와 표적단어 예시는 Appendix 1과 같다. 

연구절차

연구절차를 파워포인트로 제작하여 연구자가 아동과 화면을 함

께 보면서 설명을 제공하였다. 아동이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확인

되면 연습 문항 8개(실험 조건 4개, 채움 조건 4개)를 실시하였고, 

아동이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보이거나 키보드 및 마우스 조작이 

미숙한 경우에는 재설명 후 연습과제를 1회 더 실시하고 본 과제를 

진행하였다. 아동은 화면을 보면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조작하여 

과제를 수행하였고, 이때 마우스를 가능한 한 정확하고 빠르게 누

르도록 주의사항을 설명해주었다. 

실험 과제는 노트북(LG15U47)으로 E-Prime을 사용하여 제작

하였다. 아동에게 제시되는 문항은 하얀 바탕에 18 point의 검정색 

Courier New체로 중앙에 나타났다. 지시문이 나타나면 아동이 

SPACE BAR를 눌러 과제를 시작하게 하였고, 시선을 모니터 중앙

에 고정하도록 응시점(+) 표시가 500 ms 나타났다가 자동적으로 

사라진 후 관형구가 제시되었다. 아동이 읽자마자 왼손으로 SPACE 

BAR를 누르면 표적단어가 나타나는데, 이때 관형구의 마지막 단어

의 의미가 표적단어와 관련 있는 의미이면 마우스 왼쪽 ‘예’ 반응을 

누르고 관련이 없는 의미라고 판단하면 마우스 오른쪽 ‘아니오’ 반

응을 누르게 하였다. 관형구가 제시된 후 5,000 ms가 경과되면 반

응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사라지고 표적단어가 제시되도록 

하였다(Figure 1). 

자료 분석 및 처리

본 연구는 ‘예’라고 판단한 문항에 대해 우세 조건과 열세 조건 

각각에 따른 정반응수와 정반응에 대한 반응시간을 측정하여 분

석하였고, ‘아니오’라고 판단한 문항은 채움 조건으로 분석에 포함

하지 않았다. 

읽기이해부진아동과 일반아동이 우세와 열세 의미에 따른 차이

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2)×조건(2)의 이원분산분석(two-

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조건은 반복측정(repeated measure)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1.0 for Window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읽기이해부진아동과 일반아동의 우세/열세의미 조건에 따른 정

반응수의 기술통계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조건별 정반응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주효과(F(1,20) =12.048, 

p< .01), 조건 간 주효과(F(1,20) =5.294, p< .05)는 유의하였으나, 집

단과 조건 간 상호작용 효과(F(1,20) = .588, p= .452)는 유의하지 않았

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읽기이해부진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우세/열세의미 조건에서 모두 저조한 수행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에서 읽기이해부진아동과 일반아동이 우

세/열세의미 조건에 따른 반응시간의 기술통계는 Table 3에 제시하

였다. 조건별 반응시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주효과(F(1,20) =8.267, p< .01), 조건 간 주효과(F(1,20) =10.098, 

p< .01)는 유의하였으나, 집단과 조건 간 상호작용 효과(F(1,20) = .799, 

p= .382)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읽기이해부진아동이 일반아동

에 비해 우세/열세의미 조건에서 모두 의미판단시간이 더 소요되

Table 3. Descriptive data of response time (ms) by word meaning condition

Poor comprehenders 
(N= 11)

Normal readers  
(N= 11)

Dominant meaning 1,373.69 (195.15) 1,066.84 (240.32)
Subordinate meaning 1,530.44 (353.84) 1,154.76 (348.5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able 2. Descriptive data of correct response score by word meaning condition

Poor comprehenders 
(N= 11)

Normal readers  
(N= 11)

Dominant meaninga 13.09 (2.38) 15.54 (1.86)
Subordinate meaninga 12.00 (2.00) 15.00 (1.7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aTotal score= 18 points.

Figure 1. Process of semantic judgment task.

+
(500 ms)

Phrase
(space bar  

or 5,000 ms)

Target word
(Yes/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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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의미한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읽기이해부진아동의 합성어 의미 처리 특성을 살펴보

기 위해, 동음이의어의 우세/열세의미 조건에 따른 합성어 의미 관

련성 판단의 정반응수와 반응시간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합성어 의미 관련성 판단 정반응수를 분석한 결과, 읽기이해부진

아동 집단이 일반아동 집단에 비해 낮은 정반응 점수를 보였다. 또

한, 두 집단 모두 우세의미보다 열세의미에서 낮은 수행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읽기이해부진아동이 일반아동보다 합성어 의미 관

련성 판단 과제에 대한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음을 시사하며, 여러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집단 간 어휘지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읽기이해부진아동을 대상으로 어휘지식과 관

련된 연구에서 읽기이해부진아동이 양적어휘와 질적어휘에서 일

반아동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한다(Baker, 

Simmons, & Kameenui, 1998; Kim, 2013; Nation & Snowling, 1998). 

읽기이해부진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단어 간의 의미관계를 인식

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취약하다. 이러한 어휘지식의 부족이 동음이

의어의 의미와 합성어에 포함된 동음이의어의 의미 간의 관계를 파

악하여 처리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어 저조한 수행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상당수의 어휘가 여러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다형태

소 단어이고(Zoh et al., 2003), 특히 합성어는 초등학교 3학년 시기

부터 교과내용을 통해 의도적으로 학습한다고 할 때 어휘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합성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두 집단 모두 우세의미보다 열세의미에서 낮은 수행을 보였다는 

결과는 읽기이해부진아동을 대상으로 동음이의어 이해 능력을 살

펴본 Kang 등(2013)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읽기이해부진아동이 열세의미뿐 아니라 우세의미에서도 

일반아동에 비해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으로 본 연구결과는 형태적으로 복잡한 합성어에 대한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합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의 차이뿐 아니라 단어의 구조를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인 형태소인식능력의 차이로 확장

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형태소인식능력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읽기능력 발달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여(Roman, Kirby, 

Parrila, Wade-Woolley, & Deacon, 2009) 국외의 경우 형태소인식 

능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형태소인식능력은 다

형태소 단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모르는 단어

에 대한 의미 유추를 가능하게 하고(Apel, Diehm, & Apel, 2013), 

나아가 단어 수준에서 요구가 줄어듦에 따라 텍스트 수준에서 이

해를 촉진시켜 효율적인 읽기이해를 돕는다(Kirby et al., 2012). Kim

과 Jeong (2015), Park, Cho와 Yu (2013), Kwak (2016)의 연구에서 

읽기장애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형태소인식능력이 유의하게 낮

았다. 형태소인식능력을 합성어 및 파생어 유형에 따라 살펴본 Kim

과 Jeong (2015) 연구결과,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학습부진아동과 

일반아동 집단 모두 합성어 과제보다 파생어 과제에서 수행이 저조

하였고 읽기학습부진아동이 두 가지 과제 유형에서 모두 일반아동

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행을 보였다. 학령기 아동의 어휘에서 합

성어의 비율이 높다는 것과 읽기학습부진아동이 파생어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작의 어려움이 적은 합성어 과제에서도 저조한 수행

을 보였다는 결과를 고려하면, 읽기학습부진아동은 파생어뿐 아니

라 합성어 어휘 처리 부담으로 읽기이해에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과제가 다르기는 하나 본 

연구에서 학년이 더 높은 초등학교 3-4학년 읽기이해부진아동을 

대상으로 합성어 의미 처리 능력을 살펴보았을 때 여전히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합성어의 의미를 이해하

고 처리하는 능력에 대한 어려움이 학년이 올라가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응시간에 대한 결과에서는 읽기이해부진아동 집단이 일반아

동 집단에 비해 느린 반응시간을 보였다. 두 집단 모두 우세의미보

다 열세의미에서 반응시간이 더 길었다. 이러한 결과는 읽기이해부

진아동이 관형구의 마지막 어절의 동음이의어와 합성어 내에 포함

된 동음이의어 간에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비교하여 판단하

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있고, 두 집단이 열세의미를 판

단하는 데 있어 더 오래 걸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과제가 다르나 읽기이해부진아동을 대상으로 의

미 처리 특성을 살펴본 Choi와 Hwang (2010) 연구에서 읽기이해

부진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단어의미처리속도가 느리다는 결과

와 일치한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읽기이해부진아동이 단어의미

처리과정에서 심성어휘집 내에 연결된 의미들 간의 낮은 활성화 강

도로 인하여 반응시간이 늦어졌음을 설명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

에서도 읽기이해부진아동이 의미와 관련성이 있는 단어를 처리할 

때 일반아동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볼 수 있고, 의미 정보

에 대한 활성화 강도가 낮아 오래 걸린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어가 아닌 합성어를 사용하였으므로 다형태소로 

이루어진 합성어에서 의미를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과 시간 

소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두 집단이 우세의

미에 비해 열세의미를 판단하는 데 더 오래 걸렸다는 것은 읽기이

해부진아동도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단어의 의미적 정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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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이를 처리하는 속도에서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느리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읽기이해부진아동의 합성어 의미 처리 특성을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를 통해 살펴보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읽

기이해부진아동은 복잡한 다형태소로 이루어진 합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에서 어려움을 보였다. 따라서 읽기이해부

진아동 중재 시 읽기이해를 위해 중요한 변인인 어휘를 포함할 때 

학령기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합성어를 포함해야 하고, 형태소 

간의 의미적 결합에 대한 이해와 어휘 습득에서 우세의미와 열세

의미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의 대상자 수가 균등

하지 않았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대상자의 수가 제한적이

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 수를 균등하게 조절하고 대상자 수

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어휘의 양적인 측면에서 아

동들 간의 어휘량의 차이가 본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의 어휘력검사를 실시하여 어휘량에 따라 과

제 수행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복합

어인 합성어, 파생어 중 합성어에 제한하여 의미 처리 특성을 살펴

보았다. 학령기 어휘에서 단일어보다 복합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

고, 합성어와 달리 파생어는 접사와 어근으로 구성된다. 이에 읽기

이해부진아동의 파생어 의미 처리 능력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하여 

분석해본다면 복합어에 대한 의미 처리 특성을 통합적으로 살펴보

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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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조건별 관형구와 표적단어 예시

조건 관형구 표적단어

우세 별이 빛나는 밤 밤공기

열세 삶아서 먹는 밤 밤나무

우세 초원을 달리는 말 얼룩말

열세 친구가 하는 말 반대말

채움 새벽에 울리는 종 종아리

바삭하게 부친 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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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초등학교 3-4학년 읽기이해부진아동의 합성어 의미 처리 특성

심 지1·이은주2

1단국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2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배경 및 목적: 학령기 어휘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합성어는 형태소의 의미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지므로 합성어 이해를 위해 형태

소의 의미를 이해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읽기이해부진아동의 합성어 의미 처리 특성을 형태소 의미의 우세와 열세 조건에 따라 살펴보

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교 3-4학년 읽기이해부진아동 11명과 일반아동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관형구의 마지막에 위치

한 동음이의어의 의미가 이후에 제시되는 합성어에 포함된 동음이의어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의미 관련성 판단 과

제를 사용하였다. 이때 관형구 이후에 제시되는 합성어는 우세의미 조건과 열세의미 조건으로 나뉘며 각각의 조건에 대한 정반응수와 

반응시간을 측정하였다. 결과: 읽기이해부진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우세/열세의미 조건에서 모두 저조한 수행을 보였고, 의미판단시

간도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읽기이해부진아동은 일반아동과 달리 복잡한 다형태소로 이루어진 합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에서 어려움을 보였다. 읽기이해부진아동의 합성어 의미 처리와 관련하여 어휘지식, 단어의미처리속도에 대하

여 논의하였다. 

핵심어: 읽기이해부진아동, 합성어, 의미 관련성 판단 과제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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