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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intended to find out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reading
fluency and reading comprehension according to reading methods (oral reading and silent reading)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a total of 48 children in 1st, 3rd, and 5th grade in elementary schools. Four texts were
selected as study tools, including two narrative texts and two expository texts. Reading
methods were divided into silent and oral reading to study reading fluency, and children
were asked to answer to reading comprehension assessment questions. Results: First, as
the grade level increased, reading fluency capability also increase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1st and 5th grade groups and the 3rd and 5th grade groups. According to reading methods, a higher capability in silent reading was exhibited when compared to oral reading. However no interaction effect was shown between groups and reading methods. Second, as the grade level increased, reading comprehension increased,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1st and 3rd grade and 1st and 5th grade. When
comparing reading methods, the children showed a higher capability in oral reading than
silent reading. But no interaction effect was shown between groups and reading methods.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reading fluency and reading comprehension capability
develops as grade level increases, and reading comprehension capability was found to be
higher in oral reading than silent reading.
Keywords: School-aged children, Reading fluency, Reading comprehension, Oral reading,
Silent reading

읽기는 글로부터 의미를 얻는 복잡한 과정으로 성공적인 학교학

기술인 음운인식과 글자해독을 학습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상위

습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능력 중 하나이다(Kim & Hwang,

읽기기술인 읽기유창성, 어휘, 읽기이해는 초등학교 전반에 걸쳐서

2008; Kwon, 2005). 이를 위해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다루며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밝히고 있다.

데, 성공적인 읽기를 위한 지식과 기술은 크게 음운인식, 글자해독,

학령기 아동들은 교과서 내용을 학습하기 위한 주된 방법으로

읽기유창성, 어휘지식, 읽기이해 다섯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Na-

읽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과의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McCray,

tional Reading Panel, 2000).

Vaughn, & Neal, 2001). 즉, 학생들은 대부분의 교과학습 시간에

Chall (1983)의 읽기발달 이론에 의하면 초등학교 1-2학년까지는

교과서나 문제집과 같은 참고서를 읽어야 하며 읽은 내용에 대하

글자해독의 완성 및 의미이해로의 전이되는 유창성 단계로 이 단계

여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해한 내용에서 중요한 지식을 습득하도

를 지나 3학년부터는 배우기 위해 읽는 단계로 발달된다고 하였다.

록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읽기는 교과학습에 있어서 필수불가결

읽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관한 Kim과 Hwang (2008)

한 요소로 간주된다(Armbruster & Anderson, 1988; Bryant et al.,

의 연구에서는 취학 전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기본적인 읽기

2000; Kim & Kan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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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이해는 자신이 읽은 텍스트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

성은 오랫동안 글자해독이나 읽기이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심

하는 능력이다. Wang (1981)은 읽기이해를 인쇄된 자료에서 정보

을 덜 받아왔으며 글자해독 능력 향상에 중심을 둔 읽기 중재법들

를 얻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인쇄 자료를 읽을 수 있다 하

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

여도 자료의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면 읽기이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읽기유창성은 텍스트를 정확하게 빨리 읽는 능력, 혹은 힘들이

볼 수 없다. 능숙한 독자는 개별 단어를 읽고 이해하는 의미의 단위

지 않고 유창하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는 능력으로(Clark, 1995),

인 단어 수준의 이해,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문장 수준

읽기유창성의 하위 요소는 정확성, 속도, 운율 세 가지로 구성되어

의 이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텍스트 수준의 이해 과정을 거친

있다(Kuhn & Stahl, 2003).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확성은

다(Vaughn Gross Center for Reading and Language Arts, 2003).

단어를 정확하게 인지하거나 해독하는 능력을 말한다. 속도는 연결

글을 이해하는 과정은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독자와 필자가 만나

된 문맥의 수준, 단일 단어 수준에서의 인지속도를 의미한다. 운율

는 지적 과정이다(Kim, 2002). 그런데 글은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은 글의 의미 전달을 돕고, 놀람, 의문, 감탄 등의 다양한 감정을 전

장르가 있으며 각 장르마다 특징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

텍스트 구조 지식이라고 한다. 글을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는다면 읽는 속도가 느려지고 결국 의미 파악에 어려움을 가지게

이러한 텍스트 구조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텍스트

된다(Woo et al., 2016).

구조지식을 활용하여 중요한 정보를 분석하여 의미를 구성해내고,

텍스트를 유창하게 읽는 방식은 음독과 묵독으로 나눌 수 있다.

보다 효율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되

지금까지 학령기 아동의 읽기유창성의 발달적 특징에 관한 연구는

는 것이다(Kim, 2017).

주로 음독유창성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Kim, Park과 Kim

하지만 읽기의 궁극적 목적인 읽기이해를 위해서는 독해력의 구

(2010)은 학령기 아동의 읽기유창성의 발달적 차이를 연구한 결과

성요소 중 글자해독(decoding)과 이해(comprehension)를 연결하는

이야기글의 경우 1학년과 3학년, 1학년과 5학년 간 차이가 있고, 설

역할을 담당하는 읽기유창성이 발달해야 한다(Song, 2009; Woo,

명글의 경우 1학년과 5학년, 3학년과 5학년 간 차이가 난다고 보고

Shin, Kim, & Kim, 2016).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읽기유창성 능력의

하였다. Kim과 Park (2010)의 연구에서도 2학년과 4학년 간 음독

발달과 글자해독 능력 간의 상관이 있지만, 글자해독 능력의 발달

유창성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하였다. 또한 Kim, Park, Choi와

이 필연적으로 읽기유창성의 발달을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Kim (2006)은 초등 2학년과 3학년 사이의 음독유창성이 직선적으

밝혀지며 읽기유창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National

로 발달하나 3학년 후반기에는 곡선적 추이를 보이며 읽기유창성

Reading Panel, 2000; Wolf & Katzir-Cohen, 2001).

발달이 천정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읽기유창성의 초기 단계에서 독자는 먼저 글자해독에 주의를 기

반면 묵독은 눈으로 텍스트를 읽고 이를 음성화하는 과정 없이

울이게 된다. 이후 유창한 단계로 넘어 가면서 글자해독보다는 텍

뇌에 바로 전달하여 이해하는 단순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빠르

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인지적인 자원을 사용한다(LaBerge

고 효율적인 읽기가 가능하다(Cho, 2007). Morrison (1968)의 연구

& Samuels, 1974). 이처럼 읽기유창성은 글자해독이 자동화됨으로

에서는 묵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묵독이 매우 유용하다

써 성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읽기유창성이 완성되는 단계에 이르

고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시선의 고정과 시선 되돌리기에서 찾을

게 되면 읽기 자체에 사용하던 인지적 자원을 읽기이해 과정으로

수 있다. 음독은 단어를 보고 발음하여야 하므로 시선을 고정시키

전이시켜 효율적인 텍스트 이해 처리가 가능해지게 된다(Nathan

는 횟수가 증가하고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반면 묵독은 발

& Stanovich, 1991; Song, 2009). 즉, 단어읽기에 집중되어 있던 주의

음할 필요가 없으므로 한 곳에 시선이 고정되는 횟수가 적고 길지

력이 읽은 단어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데 활용됨으로써 효율적 의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능률적인 읽기방법이라고 하였다.

미처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Pikulski & Chard, 2005). Markell과

즉, 음독보다 묵독 시 더 많은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된다. 초등학교 3

Deno (1997)의 연구에서는 음독 수행 능력이 향상될 때 읽기이해

학년 이상에서 고학년으로 진급할수록 묵독유창성을 활용하여

과제 수행력도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Lee와 Kim (2003)의 연

글을 이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Kim, Cho, & Koh, 2015). 이처럼

구에서도 읽기유창성 과제에서 높은 수행을 보인 아동일수록 읽기

초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 낱말재인과 읽기유창성이 발달하여 능

이해 수행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읽기유창성과

숙한 읽기가 가능해야지만 묵독활동을 통한 성공적인 읽기를 할

읽기이해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학령기 초기 아동의 읽기이

수 있다. 실제 학교환경에서는 중학년 이상의 경우 묵독으로 읽고

해 능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읽기유창

글을 이해하는 활동 중심으로 실현되고 있고, 대부분의 학업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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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독과 묵독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읽기유창성과 읽기이해 발달 특성 • 박송이 외

평가에서 묵독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고학년에 갈수록 텍스

지능검사 제2판(Korean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

트 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묵독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지게 된다. 그

gence–Second Edition, K-CTONI-2; Park, 2014) 검사 결과 85점 이

런데 최근 들어 3-5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3, 4학년과 3, 5학

상이거나, 셋째, 수용 · 표현어휘력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년 간 묵독유창성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차이나며, 묵독유창성이

Vocabulary Test, REVT; Kim, Hong, Kim, Jang, & Lee, 2009)의 수

읽기이해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어휘지식을 매개

용 어휘력 검사 결과 -1 SD 초과인 학생 중, 넷째, 부모나 교사에 의

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Kim 등(2015)의 연구가 있

해 청각, 시각, 정서 · 행동상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학생으로 선정

으나 지금까지 음독에 비해 묵독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하였다.

한편 음독과 묵독유창성의 속도와 읽기방식에 따른 읽기이해와
의 관련성을 다룬 몇몇 연구들이 있다. Park (1969)은 음독과 묵독

연구도구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빨라지며 묵독이 음독보다 빠르며, 음독

이야기글

으로 과제를 수행하였을 때 읽기이해 과제에서 높은 수행이 나타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해독해 3권 이야기와 설명 담화 독해

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읽기이해부진 학생과 일반학생의 텍스트

(Jung, Jin, Kwag, Kim, & Pae, 2017)’의 글 ‘짝 바꾸는 날’과 ‘식물 키

이해 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읽기이해부진 학생은 묵독

우기’를 저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읽기유창

보다 음독에서 읽기이해 수행이 높게 나타나 음독을 통한 텍스트

성 검사지의 예는 Appendix 1에 수록되어 있다. 학년별 읽기지문을

이해 의존도가 크다고 밝히고 있다(Jang, 2016). Elgart (1978)와

개발하여 실시한 읽기유창성 연구에서 같은 지문을 사용하지 않

Swalm (1972) 모두 음독보다 묵독에서 읽기이해 점수가 유의미하

았기 때문에 학년별 발달 양상을 살펴보는 데 제한점이 있다고 밝

게 높았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히고 있다(Kim, Yoo, & Kim,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텍

지금까지의 읽기유창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음독을 중심

스트를 제시하여 나타나는 학년별 발달을 살펴보기 위해 중학년

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묵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

수준의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짝 바꾸는 날’의 문단수는 4개, 문장

었다. 하지만 초등 중학년 이후 학교 교과학습이 대부분 묵독에 의

수는 16개, 평균 어절수는 8.3개, ‘식물 키우기’의 문단수는 4개, 문

존하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묵독유창성의 발달적 특성과 읽

장수는 15개, 평균 어절수는 7.9개이다. 선정한 이야기 텍스트의 난

기이해와의 관련성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도가 초등학교 중학년 수준에 적합한지 Likert 5점 척도(매우 그

는 읽기활동 및 읽기이해가 중요한 초등학교 1, 3, 5학년을 대상으

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설문지를 이

로 텍스트 읽기방식(음독 및 묵독)에 따른 읽기유창성 및 읽기이해

용하여 언어치료전공 교수 1명과 특수교육전공 교수 1명, 총 2명을

능력의 발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사하였다. 텍스트 난이도에 대한 내용타

하였다.

당도 검사 결과 평균 3.81점으로 나타났다.

첫째, 읽기방식에 따라 학년별 읽기유창성에 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읽기방식에 따라 학년별 읽기이해 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설명글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해독해 3권 이야기와 설명 담화 독해

연구방법

(Jung et al., 2017)’의 글 ‘황사’와 ‘호랑이와 토끼’를 저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고,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선정된 글의 단어

연구대상

는 Kim (2003)의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를 참고하여 1, 2등급에

본 연구는 경기지역에 소재한 초등학생 1학년 17명, 3학년 16명,

해당하는지 검토 후 3, 4등급(예: 서식지)에 해당할 경우 1, 2등급

5학년 15명, 총 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음독의 유창성

(예: 사는 곳) 단어로 수정하였다. ‘황사’의 문단수는 4개, 문장수는

이 정점에 이르는 초등 3학년기를 전후로 읽기 유창성의 발달 양상

17개, 평균 어절수는 7.6개, ‘호랑이와 토끼’의 문단수 4개, 문장수

을 보고자 1, 3, 5학년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15개, 평균 어절수 7.9개이다. 선정한 설명 텍스트의 난이도가 초등

다음과 같다.

학교 중학년 수준에 적합한지 5점 척도 설문지를 이용하여 언어치

첫째, 한국어 읽기검사(Korea Language-based Reading Assess-

료전공 교수 1명과 특수교육전공 교수 1명, 총 2명을 대상으로 내용

ment, KOLRA; Pae, Kim, Yoon, & Jang, 2015)의 하위 항목인 해독

타당도를 검사하였다. 텍스트 난이도 적절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

과 읽기이해 검사 결과 25%ile 이상에 해당하고, 둘째, 한국 비언어

사 결과 평균 3.7점으로 나타났다.

https://doi.org/10.12963/csd.1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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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이해 검사

각 이야기글과 설명글에 대한 대상 아동들의 읽기이해 능력을

그룹과 반대의 절차로 수행하였다. 읽기이해 과제 수행 시 지문은
보여주지 않았다.

알아보기 위해 평가문항을 개발하였다. 각 텍스트의 읽기이해 평

검사자는 대상자에게 음독 텍스트 제공 시 다음과 같이 지시하

가문항은 ‘한국어 해독해 3권 이야기와 설명 담화 독해(Jung et al.,

였다. “이제부터 선생님이 글을 하나 보여줄 건데, 소리 내서 읽고

2017)’의 읽기이해 질문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질문 유형을 수정 및

글을 다 읽고 나면 선생님이 문제를 보여주고 읽어줄 거야. 그러면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면 돼. 글은 한 번만 보여주

이야기글과 설명글의 읽기이해 질문 유형은 사실적 이해, 추론

니까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해.” 이때 검사자는 대상자가 제목을 읽

이해를 평가하는 2가지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질문 문항수는 각각

은 후 본문의 첫 음절을 읽을 때 초시계의 시작 버튼을 누르고 마지

의 텍스트별로 사실 이해 4문항, 추론 이해 2문항 각각 6문항씩, 총

막 음절을 읽을 때 마침 버튼을 눌러 전체 텍스트를 읽는 데 걸린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읽기이해 검사 문항과 채

시간을 측정하였다.

점 기준의 예는 Appendix 2에 수록되어 있다. 실험하고자 하는 읽

다음으로 묵독 텍스트와 연필을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지시하

기이해 문항이 질문 유형으로 적절한지, 정답 채점 기준으로 적합

였다. “선생님이 글을 하나 더 보여주면서 시작이라고 말할 거야, 그

한지 5점 척도 설문지를 이용하여 언어치료전공 교수 1명과 특수교

럼 ○○이는 소리 내지 않고 눈으로 읽어야 해. 글을 읽으면서 선생

육전공 교수 1명, 총 2명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사하였다. 질

님이 준 연필로 마침표마다 / (사선)를 그으면서 읽으면 돼. 글을 다

문 유형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사 결과 평균 3.85점, 채점 기준에 대

읽었으면 손을 들어서 선생님한테 알려줘,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한 내용타당도 검사 결과는 평균 3.95점으로 나타났다.

보여주고 읽어줄 거야. 그러면 ○○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면 돼. 글은 한 번만 보여주니까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해.” 검

연구절차

사자는 대상 아동이 묵독으로 읽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텍스트를

예비 검사

읽을 때 마침표를 중심으로 / (사선)를 그어가며 읽도록 하고, “시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에 사용할 검사 텍스트가 대상자

작”이라고 신호를 주며 초시계의 시작 버튼을 누른다. 대상아동이

에게 적합한지 그리고 학년별 대상자가 본 연구과제를 이해하고 읽

마지막 마침표에 / (사선)를 긋고 손을 들어 다 읽었음을 알릴 때 초

기이해 평가문항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본 연구대상

시계의 마침 버튼을 눌러 전체 텍스트를 읽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

과 조건이 일치하는 초등학교 1, 3, 5학년 학생 각각 두 명씩 총 6명

하였다. 검사자는 대상 아동의 대답을 듣고 검사지에 기록 및 녹음

을 선정하여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검사 결과, 여섯 아동 모

기에 녹음하여 검사 종료 후 녹음자료와 검사 기록지를 비교하여

두 검사 텍스트를 읽고 이해 과제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

대상자의 답안을 정확하게 기록하였다.

다. 그러나 묵독 읽기유창성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띄어쓰기 단위
마다 사선(/)을 긋는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 특히 1학년에서 띄어쓰

자료분석

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불분명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문

채점 기준

장이 끝나는 마침표 단위에서 묵독으로 텍스트를 읽었음을 표시

읽기유창성 검사

하는 사선(/)을 긋도록 실시 절차를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읽기유창성 측정은 속도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는
음독과 묵독의 유창성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묵독의 경우
정확도나 운율을 측정하여 수량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기 때문이다.

본 검사

선정검사를 통해 연구목적에 맞는 대상자를 선별한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빈 강의실, 대상자의 가정 등 소음이 없고 독립된 조용

또한 읽기유창성의 학년별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정확도보다는 속
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 Kim, Park 등(2010)의 연구를 참고하
였다.

한 공간에서 개별검사의 형태로 실시하였다. 읽기방식과 텍스트 유

음독유창성 검사의 채점은 대상 아동이 제목을 읽는 순간부터

형에 따른 순서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학년별 검사그룹을 A와 B

전체 텍스트를 모두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이 후 전체

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A그룹은 이야기글을 음독으로 먼저 읽고

읽은 음절수를 전체 텍스트를 읽는 데 걸린 시간으로 나눈 뒤 10을

나중에 묵독으로 읽었으며, 설명글은 묵독으로 먼저 읽고 나중에

곱하여 10초당 정확하게 읽은 음절수를 산출하였다.

음독으로 읽고 나서 읽기이해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B그룹은 A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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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읽은 음절수
전체 텍스트를 읽는 데 걸린 시간(초)

× 10

묵독유창성 검사의 채점은 검사자가 대상 아동에게 텍스트를

읽기이해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제시하고 “시작”을 말한 순간부터 대상 아동이 마지막 마침표에

신뢰도는 학년별로 읽기유창성 및 읽기이해 질문 자료의 약 20%

/ (사선) 표시를 하여 전체 텍스트 읽기를 마치는 데까지 소요되는

에 해당하는 학년별 3명씩, 총 9명의 자료에 대하여 연구자와 제2채

시간을 측정하였다. 이 후 전체 읽은 음절수를 전체 텍스트를 읽는

점자의 채점 결과 간의 일치율을 구하였다. 제2평가자는 본 연구의

데 걸린 시간으로 나눈 뒤 10을 곱하여 10초당 읽은 음절수를 산출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언어치료 석사과정 대학원생 1명이

하였다.

다. 올바른 채점을 위하여 채점에 관한 훈련을 진행한 후, 두 채점자
전체 읽은 음절수
전체 텍스트를 읽는 데 걸린 시간(초)

× 10

는 독립적으로 채점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와 채점자 간 읽기유창
성 채점점수의 신뢰도는 100%, 읽기이해 채점점수의 신뢰도는
90%로 산출되었다.

읽기이해 검사

읽기이해 평가문항의 경우 각 텍스트 읽기를 마친 후 읽기이해

연구결과

검사지를 제시하여 텍스트마다 6문항씩, 총 24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때 검사자가 검사문항을 읽어주고 대상자는 검사문항을
눈으로 확인하며 구두로 대답하도록 하였다. 대답하기 원치 않는
대상자는 검사지에 답을 쓰도록 하였다.

읽기방식에 따른 학년별 읽기유창성 능력
읽기방식에 따른 학년별 읽기유창성 수행력에 대한 기술통계 결
과는 Table 1과 같다.

응답에 대한 시간 제한은 두지 않았다. 각 문항은 채점 기준에 따

Table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읽기방식에 따른 학년별 읽기유창

라 적절한 답은 1점, 잘못된 답이나 완전하지 못한 답, 무응답의 경

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텍스트를 음독하였을 때, 1학년은 평균 77.74

우 0점으로 채점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다. 채점 기준은 Appendix 2

(SD = 21.163), 3학년은 평균 84.91 (SD = 13.446), 5학년은 평균 103.51

에 제시하였다.

(SD = 14.205)이었다. 텍스트를 묵독하였을 때, 1학년은 평균 101.16
(SD = 37.462), 3학년은 평균 123.58 (SD = 54.679), 5학년은 평균
159.94 (SD = 44.140)이었다.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음독 및 묵독유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SPSS 21.0 Windows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읽기방식에 따라 학년별

창성 수행력이 증가하였으며, 음독보다 묵독에서 더 높은 수행력을
보였다.

읽기유창성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

이러한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

(two-way ANOVA)을 실시하였고, 둘째, 읽기방식에 따라 학년별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년(F(2,90) = 12.171, p < .05)과 읽기방식
(F(1,90) = 31.338 p < .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reading fluency according to reading method
1st grade

3rd grade

5th grade

Reading method

Reading fluency

OR (N= 17)
SR (N= 17)
Total (N= 34)
OR (N= 16)
SR (N= 16)
Total (N= 32)
OR (N= 15)
SR (N= 15)
Total (N= 30)

77.74 (21.163)
101.16 (37.462)
89.45 (32.231)
84.91 (13.446)
123.58 (54.679)
104.25 (43.817)
103.51 (14.205)
159.94 (44.140)
131.73 (43.14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OR = oral reading; SR= silent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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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으나 읽기방식과 집단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는 유
Table 2. One-way ANOVA of reading fluency according to reading method
(N= 102)
OR Between
Within
Total
SR Between
Within
Total

SS

df

MS

5,547.677
12,703.897
18,251.574
27,809.718
94,578.874
122,388.592

2
45
47
2
45
47

2,773.838
282.309
13,904.859
2,101.753

F

Scheffe

9.826* 1 < 5*, 3 < 5*

6.616*

1 < 5*

OR = oral reading; SR = silent reading.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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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reading comprehension according to reading
method
1st grade

3rd grade

5th grade

Reading method

Reading comprehension

OR (N= 17)
SR (N= 17)
Total (N= 34)
OR (N= 16)
SR (N= 16)
Total (N= 32)
OR (N= 15)
SR (N= 15)
Total (N= 30)

6.64 (1.54)
6.05 (1.43)
6.35 (1.50)
8.68 (1.74)
8.00 (1.71)
8.34 (1.73)
9.60 (.91)
8.60 (1.06)
9.10 (1.0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OR = oral reading; SR= silent reading.

의하지 않았다(F(2,90) = 1.821, p>.05).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사후검
정 결과 1학년과 5학년, 3학년과 5학년 집단 사이에서 나타났다.

Table 4. One-way ANOVA of reading comprehension according to reading
method (N= 102)
SS
OR

SR

Between
Within
Total
Between
Within
Total

74.08
94.92
169.00
57.46
92.54
150.00

df

MS

F

Scheffe

2
45
47
2
45
47

37.04
2.11

17.56*

1 < 3*, 1 < 5*

28.73
2.06

13.97*

1 < 3*
1 < 5*

OR = oral reading; SR = silent reading.
*p < .05.

력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1학년과 3학년, 1학년과 5학년 집단
사이에서 나타났다(Table 4).
또한 각각의 읽기방식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
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음독과 묵독 모두 통계적으

또한 각각의 읽기방식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사후검정 결과 음독과 묵독 모두 1학년

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음독과 묵독 모두 통계적으

과 3학년, 1학년과 5학년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독(F(2,45) = 9.826, p < .05) 및 묵독

논의 및 결론

(F(2,45) = 6.616, p < .05)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읽기방식에 따른 읽기유창성 수행 능력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 3,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읽기방식

차이가 어느 학년에서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정

(음독과 묵독)에 따른 읽기유창성 능력과 읽기이해 능력에 차이가

을 실시한 결과 음독에서 집단 간 읽기유창성 수행력의 유의미한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차이는 1학년과 5학년, 3학년과 5학년 집단 사이에서 있었고, 묵독

첫째, 읽기방식에 따라 학년별 읽기유창성 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에서는 1학년과 5학년 집단 사이에서 읽기유창성 수행력의 유의미

결과, 학년과 읽기방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전체적으로 학년에 따라 읽기유창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나 1학년과 5학년, 3학년과 5학년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읽기방식에 따른 학년별 읽기이해 능력
읽기방식에 따른 학년별 읽기이해 수행력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났고, 1학년과 3학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음독과 묵독을 포함한 전체 점수와 음독 점수에서는 같은 결과로
나타났지만 묵독만 볼 때는 1학년과 5학년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읽기방식에 따른 학년별 읽기이해

이는 음독의 경우 저학년에서 중학년 간은 완만히 발달하다 중학

수행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텍스트를 음독하였을 때, 학년이 증가

년에서 고학년에 급격한 발달을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

함에 따라 수행력이 증가하였으며, 묵독보다 음독에서 더 높은 수

다. Woo 등(2016)의 연구에서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읽기유창성 수

행력을 보였다.

행력이 높아지며, 저학년보다 고학년에서 읽기가 유창하다고 보고

이러한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와 대상자는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읽기이해 능력은 학년(F(2,45) = 31.402, p <

다르지만 Park (1969)의 연구에서도 일반아동과 읽기부진아동 모

.05)과 읽기방식(F(2,45) = 6.613 p < .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두 음독과 묵독 두 가지 읽기방식 모두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읽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읽기방식과 집단 간의 유의한 상호

유창성 수행력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결과와도 유사하다. 학령기

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2,45) = .173, p>.05). 집

아동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읽어야 할 텍스트의 양이 많아지고

단 간 주효과가 어떤 집단에서 차이를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하

더 빠른 처리를 요구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일견 단어나 배경지식 등

여 S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읽기방식에 따른 읽기이해 수행

의 증가가 읽기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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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Kim, Park과 Kim (2010)의 연구에서는 1, 3, 5학년에 읽

타났다. 이는 고학년이라도 묵독보다는 음독이 텍스트를 읽고 이

기유창성이 증가하기는 하나 이야기글은 저학년에서 중학년이 설

해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No (2010)의 연구를 지지해주는 결과

명글은 중학년과 고학년에서 급격한 발달을 보인다고 하여 다소 차

이다. 또한 Cho (2007)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묵독보

이가 있다. 이는 Kim, Park과 Kim (2010)의 연구에서는 이야기글

다 음독이 아동의 학습능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결

과 설명글을 따로 살펴 보았으나 본 연구는 두 유형의 텍스트를 함

과와 유사하다. 이는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Elgart (1978)

께 과제로 다루었고 전체 수행력에 묵독 수행력도 포함되어 있기

와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Hale 등(2007) 등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의 해외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음독의 경우 텍스

다음으로, 읽기방식에 따라서는 텍스트를 음독할 때보다 묵독

트에 있는 단어를 시각으로 인지하면서 동시에 청각적으로 변환시

하였을 때 읽기유창성 수행능력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본 연구와

켜야 하는 다감각적 의미처리를 하지만 묵독의 경우 시각에만 의존

대상자는 다르지만 Park (1969)은 읽기방식에 따른 읽기이해 능력

해 의미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독이 좀 더 효율적으로 단어

에서 일반아동과 읽기부진 아동 모두 음독으로 읽을 때보다 묵독

의 의미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Elgart,

으로 읽을 때 더 수행력이 빠르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 결

1978).

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 결과, 묵독에서는 1학년과 5학년 집단에서

본 연구와 대상자는 다르지만, Jang (2016)의 연구에서도 읽기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1학년과 3학년, 3학년과 5학년 집단에서는

해부진 학생은 음독에서 읽기이해 수행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음독유창성

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텍스트를 음독할 경우 읽

능력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묵독유창성 능력만을

기이해 수행능력이 더 좋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년

살펴본 학년별 발달 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추후 후속 연구가 필요

에 따라 읽기이해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Kim (2011)

한 것으로 보인다.

의 연구결과와 다른데, 이는 본 연구와 실험에 사용된 글의 난이도

둘째, 읽기방식에 따라 학년별 읽기이해 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 학년과 읽기방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및 과제 유형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Kim (2011)의 연구에서
는 길이가 짧은 지문을 여러 개 제시하였고, 모든 평가문항을 객관

먼저, 전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읽기이해 수행력이 높아지

식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음독 및 묵

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학년과 3학년, 1학년과 5학

독 연구는 없지만,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

년 사이에서 학년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러한 결과

를 대상으로 한 Wang과 Won (2017)의 연구에서는 난이도가 낮은

는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의 읽기이해 수행력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

텍스트의 경우 묵독과 음독의 이해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 1, 3,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읽기이해

지 않았지만, 난이도가 높은 텍스트의 경우 음독이 이해에 더 높은

능력을 비교한 Kim, Kim과 Sung (2013)의 연구에서 학년에 따른

영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에서도 텍스트에

읽기이해 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보고를 지지해주는 결

따라 음독이 효율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이다. 또한 초등학교 2-5학년 아동의 읽기이해 능력 발달을 살펴

본 연구의 결과로 보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음독 및 묵독유창

본 Hwang, Kim과 Lee (2007)의 연구에서도 학년 간 읽기이해 능력

성 능력이 증가하고 읽기이해 능력에 있어서는 묵독보다 음독에서

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학령기 아동들의 읽

수행능력이 유의미하게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학령

기이해 능력은 지속적인 향상을 보인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

기 아동을 대상으로 읽기지도를 할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뿐만 아

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글자 해독이 자동화되어

니라 고학년에서도 읽기이해 지도 시 음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자원을 할애할 수 있게 되고, 어휘지

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읽기유창성을 속도의 측면에서만 분석하

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읽기경험에 노출된 양이 증가함으로써 배

고 정확도를 반영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묵독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경지식을 텍스트 이해를 위해 효율적으로 활성화하는 등 읽기를

데 제한점이 있어서였다. 묵독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위한 언어-인지적 자원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보완하여 속도뿐 아니라 정확도까지 함께 보지 못한 점이 있다. 추

다음으로, 읽기방식에 따라서는 음독 및 묵독에서 1학년과 3학
년, 1학년과 5학년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3학년과 5학년

후 이러한 점을 보완한 후속 연구로 음독뿐 아니라 묵독 유창성에
대한 총체적 해석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한다.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텍스트를 묵독할

본 연구에서는 글의 유형에 따른 차이점은 살펴보지 못하여 이

때보다 음독할 경우 읽기이해 수행능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에 따른 유창성 능력과 이해 능력을 예측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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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1, 3, 5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대상자의 수가 적어 일반화해서 해석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이후 후속 연구에서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발달적 추이를 살펴보

Kim, A. H., & Park, S. H. (2010). Reading fluency of elementary students with
and without reading disabilities: reading developmental patterns and error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1, 323-345.

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실제 국어교과서에는 이야기글과 설

Kim, A. H., Kim, U. J., & Sung, S. Y. (2013). A study of the reading compre-

명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야기글과 설

hension characteristics of 1st, 3rd, and 5th grade students: focusing on

명글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글에서 읽기방식을 달리하였을 때

higher-order reading comprehension processes. The Journal of Elementary

읽기유창성 능력과 읽기이해 능력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Education, 26, 21-42.

으로 보인다.

Kim, A. H., Park, S. H., & Kim, J. H. (2010). Reading fluency of elementary
students in Korea: reading developmental patterns and error patterns.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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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읽기유창성 및 읽기이해 이야기 텍스트의 예
짝 바꾸는 날
내일은 한 달에 한 번 짝 바꾸는 날이에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바꿀지 의견을 내보라고 하셨어요.
나는 손을 높이 들었어요.
"아침에 먼저 온 순서대로 자리에 앉는 것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하였어요.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 좋아하였고 내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어요.
다음날 나는 늦게 일어나서 허겁지겁 학교에 갔어요.
자리는 꽉 차 있었고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큰 경미의 옆만 비어 있었어요.
나는 경미가 무서워서 가인이에게 살짝 가서 짝을 바꾸자고 했어요.
하지만 가인이가 싫다고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경미 옆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가방을 열어 필통을 꺼내려고 하는데 필통이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허둥지둥거리자 경미는 연필을 빌려주었어요.
나는 말없이 경미에게 연필을 받았어요.
경미는 나에게 연필을 주며 “우리 한 달 동안 재밌게 지내자”라고 반갑게 말을 걸었어요.
경미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나는 연필을 빌려줘서 고맙다고 하며 가방에 있는 초콜릿을 건네주었어요.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나는 계속 경미와 함께 짝이 되고 싶었어요.

Appendix 2. 읽기이해 검사 문항 및 채점 기준의 예
문항 유형

사실적
이해

검사 문항

1점

1. 내일은 어떤 날인가요?

- 질문과 관련 없는 답을 언급(예: 학교 가요.)
- 모른다 또는 무응답.

- 짝 바꾸는 날

2. 나는 짝 바꾸는 날에 어떤 의견을 냈나요?

- 질문과 관련 없는 답을 언급(예: 빨리 와요.)
- 모른다 또는 무응답.

- 먼저 온 순서대로 자리에 앉는다.

3. 다음 날 나는 왜 경미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
나요?

- 질문과 관련 없는 답을 언급
- 모른다 또는 무응답.

-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갔더니
경미 옆만 비어있었다.

4. 나는 왜 경미가 무서웠나요?

- 질문과 관련 없는 답을 언급
- 모른다 또는 무응답.

- 키와 목소리가 커서 무서운 줄 알았다.

문항 유형

검사 문항

0점

1점

5. 연필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 나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 질문과 관련 없는 답을 언급(예: 엄마한테
전화해요.)
- 모른다 또는 무응답.

- 당황스러운 기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

6. 다음에도 경미와 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질문과 관련 없는 답을 언급(예: 같이 앉아요.)
- 모른다 또는 무응답.

- 학교에 일찍 와서 경미 옆자리에 앉는다
는 내용이 포함.

추론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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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음독과 묵독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읽기유창성과 읽기이해 발달 특성
박송이(학생, 제1저자)·정경희(교수, 교신저자)
용인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언어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읽기방식(음독 및 묵독)에 따른 읽기유창성 능력과 읽기이해 능력의 발달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대상은 경기 지역 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17명, 3학년 16명, 5학년 15명으로 총 48명이었다. 연구
도구는 ‘한국어 해독해 3권 이야기와 설명 담화 독해’에서 이야기글 2개, 설명글 2개 총 4개의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읽기방식을 묵독과
음독으로 나누어 읽도록 하여 읽기유창성을 살펴보고, 읽기이해 평가문항에 답하도록 하였다. 질문 유형은 사실이해와 추론이해로 나
누고, 각 텍스트별 사실이해 4문항, 추론이해 2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결과: 첫째,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읽기유창성 수행
력이 높아졌으며, 1학년과 5학년, 3학년과 5학년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읽기방식에 따라서는 음독보다 묵독에서 더 높은 수
행력을 보였다. 음독에서는 1학년과 5학년, 3학년과 5학년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묵독에서는 1학년과 5학년 집단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읽기이해 수행력이 높아졌으며, 1학년과 3학년, 1학년과 5학년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읽기방식에 따라서는 묵독보다 음독에서 읽기이해력 점수가 더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1학년과 3학년, 1학년과 5학년 집단
에서 유의하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 읽기유창성과 읽기이해 능력이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발달하며 묵독보다는 음독에서 읽
기이해 수행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에서도 읽기이해 지도 시 음독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핵심어: 학령기 아동, 읽기유창성, 읽기이해, 음독, 묵독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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