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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Reading comprehension is a complex cognitive process consisting of various 
constructs. This 2-year longitudinal study explores the predictor variables on reading com-
prehension. Specifically, as criterion variables, two widely used reading comprehension 
tests, in open-ended format and cloze task format, were used to figure out different pat-
terns of relations. Methods: Thirty-two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followed from early 
grades (1st and 2nd grades) to intermediate grades (3rd and 4th grades) completed mea-
sures of two formats of reading comprehension, word recognition, vocabulary, reading flu-
ency, and morphological awareness. Correlations analyse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
sion analyses were undertaken.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reading comprehension 
in the early grade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same variables in the intermediate grades. 
Additionally, morphological awareness in the early grades accounted for unique variance 
in later open-ended reading comprehension. Word recognition and vocabulary in the early 
grades predicted later reading comprehension scores in cloze task format. The findings 
also suggested that reading fluency accounted for significant variance in reading compre-
hension during the same periods but not across the period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that suggested the contributions of morpho-
logical awareness and reading fluency to reading comprehension. Findings also indicated 
that reading fluency might be a distinct variable along with word recognition and vocabu-
lary. 

Keywords: Longitudinal study, Reading comprehension, Word recognition, Reading flu-
ency, Morphological awareness

읽기는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이 요구되는 복잡한 정신적인 과

정이며, 사고, 판단, 상상, 추론, 문제해결과 같은 다양한 영역이 관

여하기에(Catts & Kamhi, 2005) 문자 상징을 해독하는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특히 읽기이해(reading comprehension)는 단어

를 해독하는 기술과 구문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문장이나 글

의 의미를 처리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으로 수년에 걸쳐 습득

되고 성숙되는 정신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지난 수십 년간 국내외 

연구들은 읽기이해를 구성하고 예측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

였고 이를 설명하는 모델을 발전시켜왔다(Cain, Oakhill, & Bry-

ant, 2004; Hoover & Gough, 1990; Perfetti & Hart, 2001).

일례로 읽기에 대한 단순 관점(simple view of reading) 모델은 단

어재인(word recognition)과 듣기이해(listening comprehension)를 

읽기이해에 필수적인 그러나 독립적인 두 구성요소로 설명하였다

(Hoover & Gough, 1990). 해독을 포함한 단어재인은 단어의 음운

적 코드를 정확하고 빠르게 인지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읽기의 초기발달에서 핵심적인 과정으로 대부분의 초기연구들이 

중점을 두는 변인이었다(Perfetti & Hogaboam; Stanovich & Sie-

gel, 1994). 하지만 단어재인이 읽기이해에 미치는 예측력의 크기가 

학년이 증가할수록 줄어들고(Cain et al., 2004), 오히려 자동화된 

해독에 기반한 읽기유창성, 추론이나 어휘력 등의 언어능력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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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식의 설명력이 점차 커지는 것으로 밝혀지면서(Storch & 

Whitehurst, 2002; Verhoeven & Van Leeuwe, 2008) 학년에 따라 

변화하는 변인의 설명력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Storch와 Whitehurst (2002)는 읽기발달의 예측변인들을 음운

인식, 인쇄물 지식, 쓰기전 기술과 같은 부호적 기술과 표현 및 수용

어휘, 내러티브 회상이나 개념지식과 같은 언어적 기술로 개념화하

여 학년에 따른 패턴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선행연구들과 마찬

가지로 저학년 시기에 강한 영향력을 보이던 부호적 기술들이 3학

년 이후부터 약화되고 언어적 기술이 읽기학습 과정에 영향을 미

치는 강력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들에서도 고학년이 

되면 더 이상 단어해독이 주요한 설명력이 아니며 구문지식, 듣기이

해, 어휘와 같은 언어적 요소가 주요 변인인 것으로 드러났다(Kim, 

2013; Kim, Yoo, Hwang, Kim, & Koh, 2010; Yoon, 2015). 또한 최근 

연구자들은 단어재인과 어휘뿐 아니라 읽기유창성(reading fluen-

cy)과 읽기이해의 유의한 관련성에도 주목하였는데(Fuchs, Fuchs, 

Hosp, & Jenkins, 2001; Kim, Petscher, Schatschneider, & Foorman, 

2010), Kim, Kim과 Kang (2016)도 5세부터 초등 6학년 학생을 대

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본격적으로 읽기가 발달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단어재인, 읽기유창성, 읽기이해가 별개의 요인임

을 보고하였다.  Kim, Petscher 등(2010)의 연구에서도 1학년에서 3

학년에 이르는 종단연구 결과 3학년의 읽기이해와 가장 강력한 관

련성을 지닌 변인이 저학년 시기의 읽기유창성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에는 학년에 따라 증가하는 메타언어능력이 읽기이

해와 갖는 관련성도 강조되고 있다(Deacon, Kieffer, & Laroche, 

2014; Tong, Deacon, Kirby, Cain, & Parrila, 2011). 메타언어능력이

란 말소리뿐 아니라 단어, 구, 문장의 의미를 조작하거나 해석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그중 형태인식(morphological awareness)은 단

어 내 형태소의 구조를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조작함으로써 형태론

적으로 복잡한 낯선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새로운 단어를 형

성해내는 능력을 일컫는다(Carlisle, 1995). Tong 등(2011)은 아동 

집단을 읽기이해능력에 따라 분류하여 3학년에서 5학년에 이르는 

종단연구를 진행하였고 읽기이해와 형태인식능력 간의 꾸준하고 

유의한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Deacon 등(2014) 또한 초등 3학년과 

4학년에 걸친 종단연구를 통해 형태인식이 읽기이해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변인임을 밝혀냈다. 국내외 연구들은 꾸준히 형태인식이 

그 특성상 어휘습득을 촉진함으로써 읽기이해에 직간접적으로 관

여하며(Bowers & Kirby, 2010; Sparks & Deacon, 2015), 형태인식

의 영향력 또한 어휘력과 마찬가지로 학년에 따라 증가한다고 보고

하고 있다(Chung, 2016; Deacon & Kirby, 2004; Nagy, Berninger, & 

Abbott, 2006).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단어재인과 듣기이해에 국한

된 읽기의 단순관점 모델만으로는 읽기이해를 구성하는 다양한 변

인들을 예측하기 어려움을 함의하며, 읽기유창성이나 형태인식 등

의 다양한 변인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다. 

또한 읽기이해는 다양한 변인들이 상호적으로 관련된 복잡한 인

지적 과정이기 때문에(Perfetti, Landi, & Oakhill, 2005), 읽기이해 

및 관련 영역을 측정하는 검사도구의 문항내용이나 유형에 따라 

변인들이 보이는 예측력의 추이에 차이를 보이기도 하므로(Chung, 

Kim, & Yoon, 2017; Cutting & Scarborough, 2006; Keenan, Betje-

mann, & Olson, 2008) 이에 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일례로 Chung 

등(2017)은 초등 중학년을 대상으로 문답과제와 빈칸채우기와 같

은 두 가지 다른 형식의 읽기이해검사에 대한 예측변인을 탐색하였

다. 그 결과 어휘력이 두 형식의 읽기이해검사에서 공통적으로 주

된 설명력을 보였으나, 각각 형태인식과 음운기억 변인이 별도의 추

가적인 예측력을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연구자들은 한국

어와 같은 표층표기체계 언어권의 경우 단어재인보다는 읽기유창

성이 지니는 예측력의 크기가 더 클 수 있으므로 향후 해당 변인을 

고려한 연구를 제언한 바 있다. 

읽기이해능력의 예측 변인을 탐색하는 종단연구방식은 동일한 

아동을 대상으로 그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장점

과 예측력을 지닌다. 앞서 언급한 국외연구들은 대부분 종단연구

방식을 통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이해능력에 

대한 조기의 예측변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인과관계에 대한 타당한 

설명력을 지닐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읽기이해에 관한 종단

연구가 아직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읽기 관련 변인 

탐색을 위하여 국내에서 실시한 종단연구로는 대표적으로 Kim 

(2013), Kim과 Kim (2015), Chung (2011), Park과 Lee (2018)의 연구

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빠른 이름대기와 같은 음운처리적 요

소들만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거나(Kim, 2013), 다양한 변인들이 

학년에 걸쳐 보이는 추이를 탐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Chung, 2011; 

Park & Lee, 2018) 아쉬움이 있다. Manis, Seidenberg와 Doi (1999)

의 연구에서는 빠른이름대기가 종단연구 결과 이후의 이해기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arrila, Kirby와 Mc-

Quarrie (2004)도 음운기술과 읽기이해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다소 

회의적인 결과를 보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논의에 기초하여 읽기이해를 측정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형식의 검사 과제를 적용하였고, 단어재인과 어

휘뿐 아니라 읽기유창성과 형태인식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다

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1) 저학년 시기의 

어떤 변인이 중학년의 읽기이해를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분석하고, 

(2) 저학년과 중학년 시기의 어떤 변인이 각각 동일 학년 내에서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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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해를 유의하게 설명하는지 분석함으로써 동일한 아동의 학년

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변인의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

고자 하였다. 읽기이해검사는 형식이 다른 두 검사를 사용하여 별

도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검사에 따라 읽기이해를 설명하는 관련 

변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함께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Chall (1983)은 1, 2학년 시기를 초보적인 독자의 단계로, 3, 4학년

은 ‘학습을 위한 읽기’를 경험하고 읽기자료에서 정보를 얻고 지식

을 축적하기 시작하는 향상된 단계로 설명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하

여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과 2학

년 아동을 저학년으로 분류하여 첫 번째 검사를 실시하였고, 두 번

째 검사는 2년 후 동일한 아동들이 각각 초등 3학년과 4학년, 즉 중

학년에 진입한 시기에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학부모 및 교

사로부터 특수교육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으며 감각적, 정서적, 청각

적 및 신경학적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었고, (2) 인지적인 능력을 통

제하기 위하여 한국비언어지능검사(C-TONI-2; Park, 2014)를 실시

한 결과 지능지수가 80을 초과한 아동을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검사 시 접촉한 39명의 아동 중 2명이 위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고 4명은 개인적인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두 번째 검사 시에는 첫 번째 검사 대상

이었던 33명의 아동 중 1명이 전학을 하여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으

로 선정된 아동은 1학년(두 번째 검사 시 3학년) 17명, 2학년(두 번

째 검사 시 4학년) 15명 총 32명(남아 14명, 여아 18명)이었다. 학년

별 학생수, 연령, 지능 및 관련 변인의 검사에 관한 전반적인 기술통

계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검사도구

준거변인

본 연구의 준거변인(종속변인)인 읽기이해는 검사유형에 따른 변

인 간의 예측력의 차이를 탐색한 관련 선행연구(Chung et al., 2017)

를 참고로 국내 읽기이해 평가에서 자주 사용되는 국립특수교육원 

읽기기초학력검사 개정판(KNISE-BAAT; Park, Kim, Song, Jung, 

& Jung, 2008)의 하위검사인 짧은글이해검사와 한국어 읽기검사

(KOLRA; Pae, Kim, Yoon, & Jang, 2015)의 하위검사인 읽기이해검

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KNISE-BAAT 짧은글이해검사(이하 

문답식 읽기이해)는 다양한 길이의 글자료를 읽고 질문에 답하는 

문답과제 형식으로 총 30문항이며, KOLRA의 읽기이해검사(이하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criterion and predictor variables (N= 32)

Variable Mean± SD Min-Max Skew Kurt

1st Period: Early grades 
   Age (mo) 89.09± 6.18 78.00-100.00 -.164 -.807
   Nonverbal IQ (C-TONI-2) 98.34± 10.71 82.00-124.00 .615 -.400
   Reading comprehension (KNISE-BAAT) 4.63± 3.16 0.00-12.00 .519 -.482
   Reading comprehension (KOLRA-RC) 8.75± 3.81 0.00-18.00 .097 .552
   Vocabulary (REVT-R) 81.16± 13.89 55.00-105.00 .265 -1.084
   Word recognition (KOLRA-D) 53.63± 10.92 12.00-69.00 -1.769 5.632
   Reading fluency (KOLRA-RF) 27.25± 7.51 8.00-44.00 -.333 .721
   Morphological awareness 21.56± 8.19 4.00-32.00 -.647 -.628
2nd Period: Intermediate grades 
   Age (mo) 112.60± 6.03 102.00-124.00 -.094 -.886
   Nonverbal IQ (C-TONI-2) 105.00± 13.02 82.00-133.00 .513 -.0215
   Reading comprehension (KNISE-BAAT) 11.38± 4.61 4.00-19.00 .206 -.850
   Reading comprehension (KOLRA) 13.91± 4.03 1.00-22.00 -.749 2.220
   Vocabulary (REVT-R) 105.22± 27.32 11.00-174.00 -.759 4.593
   Word recognition (KOLRA-D) 63.03± 6.34 48.00-71.00 -.807 -.225
   Reading fluency (KOLRA-RF) 39.88± 10.50 2.00-65.00 -1.171 4.994
   Morphological awareness 31.19± 4.30 16.00-37.00 -1.722 4.609

All reported sores are raw scores except for nonverbal IQ scores.
Early grades= 1st and 2nd grade; Intermediate grades= 3rd and 4th grade.
C-TONI-2= Korean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second edition (Park, 2014); KNISE-BAAT= Korea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Basic Academic Achieve-
ment Test (Park, Kim, Song, Jung, & Jung, 2008); REVT-R=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Kim, Hong, Kim, Jang, & Lee, 2009); KOLRA-RC= Korea Lan-
guage-based Reading Assessment-Reading Comprehension (Pae, Kim, Yoon, & Jang, 2015); D= decoding subtest; RF= passage reading fluency sub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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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채우기식 읽기이해)는 문장 및 짧은 문단 글을 읽고 빈칸을 채

우는 과제형식으로 총 24개 문항으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예측변인

예측변인(독립변인)은 국내외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어휘, 단어재

인, 읽기유창성, 형태인식으로 선정하였다. 대상 아동의 어휘력 측

정에는 수용 ·표현어휘력검사(REVT; Kim, Hong, Kim, Jang, & 

Lee, 2009)의 수용어휘력검사를 사용하였다. 단어재인에는 KOLRA

에 포함된 하위검사 중 총 80개의 의미 및 무의미 2음절 단어를 읽

는 해독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자소-음소 일치형 단어와 불

일치형 단어가 각각 40개씩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해독 

시 적용해야 하는 다양한 음운변동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읽기유

창성검사로 사용한 KOLRA의 문단글 읽기유창성검사는 아동에

게 일련의 설명글을 읽도록 한 후 정확하게 읽은 음절수를 계산하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아동이 읽은 총 음절수에서 오류를 보인 

음절의 수를 제한 후 총 소요시간으로 나누고 10을 곱함으로써 10

초 동안 오류 없이 읽은 음절수 계산을 하게 된다. 

형태인식은 국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Chung (2016)이 제작하

여 사용한 파생어 형태인식검사 중 유추와 변환검사 두 가지를 선

정하여 측정하였다. 유추검사는 A:B::A’B’ 형식으로 ‘물건을 팔다:

팔기’와 같이 제시된 문항을 보고 ‘가방을 놓다:_________’에 ‘놓

기’라는 파생어를 유추하여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검사이다

(Casalis, Deacon, & Pacton, 2011; Deacon & Kirby, 2004; Tong et 

al., 2011). 변환검사는 제시된 단어를 문장에 맞게 조작하여 변형

하는 과제로 ‘접다/미술시간에 종이_____를 했다’를 읽고 ‘접기’라

는 파생어로 변환하는 방식의 문항으로 구성된다(Apel & Law-

rence, 2011; Berninger, Abbott, Nagy, & Carlisle, 2010). 형태인식검

사는 유추검사 14문항, 변환검사 14문항으로 총 28문항이며, 아동

의 읽기 수준을 고려하여 모든 문항은 음성으로 녹음하여 읽기자

료와 함께 노트북으로 제시하였다. 검사의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는 .904로 보고되었다. 

검사절차

종단연구를 위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검사는 모두 참여 초등학교

와 MOU를 맺은 후 각 검사 시기가 해당된 연도의 교육과정상 학기

말인 7월에 학교에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초등학교에서 제공한 도

서관, 과학실, 방과후교실, 영어센터 등의 조용하고 분리된 장소에

서 일대일 검사의 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검사 후 스티커와 문구를 

아동에게 선물로 제공하였다. 모든 검사는 연구자와 검사실시 및 

해석에 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은 언어치료학과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생이 진행하였다. 연구보조원들은 교육 후 수차례에 

걸쳐 짝지어 검사도구를 실습하였고,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보조원당 한두 가지 검사만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배치하

였다. 전체 검사시간은 아동당 약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소요

되었으며, 검사 순서는 무선적으로 배치하였다.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각 학년별로 검사결과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

해 기술통계치(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를 산출하였

으며,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피어슨 적률상관계수를 실시

하였다. 또한 두 번째 검사 시기(중학년 시기)의 두 가지 읽기이해 검

사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이를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첫 번째 검사의 어휘, 단어재인, 읽기유창성, 형태인식을 독립변인

으로 설정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검사 시기별

로 각각 해당 학년의 읽기이해 점수를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하는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

인하기 위한 변인 간의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회귀모형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Durbin-Watson 값을 구하

였다. VIF는 1에 근접할 때 다중공선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10 

이상인 경우에는 회귀계수의 불안정성을 함의한다. Durbin-Wat-

son 값은 2에 근접할수록 잔차 간의 상관계수가 낮아 적합한 회귀

모형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각 계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모든 통계처리에는 IBM SPSS version 23 (IBM, Ar-

monk, NY, USA)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읽기이해 및 관련 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저학년과 중학년 시기에 실시한 읽기이해 및 관련 

변인의 점수에 관한 기술통계 결과와 상관계수 분석결과를 Tables 

1과 2에 제시하였다. 준거변인인 두 읽기이해검사와 예측변인의 평

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및 왜도를 산출하였다. 왜도는 모두 -2

에서 +2 사이에 해당하여 적은 학생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변

인들이 대칭적 정규분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첨도는 저학년의 

단어재인, 중학년의 어휘, 읽기유창성, 형태인식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관계수 분석 시

에는 연구문제에 따라 먼저 두 번째 검사 시기인 중학년의 읽기이

해와 저학년 시기의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였고, 각 학년 내 

변인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중학년 시기의 상관관계 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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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추가하였다.

중학년 시기의 읽기이해에 대한 저학년 시기의 예측변인

중학년 시기의 읽기이해능력을 가장 잘 예측하는 저학년의 변인

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저학년의 어휘, 단어재인, 읽기유창

성, 형태인식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고, 문답식 읽기이해검사와 빈

칸채우기식 읽기이해검사를 각각 준거변인으로 설정한 단계적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회귀모형의 VIF는 두 가지 다른 형식

의 읽기이해검사에 관한 모형에서 각각 1.290과 1.001로 1에 근접하

여 회귀분석의 오류 가능성을 의미하는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

로 해석되었다. Durbin-Watson 또한 2.287과 2.194로 2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중학년 시기의 읽기이해에 대한 저학년 시기 변인들의 예측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중학년 시기의 

문답식 읽기이해를 가장 유의하게 예측하는 저학년 시기의 변인은 

문답식 읽기이해와 형태인식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년 시기 읽기이

해 총 변화량의 45% (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41%)가 저학년 시기

의 읽기이해와 형태인식에 의해 설명되며, 표준화 계수에 의한 순서

Table 2. Correlations among the criterion and predictor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6 7

2nd Period: Intermediate 
grade

1. Reading comprehension (KNISE-BAAT) 1
2. Reading comprehension (KOLRA-RC) .633** 1

1st Period: Early grades 3. Reading comprehension (KNISE-BAAT) .586** .611** 1
4. Reading comprehension (KOLRA-RC) .544** .621** .598** 1
5. Vocabulary (REVT-R) .300 .276 .252 .026 1
6. Word recognition (KOLRA-D) .279 .681** .514** .572** .029 1
7. Reading fluency (KOLRA-RF) .310 .616** .451** .592** .101 .835** 1
8. Morphological awareness .560** .442* .474** .184 .363* .309 .386*

2nd Period: Intermediate 
grades

1. Reading comprehension (KNISE-BAAT) 1
2. Reading comprehension (KOLRA) .633** 1
3. Vocabulary (REVT-R) .237 .322 1
4. Word recognition (KOLRA-D) .226 .397* .023 1
5. Reading fluency (KOLRA-RF) .492** .746** .298 .486** 1
6. Morphological awareness .237 .372* .347 .359* .452* 1

KNISE-BAAT= Korea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Basic Academic Achievement Test (Park, Kim, Song, Jung, & Jung, 2008); REVT-R=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Kim, Hong, Kim, Jang, & Lee, 2009); KOLRA-RC= Korea Language-based Reading Assessment-Reading Comprehension (Pae, Kim, Yoon, & Jang, 2015); 
D= decoding subtest; RF= passage reading fluency subtest.
*p < .05, **p < .01.

Table 3. Summary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ing predictors in 1st period to reading comprehension in 2nd period

Steps and variables B β R2 Adj.R2 ∆R2 F

1st Period Reading comprehension (KNISE-BAAT) 
   1. Reading comprehension (KNISE-BAAT) .855 .586 .344 .408 .344 15.717***
   2. Reading comprehension (KNISE-BAAT) .603 .414 .446 .408 .103 5.372.*
       Morphological awareness .204 .364
2nd Period Reading Comprehension (KOLRA)
   1. Word recognition .251 .681 .464 .446 .464 25.936***
   2. Word recognition .179 .484 .543 .512 .080 5.054*
       Reading comprehension (KOLRA) .363 .344
   3. Word recognition .177 .479 .608 .566 .064 4.589*
       Reading comprehension (KOLRA) .359 .340
       Vocabulary .074 .254

KNISE-BAAT= Korea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Basic Academic Achievement Test (Park, Kim, Song, Jung, & Jung, 2008); REVT-R=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Kim, Hong, Kim, Jang, & Lee, 2009); KOLRA-RC= Korea Language-based Reading Assessment-Reading Comprehension (Pae, Kim, Yoon, & Jang, 2015); D=  
decoding subtest; RF= passage reading fluency subtest.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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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답식 읽기이해(β= .414)와 형태인식(β= .364)의 순서인 것으

로 파악되었다. 두 번째로, 빈칸채우기식 읽기이해를 가장 유의하

게 예측하는 저학년 시기의 변인은 문답식 읽기이해를 예측하는 변

인들과 달리 단어재인, 빈칸채우기 형식의 읽기이해, 어휘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 변인들은 중학년 시기 해당 읽기이해 총 변화량

의 61% (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57%)를 설명하며, 표준화 계수에 

의한 순서는 단어재인(β= .479), 읽기이해(β= .340), 어휘(β= .254)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년과 중학년 시기 내 읽기이해에 대한 설명변인

본 연구에서는 동일 학년집단 내에 읽기이해에 관한 설명변인이 

무엇인지를 추가적으로 탐색하고자 각 검사 시기별로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학년별로 다른 아동을 대상으로 실

시하는 횡단연구방식과는 달리 동일한 아동이 저학년에서 중학년

으로 진입하였을 때 각 학년시기에 읽기이해를 설명하는 변인의 추

이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떠한지 확인하고자 함이었다. 

본 회귀모형의 VIF는 모두 1.000-1.105로 1에 근접하여 회귀분석의 

오류 가능성을 의미하는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Durbin-Watson 또한 1.408-2.504로 잔차 간의 상관관계가 없이 2

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

단되었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저학년 시기의 문답식 읽기이해와 

가장 유의하게 관련된 동일 시기의 변인은 단어재인(β= .406)과 형

태인식(β= .349)의 순서로 총 변화량의 37% (수정 결정계수 33%)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학년 시기의 빈칸채우기식 

읽기이해를 설명하는 동일 시기의 변인은 읽기유창성(β= .592)으

로 총 변화량의 35% (수정 결정계수 33%)가 해당 변인에 의해 설명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흥미롭게도 중학년 시기의 문답식 읽기이

해와 빈칸채우기식 읽기이해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동일 시기의 변

인도 모두 유일하게 읽기유창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각 β= .492, 

β= .746). 두 형식의 읽기이해는 읽기유창성 변인에 의해 각각 24% 

(수정 결정계수 22%), 56% (수정 결정계수 54%)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시기별 집단 내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

시하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아동 32명을 대상으로 

읽기이해 및 예측변인에 관한 검사를 실시한 뒤 2년 후 동일 아동

들이 3학년과 4학년에 진입한 시기에 재검사를 실시하여 종단적 연

구방식에 기반한 변인 간의 인과적 경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검사의 내용과 유형에 따라 측정 구인이 다르기 때문에 읽기이해

를 예측하는 변인에도 차이가 있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들(Chung 

et al., 2017; Cutting & Scarborough, 2006)을 근거로 준거변인인 읽

기이해 검사 시 국내에서 대표적인 두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또

한 단어재인 및 언어관련 요소뿐 아니라 읽기유창성과 형태인식의 

예측력을 보고하는 연구결과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들 변인

을 예측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학년 시기의 문답식 읽기이해(KNISE-BA-

AT 짧은글이해)를 예측하는 저학년 시기의 변인은 동일 형식 읽기

이해와 형태인식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사의 형식이 다른 중학년 

시기의 빈칸채우기식 읽기이해(KOLRA 읽기이해)를 유의하게 예

측하는 저학년 시기의 변인은 단어재인, 동일 형식 읽기이해, 어휘

의 순서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초기의 읽기이해기술이 

후기의 읽기이해를 강하게 예측하는 주요하고 고유한 변인임은 

Table 4. Summary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ing predictors to reading comprehension in each period

Period Steps and variables B β R2 Adj.R2 ∆R2 F

1st Period:  
Early grades

Reading comprehension (KNISE-BAAT) 
   1. Word recognition .149 .514 .264 .240 .264 10.769**
   2. Word recognition .118 .406 .374 .331 .110 5.107*
       Morphological awareness .135 .349
Reading comprehension (KOLRA)
   1. Reading fluency .300 .592 .350 .328 .350 16.154***

2nd Period:  
Intermediate grades

Reading comprehension (KNISE-BAAT)
   1. Reading fluency .216 .492 .242 .217 .242 9.573**
Reading comprehension (KOLRA)
   1. Reading fluency .286 .746 .557 .542 .557 37.738***

KNISE-BAAT= Korea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Basic Academic Achievement Test (Park, Kim, Song, Jung, & Jung, 2008); KOLRA= Korea Language-based Reading As-
sessment (Pae, Kim, Yoon, & Jang, 2015).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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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khill과 Cain (2007), Perfetti 등(2005)도 꾸준히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논의에서는 두 형식의 읽기이해를 각각 예측하는 추가적인 

변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읽기이해검사들의 예측변

인을 비교한 Cutting과 Scarborough (2006)는 빈칸 채우기 형식의 

읽기이해검사를 사용한 경우 단어재인이 11.9%로 가장 큰 영향력

을 보였으며, 문답식 읽기이해검사 결과(6.1%, 7.5%)와 비교할 때 영

향력이 두 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 중학년의 빈칸채우기식 읽기이해검사에 대하여 단어재인과 어

휘 변인의 순서로 유의한 예측력을 보여 저학년 시기에 음가에 맞

게 정확히 단어를 해독하는 능력이 이후의 읽기이해를 가장 크게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해당 형식의 읽기이해검사가 문

장 수준의 글을 읽고 빈칸에 적절한 형태소를 기억에서 인출하여

(어휘력) 정확하게 채우는(단어쓰기) 능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더우기 빈칸채우기식 읽기이해검사는 맥락 단서에 의존하

여 의미를 추론하는 능력보다는 문장 내 단어를 정확하게 해독하

는 능력이 좀 더 요구되는 검사이기도 하다. 반면, 짧은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거나 선다형 답을 선택하는 문답형식의 읽기이해검사

에 대한 중학년 시기의 능력에는 저학년 시기의 형태인식이 더 높

은 예측력을 보였다. 여기에서 형태인식이 짧은 문장을 읽고 빈칸

에 적절한 어휘나 문법형태소를 채워 넣는 빈칸채우기식 읽기이해

검사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긴 텍스트를 읽고 문단 내 정보를 유추

하거나 추론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선다형 답을 선택해야 하는 문

답식 읽기이해검사를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

다. 이는 형태인식기술이 형태소 구조에 대한 의식적 인식과 조작

을 요구하는 메타언어능력일 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형태

인식검사의 내용이 파생어 간의 관계와 형성 규칙을 유추하도록 유

도하는 과제로서 문답형식 읽기이해과제의 유추적인 특성과 유사

한 데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Manolitsis, Grigorakis와 Georgiou 

(2017)가 실시한 종단연구에서도 유치원과 1, 2학년 초기의 자모지

식, 음운인식, 빠른이름대기, 어휘지식 등을 함께 분석하였으나 형

태인식이 후기의 읽기이해를 가장 잘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

타났다. 특히 형태인식은 복합어나 파생어 혹은 형태적으로 복잡

한 어미변화를 인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도록 돕기에 어휘의 질적 

증가에 유의하게 관련된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며(Chung, 2016; 

Kieffer & Lesaux, 2012; Sparks & Deacon, 2015), 어휘력을 매개로 

하여 읽기이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Apel, Brimo, 

Diehm, & Apel, 2013; Gibson & Wolter, 2015). 따라서 저학년 시기

의 단어 읽기, 형태인식 및 어휘능력이 중학년의 읽기이해 변량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읽기능력 증진을 위한 조기 

읽기 프로그램 구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정확한 단어 읽기를 

가르치고자 할 때 아동이 단어 내 형태소 구조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지도함으로써 복잡한 어휘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생성하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저학년과 중학년 각 시기 내에 동일 아동의 읽기이해 

변량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에 변화된 추이가 존재하는지 추가

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저학년 시기에 문답식 읽기이해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단어재인과 형태인식이었고, 빈칸채우

기 읽기이해에서는 읽기유창성이 가장 주요하고 고유한 설명변인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학년이 바뀜에 따라 설명변인의 추

이가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중학년 시기에도 읽기이

해검사의 유형에 상관없이 두 검사에서 모두 읽기유창성이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 저학년의 경우 단어

재인과 읽기유창성이 더 높은 관련성을 지니고, 초등 고학년의 경

우 읽기유창성과 읽기이해가 증가된 관련성을 지닌다는 Kim 등

(2016)의 보고나 초등 저학년과 중학년에서 모두 읽기유창성이 읽

기이해를 더 잘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Yoon (2016)의 연구결과

와 매우 유사하다. 저학년 시기에 단어재인의 영향력이 뚜렷하고 

일관되게 보고되었던 국외연구 결과에 비해 국내연구에서 읽기유

창성의 전반적인 설명력이 이처럼 더 우세한 것은 표층표기체계를 

지닌 한국어의 특성상 단어수준 읽기의 습득 속도가 더 빠르고 용

이하기 때문일 수 있다. 개별 단어나 문장을 정확히 해독하는 기술

을 더 이른 시기에 숙달한다는 것은 저학년 시기부터 제시되는 글

을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

며, 복잡한 단어나 글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인지적 자원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종

단분석에서는 초기의 읽기유창성이 이후의 읽기이해에 대한 예측

변량을 지니지 않았으며, 오히려 횡단적으로 동일시기에 측정된 읽

기이해능력만을 강력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

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문단글 읽기유창성이 

‘현재진행형’ 인지처리 과정에 기반한 요소로서 기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론하고자 한다. 정확하고 빠른 읽기유창성능력은 글에 

대한 기억, 이해, 추론을 위한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일정 정도 

인지적 자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Klauda & 

Guthrie, 2008). 이처럼 읽기유창성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면서 최근 연구들은 단어재인, 언어, 읽기이해로 구성된 

읽기의 단순모델 관점에서 벗어나 읽기유창성도 별개의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Kim et al., 2016; Manolitsis et 

al., 2017; Silverman, Speece, Harring, & Ritchey, 2013). 이러한 논

의와 본 연구의 결과는 이후 읽기유창성과 읽기이해의 관련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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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유창성을 분석하는 좀 더 상세한 기준 및 예측변인에 관한 연

구의 필요성을 함의한다. 아울러 본 연구가 종단연구의 방식으로 

후기 읽기이해를 예측하는 초기 변인들을 탐색하였으나 대상 아동

의 수가 제한적이기에 일반화에 주의가 필요하다. 추후 대상 아동

의 충분한 수만이 아니라 다양한 장애군을 대상으로 종단적인 후

속연구가 진행된다면 평가 및 중재를 위해 유용한 방향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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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년의 읽기이해 관련 변인에 관한 종단연구

정부자·윤효진

조선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종단연구방식은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나 국내에서 읽기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는 제한

적이었다. 최근 연구들은 형태인식과 읽기유창성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기에 본 연구는 저학년 시기의 단어재인, 어휘, 읽기유창성 그

리고 형태인식이 중학년 시기의 읽기이해를 얼마나 예측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남아 14명, 여아 

18명 총 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 가지 형식의 읽기이해와 예측변인에 관한 검사를 저학년 시기에 일차로 진행하였고, 2년 후 아동들

이 중학년에 진입한 시점에 동일한 검사를 한 번 더 진행하였다. 변인 간의 상관계수 분석과 두 준거변인에 대한 예측변인의 설명력을 파

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과: 중학년 시기의 문답 및 빈칸채우기 읽기이해를 예측하는 

가장 주요한 변인은 저학년 시기의 각 형식에 따른 읽기이해였다. 다음으로 주요한 예측변인은 중학년의 문답식 읽기이해에는 저학년 

시기의 형태인식, 중학년의 빈칸채우기식 읽기이해에는 저학년 시기의 단어재인과 어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횡단적으로 저학년

과 중학년 집단 내를 분석한 결과 저학년 시기에는 단어재인과 형태인식이 문답식 읽기이해에 대한 주요 설명변인이었으며, 그 외에는 

읽기유창성이 동일 학년의 읽기이해를 설명하는 주요하고 고유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읽기이해는 다양한 구인들이 포함

되는 복잡한 인지적 과정이므로, 읽기이해검사의 형식에 따라 예측변인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동일 학년집단 내에서는 읽기유창성이 

읽기이해를 강하게 설명하였는데 이는 효율적인 읽기유창성 기술이 글의 의미를 파악할 인지적 자원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

라고 해석되었다. 

핵심어: 종단연구, 읽기이해, 단어읽기, 읽기유창성, 형태인식

본 논문은 2017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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