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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Korean developmental dyslexic upper grade children’s text comprehension 
abilities were investigated considering the mode of texts (reading vs listening) as well as 
the type of texts (narrative vs expository). Methods: Sixteen 5th to 6th graders with devel-
opmental dyslexia (DD) and grade and cognition-matche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D) participated in 4 text comprehension tasks. Each child responded to 32 questions, 8 in 
each text, tapping comprehension of texts counterbalancing the effect of mode and type 
of texts. Results: First, children with DD performed lower than TD children in text compre-
hension, reflecting developmental dyslexic Korean children’s performance cross linguisti-
cally even with the high orthographic transparency of Hangeul. Second, children with DD 
performed better in the mode of reading compared to the mode of listening, which was 
the same as the TD children. Third, the effect of type of text was meaningful to only chil-
dren with DD, while TD children’s performance between narrative and expository text was 
not different. Conclusion: Korean upper grade children with DD seemed to rely heavily on 
the mode of reading in comprehending texts similarly to their grade-matched children, 
while children with DD had greater difficulties in comprehending the expository texts both 
in reading and listening modes compared to the narrative texts. Each child with DD’s de-
velopmental level of the type and mode of texts needs to be considered to support his/her 
text comprehension abilities. Further studies need to be extended to the Korean language 
considering the type of texts with the DIER model.

Keywords: Korean developmental dyslexic children, Text comprehension, Mode and type 
of texts, Narrative text vs expository text

담화(discourse)는 언어를 사용할 때 두 문장 이상의 언어학적 

단위를 의미하며(Paul & Norbury, 2012), 의사소통 상황을 파악하

고 정보를 처리하여 상대방과 유연한 의사소통을 할 때 중요한 역

할을 한다(Ravid & Tolchinsky, 2002). 성공적인 담화이해(discourse 

comprehension)를 위해서는 의미 및 구문 지식을 활용하여 듣거나 

읽고 처리한 내용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기억하여 자신의 의미, 

구문 지식 등과 연결하여야 한다(Kamhi & Catts, 2014). 또한 학년

이 올라감에 따라 일상적인 대화 수준의 담화뿐만 아니라, 서사적 

구조, 설명, 설득과 같은 다양한 목적의 담화 정보를 이해하고 전달

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특히 교실환경에서의 담화이해는 개인과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교실환경에서는 크게 듣기모드와 읽기모드를 통해 교과의 다양

한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McCray, Vaughn, & Neal, 2001). 성공적

인 듣기모드에서의 담화이해를 위해서는 자신이 들은 정보를 기억

하고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폭넓게 해석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장간 연결능력, 담화 구조 지식을 필요

로 한다. 읽기모드에서의 담화이해를 위해서는 낱말, 문장, 담화 수

준의 언어능력을 통해 여러 문장을 연결하고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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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추론, 상상 및 해석을 포함하는 상위인지수준의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친다(Cain & Oakhill, 2007; Kamhi, 2007). 글에 담긴 내

용을 이해하고 요약, 정리하여 기억하는 읽기이해 능력은 학습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읽기이해 능력의 증진은 학업성취와 직결된다

(Hwang & Park, 2004). 

Chall (1983)의 읽기발달 모델에 따르면 초등 고학년은 ‘읽기를 

배우는 단계(learn to read)’에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배우기 

위해 읽는 단계(read to learn)’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읽기의 단순관

점 모델(Simple View of Reading, SVR)에서 성공적인 읽기이해를 

위해서는 해독(decoding)과 언어이해(listening comprehension) 

능력이 필요하며, 두 능력 중 하나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성공적인 

읽기이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Gough & Tunmer, 

1986; Hoover & Gough, 1990). 특히 초등 고학년이 되면 읽기가 자

동화되면서 초등 저학년보다 더 많은 인지적 자원을 읽기이해에 사

용하며, 어휘, 형태, 구문 등의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담화 수준의 언

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통하여 읽기이해를 발전시킨다(Kim & Pae, 

2012; Kim, 2013; Yoon, 2015). 

초등 저학년의 읽기이해와 듣기이해의 관계를 살펴본 Wolf, Mui-

jselaar, Boonstra와 De Bree (2019) 연구에 의하면 읽기이해가 듣기이

해를 34%, 듣기이해가 읽기이해를 40% 설명해준다고 하였다. 또한 

영어권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학생의 읽기이해를 설명하는 변인

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도 낱말재인과 듣기이해가 읽기이해를 약 

72~85% 설명한다고 하였다(Hoover & Gough, 1990).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읽기이해와 듣기이해가 서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Cain, Oakhill, Barnes, & Bryant, 2001; Lervåg, Hulme, & Mel-

by- Lervåg, 2017; Broek, 1994). 이는 담화이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읽기이해 뿐만 아니라 듣기이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영어권의 2, 4, 6, 8학년 일반 학생 읽기이해와 듣기이

해를 비교한 선행연구에서는 초등 2학년 학생은 읽기이해보다 듣기

이해 수행력이 높았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읽기이해와 듣기이해

의 수행력이 비슷해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Diakidoy, Stlyianou, 

Karefillidou, & Papageorgiou, 2005). 이 결과를 통하여 담화를 이해

할 때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듣기이해가 읽기이해를 지원해주는 반

면, 초등 고학년이 될수록 읽기이해와 듣기이해가 상호보완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읽기이해가 초등 고학년까지 발달하며, 

이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초등 고학년의 읽기이해와 듣기이해 두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성공적인 교실담화 이해를 위해서는 교과과정 속의 제시되는 다

양한 글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이야기담화와 설명

담화는 교실담화의 대표적인 담화유형이다(Kamhi & Catts, 2014). 

이야기(narrative)담화는 일반적으로 인과적인 사건의 연속이며 이

야기 문법을 갖추고 있다. 또한 개념, 아이디어 등이 시간적, 공간적 

배열 안에 있으며 이 배열성이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설명

(expository)담화는 설명, 순서, 비교/대조, 문제/해결, 주장과 같이 

사실적 정보를 중시하며(Catts, Adlof, & Weismer, 2006), 화제 지

향적이고 논리적 관계를 통해 연결된 개념과 아이디어가 나타난다

(Graesser, McNamara, & Louwerse, 2003). 

이야기담화와 설명담화에서 사용되는 담화 구조에 대한 지식은 

담화를 이해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Cain, 1996, 2003; Cain & Oakh-

ill, 1996). 이야기담화의 구조는 기승전결이 있으며 앞부분의 내용

과 연결하여 일관된 맥락 속에서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는다(Broek, 

1994; Zwaan, 1994). 한편 설명담화의 구조는 비교, 대조, 나열, 설

명 등 담화의 주제와 목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학생의 배경지

식을 활용하여 해당 아이디어를 연결 짓는 것이 필요하다(Catin & 

Oakhill, 2007; Rapp, Broek, McMaster, Kendeou, & Espin, 2007; 

Broek, Lorch, Linderholm, & Gustafson, 2001). 초등 4학년 학생의 

글 유형에 따른 읽기이해 추론 특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담

화유형에 따라 이해하기 위한 인지처리과정이 다르며, 이해를 위하

여 다른 이해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Kim & Koh, 2019).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명 글의 구조와 질문 유형에 따른 읽기이

해 능력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초등 고학년을 기점으로 설명 텍

스트가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Jung, 2018). 학년이 높

아질수록 학교에서 교사가 전달하는 정보의 대부분이 설명담화로 

전달되기 때문에 교실환경에서 설명담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이야기담

화 뿐만 아니라 설명담화에 대한 이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

함을 시사한다.

발달성 난독(developmental dyslexia) 학생은 듣기이해에 어려움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읽기이해는 또래보다 낮은 수행력을 가진 학

생들이다. 발달성 난독 학생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Ameri-

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 의하면 지속적인 교육을 받았

음에도 불구하고 음운론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정확하고 빠르고 

유창한 낱말 해독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는 특정학습장애로 

분류된다. 읽기의 단순관점 모델(Simple View of Reading, SVR)에 

근거하였을 때 발달성 난독 학생은 언어 이해력은 좋으나 음운론

적 결함에 의하여 해독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되었다(Pae, Shin, 

& Seol, 2017). 이러한 해독의 어려움은 초등 고학년까지 이어져(Kim 

& Pae, 2012; Yoon, Kim, & Pae, 2011), 글을 읽을 때 해독 및 읽기유

창성에 많은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게 되어 읽기이해에 어려움이 발

생하게 된다(Catts, Fey, Tomblin, & Zhang, 2002; Catts & Ho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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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Kim & Pae, 2013). 

난독증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한국 초등생 9명을 대상으로 읽기관

련 변인과 진단 결과를 분석한 Lee와 Kim (2020)의 연구에 의하면, 

발달성 난독증 학생은 읽고 이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듣기이해 

능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듣기이해 능력은 음운 

지각 및 기억을 포함한 음운처리능력을 필요로 하여 읽기능력과는 

다른 처리능력이 요구된다. 이에 발달성 난독증 학생의 듣기이해 능

력 평가는 학생의 읽기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발달성 난독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담화이해 연

구는 드물다. 주로 학령기 담화이해에 대한 선행연구는 학습장애

로 분류되거나 읽기의 어려움만을 확인한 읽기장애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Kim & Hwang, 2008; Kim, Yoo, Hwang, Kim, 

& Koh, 2010). 특히 읽기와 듣기 두 가지 모드를 모두 살펴본 연구

는 매우 제한적이다(Jung, 2009; Kim & Koh, 2019; Yoon, 2015). 

Lee, Won, Jang, Lee와 Pae (2020) 연구에서 초등 1학년 발달성 난

독 학생을 대상으로 듣기이해와, 낭독, 묵독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 듣기이해가 읽기이해에 비해 유의미하게 좋은 수행력을 보였으

나, 일반 학생보다 두 담화모드 모두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성 난독 학생 간의 개인차가 있다는 것과 함

께 읽기이해와 듣기이해를 동시에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

다. 또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담화유형이 다양해져 담화유형을 

고려한 담화 이해력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많은 담

화유형에 대한 연구에서는 단순언어장애, 읽기부진 학생과 같은 

특정 장애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읽기모드 또는 

듣기모드에서만 살펴보았다는 제한점이 있다(Kim & Koh, 2019). 

따라서 발달성 난독 학생의 담화모드 뿐만 아니라 담화유형을 

고려한 담화이해 능력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발달성 난독 학생

과 일반 학생의 담화 이해력을 읽기모드 및 듣기모드와 이야기담화 

및 설명담화를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강원도 일반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발달성 난독 학생 16명과 학년을 일치시킨 일반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5학년 13명, 6학년 3명).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

과 같다. 

발달성 난독 학생은 1) 한국 비언어성 지능검사 2판(K-CTONI-2; 

Park, 2014) 결과 지능지수 80 이상에 속하여 인지 영역에서 어려움

이 없으나, 2) 표준화된 검사인 한국어 읽기검사(KOLRA; Pae, Kim, 

Yoon, & Jahng, 2015)에서 단어해독, 읽기유창성, 읽기이해를 포함

한 측정치 읽기지수 2에서 표준점수 80 이하, 3) 한국어 핵심언어 임

상평가(K-CELF 5; Pae, Yoon, Seol, & Jahng, in press) 하위검사 중 

작문 쓰기 검사에서 표준편차 -1.5 이하로 나타나 읽기뿐만 아니라 

작문능력에도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읽기와 쓰기 

면에서 어려움이 나타났으나 4) 한국어 읽기검사(KOLRA; Pae et al., 

2015) 하위검사 중 듣기이해에서 표준점수 85 이상에 속하여 일상

적인 담화를 듣고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으며, 5) 한국어 핵심

언어 임상평가(K-CELF 5; Pae et al., in press)의 하위검사인 의미 

범주 결과 표준편차 -1 이상에 속하여 어휘력에 제한이 없는 학생

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6) 부모나 담임교사로부터 대상자가 충분한 

읽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읽기 및 쓰기 관련 학업을 힘들

어하였음이 보고된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일반 학생은 1) 한국 비언어성 지능검사 2판(K-CTONI-2; Park, 

2014) 결과, 지능지수 80 이상에 속하여 인지 영역에서 어려움이 없

으며, 2) 한국어 읽기검사(KOLRA; Pae et al., 2015) 결과 읽기지수 

2에서 표준점수 85 이상, 3) 한국어 핵심언어 임상평가(K-CELF 5; 

Pae et al., in press) 하위검사 중 작문 쓰기 검사에서 표준편차 -1 초

과에 속하여 읽기와 작문 모두에서 어려움이 없는 학생으로 선정

하였다. 또한 3) 한국어 읽기검사(KOLRA; Pae et al., 2015) 하위검

사 중 듣기이해에서 표준점수 85 이상, 4) 한국어 핵심언어 임상평

가(K-CELF 5; Pae et al., in press)의 하위검사인 의미 범주 결과 표

준편차 -1 이상에 속하여 일상적인 담화 듣기이해와 어휘력에 제한

이 없는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발달성 난독 학생의 비언어성 지능지수 평균 

100.00 (SD=7.863), 한국어 읽기검사(Pae et al., 2015)의 읽기지수 

2 평균 43.2 (SD=28.125), 듣기이해 평균 99.01 (SD= 9.14)로 나타

났다. 일반 학생은 비언어성 지능지수 평균 109.8 (SD=17.775), 한국

어 읽기검사(Pae et al., 2015)의 읽기지수 2 평균 110.4 (SD=8.821), 

듣기이해 평균 106.8 (SD=7.43)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차이 검

증을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비언어성 지능지수(t=  

-1.51, p>.05)와 듣기이해(t =1.764, p>.05) 점수 사이에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읽기능력을 살펴본 읽기지수  

2 (t= -7.209, p< .001) 점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해독해 3권: 이야기와 설명담화 독해(Jung, 

Jin, Kwag, Kim, & Pae, 2017)의 이야기글 ‘병원입원’과 ‘식물키우

기’, 설명글 ‘황사’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를 저자의 허락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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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연구자가 글과 질문유형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에 사용한 글과 질문은 Appendix 1에 수록되어 있다. 검사에 사용

한 글은 ‘한국어 해독해 3권: 이야기와 설명담화 독해(Jung et al., 

2017)’에 제시된 확장형 담화 글을 600~700자로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 각 담화는 문단 수를 3개로 통일하였으며, 평균 문장 수 19 

(SD=1.82), 평균 어절 수 188.75 (SD= 6.95), 평균 내용어 수 191.75 

(SD=5.61), 평균 기능어 수 153 (SD=7.61)으로 수정 후 사용하였

다. 담화유형에 따른 질문은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2가지 유형

으로 구성하였으며, 질문 문항 수는 각 담화별로 사실적 이해 4문

항, 추론적 이해 4문항으로 총 8문항씩 총 32문항의 주관식으로 구

성하였다. 

검사에 사용한 글과 질문은 문해 전문 언어재활사 4명에게 타당

도를 검증받았다. 내용타당도 지수는 Likert 5점 척도(매우 타당하

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로 실

시하였다. 담화에 대한 타당도는 평균 4.70점, 담화 질문에 대한 타

당도는 평균 4.32점으로 타당한 도구로 판단하였다.

연구절차

본 검사는 조용한 장소에서 개별 검사 형태로 학생과 검사자가 

일대일로 실시하였다. 담화모드와 담화유형에 따른 순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검사 그룹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담화 이해력은 교실 상황을 반영하여 해당 질문지를 글로 제시하

고 답을 쓰도록 하였다.

읽기 검사 시, 학생에게 글을 제시하고 묵독으로 읽은 후 해당 질

문을 글로 제시한 다음 답을 쓰도록 하였다. 지문을 옆에 두도록 하

였으나, ‘글을 다시 봐도 된다’는 지침은 따로 주지 않았다. 듣기 검

사 시, 녹음한 파일을 들려주고 해당 질문을 글로 제시한 후 답을 

쓰도록 유도하였다. 검사자는 글을 한 번만 들려줄 것이라고 안내 

후 녹음 파일을 재생하였으며, 들을 때에는 글의 내용을 메모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였다. 

담화이해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는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처리하여 텍스트마다 8문항씩, 총 32문항을 채점하였다. 채점 시 발

달성 난독 학생의 쓰기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의 파악이 가능한 정

도의 철자법 오류는 맞는 것으로 채점하였다(예: ‘안된다’ → ‘안

다’, ‘숨쉬기’ → ‘숨시기’ 등). 담화이해 질문에 대한 채점 일치도를 측

정한 결과, 채점자 간 신뢰도는 98.78%로 나타났다.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SPSS 21.0 Windows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담화모드와 담화유형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발달성 난독 학생, 

일반 학생)과 담화모드(읽기, 듣기), 담화유형(이야기, 설명)을 각각 

독립변수로, 담화이해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삼요인 혼합분산분

석(Three-way Mixed-design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담화모드와 담화유형에 따른 집단 간의 담화 이해력 차이

읽기 집단에 따른 담화모드와 담화유형에 따른 담화 이해력을 

살펴본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읽기 집단, 담화모드 및 담화유형에 따라 담화 이해력에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읽기 집단에 따라 주효과가 

나타났다(F=40.934, p< .001). 발달성 난독 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

해 담화 이해력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담화모드를 고려하여 읽기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읽기 집단과 담화모드 간에 상호작

용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F=1.901, p>.05). 그리고 담화모드의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F=52.394 p< .001). 이는 발달성 난

독 및 일반 학생 모두 읽기에 비해서 듣기 수행력이 낮게 나타났음

을 알려준다. 셋째, 읽기 집단, 담화모드에 더해 담화유형을 고려하

여 담화 이해력을 살펴본 결과, 세 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37.483, p<0.001). Figure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담화유형에서는 발달성 난독 학생은 읽기모드에서 

이야기담화보다 설명담화에서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였으며

(t =8.125, p<0.001), 듣기모드에서도 담화유형 간의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t=5.000, p<0.001). 이와 대조적으로 Figure 2에서 보

는 것과 같이 일반 학생은 읽기모드에서 이야기담화와 설명담화 간

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t= 0.495, p>.05), 듣기모드

에서도 담화유형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1.074, 

p>.05).

Table 1. Text comprehension of reading group’s, discourse mode and dis-
course type

Dyslexia (N= 16) TD (N= 16)

Reading
   Narrative 6.22 (.975) 6.63 (1.500)
   Expository 4.81 (.985) 6.44 (1.365)
Listening
   Narrative 5.03 (1.596) 4.94 (1.181)
   Expository 3.78 (1.518) 4.44 (1.63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Max score= 8, Min score= 0.
TD= Typically devel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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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담화모드(읽기, 듣기)와 담화유형(이야기, 설명)에 따

른 초등 고학년 발달성 난독 학생과 일반 학생의 담화 이해력의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발달성 난독 학생은 일반 학생보다 담화모드와 담화유형 모두에

서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성 난독을 대상으로 

담화 이해력을 살펴본 다양한 언어권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여 

언어 보편적인 결과로 나타났다(Adlof & Hogan, 2018; Conners & 

Olson, 1990; Lauterbach, Park, & Lombardino, 2017; Wong et al., 

2017; Van Silfhout, Evers-Vermeul, & Sanders, 2015). 국내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집단의 담화이해 능력을 

살펴본 Woo (2012) 연구에서는 읽기이해 뿐만 아니라 듣기이해 영

역에서도 읽기장애 학생의 수행력이 일반 학생보다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는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읽기부진 학생 집단의 

읽기이해 능력을 살펴본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학년이 올

라갈수록 듣기이해에서도 어려움을 보인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

(Cain & Oakhill, 2007; Jung, 2009; Kim & Pae, 2012). 

이 결과는 Stanovich (2009)가 제안했던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은 일반 학생보다 책을 덜 읽게 되고, 이로 인하여 어휘력 및 

배경지식이 또래보다 낮아지면서 읽기능력 뿐만 아니라 언어능력

의 차가 갈수록 더 크게 된다는 마태효과(Mattew effect)의 영향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담화의 길이가 

길어지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야기담화를 이해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보이게 되며, 상대적으로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설명담화 

역시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종단연구를 통하여 발달성 

난독 학생의 담화 이해력이 담화모드 및 담화유형과 연관될 수 있

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담화모드를 고려하여 담화 이해력을 살펴보았을 때, 발달성 난

독 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담화 이해력을 보였

다. 초등 1학년 발달성 난독 학생을 대상으로 듣기이해와 읽기이해

를 살펴본 Lee 등(2020)의 연구에서도 초등 1학년 발달성 난독 학

생이 일반 학생보다 듣기모드와 읽기모드 모두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였는데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고학년에 이르러서도 담화가 복잡해지면서 읽기이

해 뿐만 아니라 듣기이해에서도 어려움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종

단연구를 통해 발달경로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결과는 발달성 난독 학생도 고학년이 되면서 접하게 되

는 길고 복잡한 담화를 처리할 때 일반 학생처럼 음성언어 뿐 아니

라 문자언어에 많이 의존함을 시사한다. 읽기이해와 듣기이해의 관

계를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듣기이해가 읽기

이해를 지원해주지만, 초등 고학년이 될수록 읽기이해와 듣기이해

가 상호보완적으로 바뀐다고 나타났다(Kim & Pilcher, 2016; Kim, 

2016). 지적능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성 난독 학생이 일반 학

생에 비해 읽기와 듣기 모두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는 결과는 

읽기와 듣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읽기 집단과 담화유형에 따른 담화 이해력을 살펴본 결과 상호

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발달성 난독 학생은 일반 학생보다 이야기

담화와 설명담화 모두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이는 일반 학생

은 이야기담화와 설명담화 간 담화이해 수행력 차이가 나지 않은 

반면, 발달성 난독 학생은 이야기담화보다 설명담화에서 유의미하

게 낮은 수행력을 보인 것에 기인하였다. 즉, 담화를 이해하는데 있

어 일반 학생은 담화유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발달성 난독 학

생은 이야기담화보다 설명담화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 읽기이해

부진 학생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글과 이야기글 읽기에서의 

추론 특성을 분석한 Kim과 Koh (2019) 연구에서도 일반 학생은 글

의 유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읽기이해부진 학생은 이야기글

보다 설명글에서 수행력이 낮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Figure 1. Text comprehension according to mode and type (dyslexi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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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ext comprehension according to mode and type (TD group).
TD= Typically devel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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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또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담화 이해를 주제로 한 Park과 

Jung (2018) 연구에 의하면 설명글 읽기이해 발달은 중학년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는 일반 초등 고학년 학생은 이미 설명담화 

이해가 중학년 시기에 발달하여 이야기뿐만 아니라 설명과 같이 

다양한 담화를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음을 의미한다. 발달성 

난독 학생은 설명담화 비중이 높은 고학년 교과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담화유형을 고려한 구체적

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맞춤형 지원 효과에 대한 후

속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담화모드, 담화유형을 함께 고려하여 집

단에 따른 담화 이해력의 수행력을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

다. 일반 학생은 담화모드가 담화 이해력에 영향을 끼치나 담화유

형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성 난독 학생은 담

화모드와 담화유형이 담화 이해력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발달성 난독 학생을 평가 및 중재할 때 담화모드와 담화유

형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발달성 난독 학생과 일반 학생의 담화모드와 담화유

형에 따른 담화 이해력의 차이를 봄으로써 발달성 난독 학생의 담

화 이해력의 특성과 담화 이해력 향상을 위한 평가 및 중재의 근거

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전체 학년이 

아닌, 초등 5-6학년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이 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통하여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 발달성 난독

의 특성을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대상자의 수가 적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많은 발달성 난독 학생

을 대상으로 초등 1학년에서 6학년 기간 동안의 담화 이해력 특성

의 변화를 살펴보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담화를 구성하는 

텍스트의 양이 듣고 이해하는 것에 기억 부담이 있을 수 있어, 어절 

수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Kim과 Koh (2019) 연

구에서 일반 학생은 글의 유형별로 다른 전략을 선택하여 담화를 

이해하지만, 읽기부진 학생의 경우 전략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

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담화

이해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을 세분화하고, 담화유형별 질문의 반

응을 분석하여 발달성 난독 학생의 특성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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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담화이해 과제

이야기담화 설명담화

병원입원

오늘 아침에 나는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랫배가 쑤시고 아

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에게 배가 아프다고 소화제를 달라고 했

습니다. 엄마는 내게 소화제 한 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었는데도 계

속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접수를 

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배 아픈 이유

가 충수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수를 잘라내는 맹장수술을 

해야 한다며 입원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갑작스런 수술을 앞두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지 말고 한숨 

자고 오라고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길었던 맹장 수술이 끝났고 나는 잠에

서 깨어났습니다. 엄마가 곁에서 밝은 얼굴로 웃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상하게도 수술한 곳은 아프지 않고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나는 밥

을 먹고 싶다고 담당 간호사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은 나에게 밥을 먹으려면 방귀를 꼭 뀌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면 수술하고 나서 정신은 깨어 있어도 마취의 약효가 남아서 장의 연동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귀가 나와야 장의 

운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신호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나는 허기가 

많이 졌는데 하루가 지나도 방귀는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된장찌개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병실 복도를 열심히 돌아다녔

습니다. 그리고 순간 뿡 하는 소리와 함께 시원하게 방귀가 나왔습니다. 나는 

드디어 밥과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황사

따뜻한 봄날이 되면 요즘에는 뿌옇게 찌푸린 하늘을 보는 날이 더 많아지고 있

습니다. 황사는 하늘이 누런 먼지로 덮이는 것입니다. 몽골이나 중국의 황토

지대에서 발생한 모래 먼지가 하늘로 올라가서 떠다니다가 강한 바람에 의해 

먼 곳까지 날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황사 현상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첫째, 미세먼지 때문에 숨

쉬기가 어려워 호흡기 질환이 생기거나 눈이나 피부 질환도 발생하기 쉽습니

다. 둘째, 황사가 심해지면 미세먼지가 시야를 가려 외부 활동을 하기 어렵고, 

비행기의 경우 이륙과 착륙할 때 위험하다고 합니다. 셋째, 황사 현상은 농작

물이나 활엽수의 성장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미세먼지가 햇빛을 가리고 나

뭇잎의 공기구멍을 막아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작은 모

래나 먼지가 각종 정밀 기계류의 틈새에 끼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이와 같은 황사의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황사가 발생

하게 되면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호흡기가 약한 

사람이나 어린이, 노약자는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외부 활동 시에는 반

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귀가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황사

에 노출된 채소나 과일 등도 깨끗이 씻어서 먹어야 합니다. 황사의 피해의 근

본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보다 중국의 황토지대에 나무를 심어 사막화를 막고, 

방풍림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으면 황사의 발생량을 줄 일뿐 아니라 

모래 먼지가 날아올 때 방풍림이 이를 걸러 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황사 현

상에 잘 대처하여 건강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1. 나는 왜 소화제를 달라고 했나요? 1. 황사는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나요?

2. 나는 병원에 가서 왜 입원을 했나요? 2. 황사로 인해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무엇인가요?

3. 나는 무슨 수술을 했나요? 3. 황사로 인한 첫 번째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4. 나는 수술 후에 배가 어떠했나요? 4. 황사가 왜 농작물이나 활엽수의 성장에 방해가 될까요?

5. 밥을 먹고 싶다는 나에게 간호사는 뭐라고 말했나요? 5. 황사 피해를 대처하기 위해 실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나는 밥을 먹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6. 호흡기가 약한 사람이나 어린이, 노약자등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나요? 

7. 나는 방귀를 뀌고 왜 기뻤나요? 7. 왜 방풍림을 조성해야 하나요? 

8. 만약 방귀가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8. 이 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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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담화모드와 담화유형을 고려해서 본 초등 고학년 발달성 난독 학생의 담화 이해력

이정민1·장우정1·원효은1·배소영2

1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청각학과, 2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청각언어연구소

배경 및 목적: 초등 고학년 발달성 난독 학생의 담화 이해력을 담화모드와 담화유형을 고려하여 살피고자 한다. 담화모드는 읽기모드

와 듣기모드로, 담화유형은 이야기담화와 설명담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방법: 초등 5-6학년인 발달성 난독 학생 16명과 학년일치 일

반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담화 이해력을 측정하였다. 발달성 난독 학생은 이야기담화과 설명담화를 읽거나 듣고 총 32개의 질문에 써서 

답하도록 하였다. 각 담화는 3문단으로 구성하였으며, 평균 문장 수는 19개, 평균 어절 수는 188.75개였다. 담화유형과 담화모드는 순서 

효과가 배제되도록 진행하였다. 결과: 일반 학생(t =7.720, p< .001)과 발달성 난독 학생(t = 9.879, p< .001) 모두 읽기모드보다 듣기모드

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발달성 난독 학생은 이야기담화보다 설명담화에서 수행력이 듣기(t =5.000, p< .001)와 읽기

(t =8.125, p< .001) 모두에서 낮은 반면, 일반 학생은 담화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담화모드, 담

화유형을 함께 고려하여 발달성 난독 학생의 담화 이해력을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발달성 난독 학생은 담화모드와 담화유형

이 모두 담화 이해력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 학생은 담화모드가 담화 이해력에 영향을 끼치나 담화유형에는 영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한국어에 DIER 모델의 글 유형을 고려한 확장된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어: 발달성 난독증, 담화이해, 읽기 이해, 듣기이해, 이야기, 설명

본 연구는 한림대학교 연구비 지원(HRF-202001-006)에 의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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