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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ading comprehension monitor-
ing including three types of error detection (lexical inconsistency, internal inconsistency, 
external inconsistency) and correction with expository discourse in school-aged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Methods: Nineteen ADHD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17 ADHD children without vocabulary delay, and 20 typically devel-
oping children students from third, fourth, and fifth grades participated in the study. In or-
der to assess comprehension monitoring; expository discourses contained three different 
types of errors. Comprehension monitoring tasks were presented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children were asked to find out errors in two expository texts of comparison and cau-
sation. After finding out errors, children were asked to change the appropriate words ver-
bally. Results: ADHD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did show difficultly in reading com-
prehension monitoring tasks when compared to age-matched typically developing chil-
dren and ADHD children without language impairment. Internal inconsistency was the 
most difficult error to identify and correct, and lexical inconsistency was the easiest error 
for all three groups. Conclusion: The result proposed that even children with ADHD who 
have no difficulty in basic language and reading skills were likely to have difficulty properly 
using reading comprehension monitoring, which is closely related to working memory 
and executive functions. The poor comprehension monitoring skills would negatively in-
fluence effective reading comprehension. 

Keywords: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School-aged children, Reading 
comprehension, Comprehension monitoring, Vocabulary delay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읽기이해로, 글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는 말소리지식, 어휘를 포함한 의미지식, 문법 및 구문, 그리고 다양

한 담화유형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Kim, 2017). 읽기이해과정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개별적인 어휘나 문장 단위에서 어

휘, 문법 및 구문지식을 활용해서 글을 이해한다. 그 후에 여러 문

장 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독자의 사전지식과 연결해서 전체 담화

의 내용을 통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글을 읽는 동안 끊임없이 사고하고 자신이 글을 이

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절하는 상위인지능력도 동반되어야 한

다(Gombert & Gombert, 1992; Pearson, Simoni, Hoff, Kurth, & 

Martin, 2007). 독자는 읽어야하는 텍스트에 주의를 기울이고, 읽

은 단어가 여러 의미가 있다면 여러 의미를 활성화한 후에 관련이 

없는 의미는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새롭게 들어오는 중요 정

보들을 기억하여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통합할 수 있는 작업기억 

능력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필요 정보들을 적절하게 통합하여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이해모니터링 능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Perfetti & Adlof, 2012). 이 중 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해 정도를 점검하는 읽기이해모니터링은 읽기이해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상위인지능력이다(Berthiaume, Lorch, & Milich, 

2005). 이해모니터링은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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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과정이며, 모니터링의 첫 단계는 이해하지 못한 것을 자

발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인식한 후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글

을 다시 읽거나 사전을 찾아보는 등의 전략을 사용한다. 즉, 이해모

니터링은 독자가 텍스트를 읽은 후, 읽은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스

스로 지각하고, 이해하지 못하였다면 이해가 가능하도록 의식적으

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해모니터링이 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읽기이해는 불가능할 수 있다(Oakhill, Hartt, & 

Samols, 2005). 

이해모니터링과 관련한 연구들은 읽기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읽

기이해와 읽기이해모니터링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읽기

이해부진을 대상으로 이해모니터링 능력을 살펴본 연구들은 읽기

이해부진 아동은 읽기이해모니터링 능력에 어려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읽기이해모니터링 능력이 읽기이해 능력을 예측하는 

유의한 요인으로 설명하였다(Kim, 2014; Oakhill et al., 2005). 또한 

최근 언어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읽기이해모니터링 능력을 살

펴본 Park과 Yoon (2020)의 연구에서는 언어발달장애 아동이 일

반 아동에 비해 이해모니터링 과제에서 저조한 수행력을 보였으며, 

이들의 읽기이해모니터링 능력이 읽기이해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읽기이해모니터링 연구는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글에 의도적으

로 적절하지 않은 어휘나 모순되는 내용을 오류로 포함시킨 후에 

아동에게 그 부분을 찾고, 적절하게 수정하도록 하는 과제를 사용

하여 이해모니터링 능력을 평가하였다. 이해모니터링 과제에서 빈

번하게 사용되는 오류들은 의미가 없는 단어인 어휘비일관성 오류

(lexical inconsistency error), 앞에 선행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내적

비일관성 오류(internal inconsistency error), 일반적인 세상사 지식

에 반하는 외적비일관성 오류(external inconsistency error)이다

(Baker, 1984; Baker & Anderson, 1982; Kim, 2014). 대표적으로 읽

기이해모니터링을 살펴본 Baker (1984)의 연구에서 사용한 오류를 

보면 알버트라는 토끼를 주제로 한 짧은 이야기에서 그 토끼는 갈

색 털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한 후에 글의 뒤쪽에서는 다시 하얀 털

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내적비일관성 오류를 포함하였다. 또

한 알버트는 아름다운 ‘welkin’을 가졌다고 하면서 의미가 없는 단

어인 welkin을 어휘비일관성 오류로 넣었으며, 그 토끼가 가장 좋

아하는 것은 농장에서 자라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서 독자의 세

상사 지식에 반하는 외적비일관성 오류를 포함하였다. 이를 5, 7, 9

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오류를 잘 

찾았으며, 내적비일관성 오류를 찾는 데 가장 어려움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내적비일관성 오류를 찾기 위해서는 앞서 읽은 내용을 

기억하고 새롭게 읽는 내용과 통합하고 조직화해야 하는 과정을 거

쳐야 하는데, 이 과정은 작업기억 능력과 관련이 있다. 만약 작업기

억에서 제한을 보인다면 정보의 저장과 통합이 어렵게 때문에 오류

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어휘비일관

성 오류와 외적비일관성 오류는 자신의 어휘집 내에 있는 어휘인

지,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의 의미와 동일한지 등의 비교적 단순한 

처리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적비일관성 오류보다는 쉽게 찾

지만, 이 오류들도 어휘지식과 사전지식, 그리고 추론과 같은 능력

이 수반되어야 찾는 것이 가능하다. 

오류 확인과제를 통한 이해모니터링 과제를 살펴보면 독자는 오

류를 확인했을 때 이상함을 인지해야 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본인의 언어지식 및 인지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 언어지식

이나 실행기능을 포함한 상위인지 능력에서 취약함을 보인다면 이

해모니터링이 불가능하고, 이는 읽기이해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

다. 대표적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

peractivity Disorder, ADHD) 아동은 이러한 측면에서 취약함을 

보이며, 읽기발달에서 잠재적 어려움을 보인다(Bialystok, 2001; 

Sandra, 2012).

ADHD 아동은 언어지식이나 단어해독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읽기이해 수행력을 보인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Miller et al., 2013). 대체적으로 짧은 이야기글이나 친숙한 글에서

의 사실적 정보를 이해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인과관

계를 이해해야 하거나 글의 길이가 길어지고 설명담화 등의 친숙하

지 않은 내용이나 개념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독이나 언어 능

력에서 어려움을 보이지 않아도 일반 아동에 비해 취약함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Oh, 2005; Purvis & Tannock, 1997). Brock과 

Knapp (1996)은 초등 과학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텍스트 길이에 따

른 읽기이해 능력을 살펴보았으며, 연구결과 ADHD 아동은 비슷

한 해독 능력을 가진 일반 아동과 비교하여 낮은 읽기이해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iller 등(2013)은 해독 능력을 일치시

킨 ADHD 아동과 또래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읽은 후에 다시말하

기 과제를 통해 중요한 정보와 지엽적인 정보의 산출 정도를 비교

하였다. 연구결과 ADHD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중요한 정보를 

덜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ADHD 아동의 읽기

이해의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글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인과관계

를 이해해야 하거나 친숙하지 않은 개념 등이 포함된 설명글을 읽

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지 능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ADHD 아동은 인지 능력의 제한을 보이거나 가지고 있는 인지 능

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읽기이해 어려움이 야기된다

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필요한 인지 능력이란 지속적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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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집중(sustained attention), 불필요한 정보에 대한 억제 능력(inhi-

bition), 이미 들어온 정보와 새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합하는 작업

기억(working memory) 등과 같은 실행기능이며, 이는 자신의 이해 

정도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이해모니터링 능력과 관련이 높다. 

실행기능은 ADHD 아동의 대표적인 결함이며, 읽기이해의 어려

움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주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Barkely, 

1997). 글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주의를 돌리지 않고 글

에 지속적으로 주의집중해야 하며(sustained attention), 억제 능력

(inhibition)을 통해 필요한 정보만 활성화하고, 필요하지 않은 정보

는 억제할 수 있어야 하며, 글을 읽으며 이미 들어온 정보와 새롭게 

들어오는 정보를 통합하는 작업기억(working memory) 능력이 필

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결함을 가진 ADHD 아동은 글을 

조직적이며 결속력 있게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글

을 적절하게 이해하였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 

중 작업기억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이전의 정보를 기억하면서 동

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읽는 동안 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반

드시 필요한 읽기이해의 기반이 되는 능력이다(Pennington & Ozo-

noff, 1996). 특히, 앞서 언급한 이해모니터링 연구에서 내적비일관

성 오류는 다른 오류유형과 달리 작업기억과 같은 상위인지 능력

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오류유형으로 간주하였다. 그

렇다면 작업기억에서의 결함을 보이는 ADHD 아동은 이러한 종

류의 오류를 확인하는 데 더 어려움을 보이게 되며, 이는 읽은 글을 

결속력 있게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Stern과 Shalev 

(2013)는 ADHD 청소년은 지속적인 주의집중(sustained attention)

이 또래 일반 아동에 비해 낮고, 이들의 제한된 집중 능력은 낮은 읽

기이해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ADHD 아동의 읽기이해모니터링 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

구는 제한적이다. 예외적으로 읽기이해에 어려움이 없는 초등 1-2

학년 ADHD 아동을 대상으로 이해모니터링을 살펴본 Nam, Hwang

과 Lim (2012) 연구에서는 외적비일관성 오류를 사용하여 이야기 

담화에서 읽기이해모니터링 능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일반 아

동에 비해 저조한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ADHD 아동이 

읽기이해모니터링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Berthiaume, Lorch와 Milich (2010)는 7-12세의 ADHD 남아를 

대상으로 추론 능력과 읽기이해모니터링 능력을 살펴본 결과, 추론 

능력과 이해모니터링 능력 모두 또래 아동에 비해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추론 능력과 이해모니터링의 결함이 

글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고, 결국 학습의 실패로 연결된다고 설

명하였다. 

읽기는 학습에 중요한 도구로 읽기의 어려움이 학습에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ADHD 아동이 읽기이해에서 보이는 

어려움에 대한 요인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ADHD 

아동이 결함을 보이는 실행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해모

니터링 능력은 이들의 읽기이해 특성과 부진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

일 수 있기 때문에 ADHD 아동의 읽기이해모니터링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ADHD 아동의 읽기이해모니터링을 살펴보

았던 선행연구들이 하나의 오류에 초점을 두거나 언어 능력은 고려

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고

려하여 ADHD 아동의 읽기이해모니터링 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독이 안정화되고 학습을 위한 읽기이해가 발달

하는 시기인 초등 3-5학년의 ADHD 아동과 또래 일반 아동을 대

상으로 읽기이해모니터링 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읽기이해

에는 어휘를 포함한 언어지식이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ADHD 아

동을 어휘발달지연을 동반한 ADHD 아동과 어휘발달에 어려움이 

없는 단순 ADHD 아동으로 나누어 읽기이해모니터링 능력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친숙

하지 않은 주제가 포함된 설명담화처럼 인지적 요구가 높은 읽기이

해에서 ADHD 아동이 읽기이해에서 어려움을 보였다는 연구결과

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 3-5학년 수준의 설명담화를 사용

하여 읽기이해모니터링 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전 선행연구

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읽기이해모니터링 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

되는 어휘, 내적, 외적비일관성 오류를 모두 포함하여 오류확인 및 

수정과제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어휘발달지연을 동반한 ADHD 

아동, 일반적인 어휘발달을 하는 단순 ADHD 아동, 그리고 일반 

아동 간에 설명담화 읽기이해모니터링 능력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오류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등 3-5학년의 ADHD 아동과 학년을 일치시킨 아동

의 읽기이해모니터링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ADHD 

아동을 어휘발달지연을 보이는 아동과 어휘발달에 어려움이 없는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어휘 능력을 근거로 하여 두 집단

으로 나눈 이유는 ADHD 아동이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비율이 높

고(Tannock & Schachar, 1996), 언어장애는 읽기발달에 영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에 언어 능력에 따른 집단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특

히, 언어 능력 중 어휘 능력이 읽기발달과 관련이 높은 요인이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어휘 능력으로 ADHD 아동 집단을 나누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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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자 하였다(Ouellette, 2006; Ricketts, Nation, & Bishop, 2007). 

본 연구에는 어휘발달지연을 동반한 ADHD 아동 19명, 어휘발달

에 어려움이 없는 ADHD 아동 17명(이하 단순 ADHD), 그리고 초

등 3-5학년의 일반 아동 20명이 참여하였다. 

먼저, ADHD 집단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아정신과 전문

의에 의해 2-3년 이내 ADHD 진단을 받았거나, 아동·청소년 행동

평가척도(K-CBCL-18; Oh, Kim, Ha, Lee, & Hong, 2010)검사에서 

T점수 65점 이상으로 ADHD 진단받은 아동으로, (2) 한국 비언어

성 지능검사(K-CTONI-2; Park, 2014)에서 비언어성 지능이 80점 

이상인 아동이며, (3) 읽기이해모니터링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해독

의 어려움이 없는 아동으로 선정하고자 한국어 읽기 검사(KOL-

RA; Pae, Kim, Yoon & Jang, 2015)의 해독 검사에서 백분위 10 초

과인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4) 다른 신경학적 문제가 없으며, 검사

당일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5) 수용 · 표현어휘력검사(REVT; Kim et al., 2009)의 

수용어휘 검사에서 -1.25 표준편차 이하이면 어휘발달지연을 동반

한 ADHD 아동으로, -1 표준편차 이상이면 단순 ADHD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일반 아동은 (1) 비교적 짧은 시간에 부모보고를 통해 

ADHD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코너스 단축형 부모 평정척도(K-

ARS; Kim et al., 2003)에서 16점 이하이며, (2) K-CTONI-2 결과 80

점 이상, (3) REVT의 수용어휘 검사 결과 -1 표준편차 초과, (4) 

KOLRA의 해독 검사 결과 백분위 10 초과이고, (5) 그 외 부모나 교

사에 의해 감각 및 운동문제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으로 품행장애, 

불안이나 우울 등 공존질환이 없다고 보고된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각 집단 간에 비언

어성 지능과 해독 능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용어

휘 능력은 단순 ADHD 아동과 일반 아동 간에는 차이가 없었고, 

어휘발달지연을 동반한 ADHD 아동은 두 집단 모두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제작한 설명담화 글 과제를 사용하여 

이해모니터링을 평가하였다. 설명담화는 초등 3학년부터 본격적으

로 나오기 시작하는 비교대조와 인과유형으로 선정하였으며, 설명

글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언어 및 읽기교육을 위한 교재인 “함

께 읽고 말해요” 4단계 수준(Pae, Jung, Kim, & Jin, 2010)에 포함된 

글을 선택하였다. “함께 읽고 말해요”는 동일한 주제의 글을 어휘

와 구문적 난이도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눈 책으로 4단계가 

가장 어려운 어휘와 복잡한 구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

자가 초등 중-고학년이기 때문에 4단계를 선택하였으나 3학년 아

동이나 어휘발달지연 아동을 고려하여 어휘의 난이도와 구문길이 

및 복잡성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또한 두 담화의 어휘와 구문적 특

성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절하여 이해모니터링 과제를 제작하였다. 

비교대조의 주제는 명절이며(제목: 추석과 설날), 인과유형의 주제

는 온난화(제목: 빙하가 녹고 있다)이다. 두 담화는 각각 13개의 문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단문 9개와 복문 4개로 구성하였다. 또한 각 

담화의 전체 어절 수는 131개이다. 의미적 난이도를 고려하기 위해 

Kim (2003)의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에서 1-3등급에 포함된 어

휘가 이야기의 90% 이상 차지하도록 구성하였다. 

이해모니터링은 적절하지 않은 어휘나 모순되는 내용을 찾고, 적

절하게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해모니터링 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어휘비일관성 오류(lexi-

cal inconsistency errors), 외적비일관성 오류(external inconsisten-

cy errors), 그리고 내적비일관성 오류(internal inconsistency errors) 

세 가지 유형을 포함하였다(Baker1984; Garner & Reis, 1981). 

첫번째 오류인 어휘비일관성 오류는 의미가 없는 비단어로 2음

절 무의미 단어가 오류로 포함되었다(ex. 쪼탕, 벙피). 두 번째 오류

인 내적비일관성 오류는 문맥 내 내용이 불일치한 오류로, 글의 앞

부분에서 제시한 문장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글의 뒷부

분에 제시되는 오류이다. 예를 들면 ‘추석과 설날’의 글에서 글의 앞

부분에 ‘우리나라의 큰 명절은 설날과 추석’이라고 언급한 후 글의 

뒷부분에서 ‘가장 큰 명절인 단오는 집안의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

고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 라고 제시함으로써 앞, 뒤 문장의 내용이 

불일치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오류는 외적비일관성 오류이며, 아동

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오류이다. 예를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ADHD with VD 
(N= 19)

Only ADHD 
(N= 17) TD (N= 20) F

Age (month) 118.74 (9.62) 119.06 (10.31) 120.65 (11.05) .19
K-CBCLa 84.86 (8.21) 85.0 (7.72) 1,031.5
K-ARSb 4.95 (2.85) 54.10
K-CTONI-2c 106.50 (4.03) 106.35 (2.99) 109.15 (5.19) 2.58
REVTd 80.56 (16.30) 104.47 (10.94) 109.55 (14.11) 21.08***
Decoding of  
   KOLRAe

68.81 (4.80) 70.88 (4.75) 70.45 (6.90) .6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p < .001.
aK-CBCL= T Score of the Korea Child Behavior Check List for ages 6-18 (Oh, Kim, 
Ha, Lee, & Hong, 2010), bK-ARS= Korean ADHD Rating Scales (K-ARS) (Kim et al., 
2003), cK-CTONI-2= Standard score of the Korean version of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 2nd edition (Park, 2014), dREVT= Raw scores of the Recep-
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et al., 2009), eKOLRA= Standard scores of 
the Korean Language-based Reading Assessment (Bae et al., 2014).
ADHD with VD= ADHD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Only ADHD= ADHD chil-
dren without vocabulary delay;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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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발생하게 된다”의 ‘홍수’를 “비가 많

이 내려 가뭄이 발생하게 된다.”의 ‘가뭄’으로 바꾸었는데, 아동은 

자신이 가진 배경지식과 텍스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연구에서 사용된 설명담화와 오류

의 예시는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담화

에 세 가지 오류유형을 각 1번씩 넣어 각 담화에 포함된 총 오류 수

는 3개이며, 전체 오류 수는 6개이다.

초등 3-5학년 아동이 글에 포함된 오류를 적절하게 찾고 수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초등 3-5학년 일반 아동 3명을 선정하여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2명 이상의 아동이 

찾지 못하거나 적절한 의미로 고치지 못하는 오류는 수정하였다. 

두 설명담화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은 언어병리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언어치료사 2인, 국어국문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1인과 읽기

이해모니터링 관련 연구와 언어병리학 석사학위를 소지한 언어치

료사 1인에게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글에 제시된 어휘, 구문, 주제

와 내용 및 3가지 오류유형(어휘, 내적, 외적비일관성)의 적절성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Likert 5점척도(5점 ‘매우 타당

하다’, 4점 ‘타당하다’, 3점 ‘보통이다’, 2점 ’타당하지 않다’, 1점 ‘매

우 타당하지 않다)로 실시하였다. 적절한 주제와 내용과 관련한 타

당도 검사 결과는 평균 4.4점, 오류유형과 관련한 타당도 검사 결과

는 평균 4.5점이었다.

연구절차

모든 검사자는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연구가 원활하게 진

행될 수 있도록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하였다. 대상자 선정

을 위한 선별검사를 먼저 실시한 후에 본 연구과제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과제인 이해모니터링 과제는 오류 확인과제를 먼저 실시

한 후에 오류 수정과제를 실시하였다. 오류 확인과제에서는 아동에

게 오류가 포함된 글을 읽은 후에 의미가 이상하거나 모순되는 내

용이 있으면 줄을 긋도록 요구하였다. 검사자는 아동에게 “선생님

이 이제부터 2개의 이야기를 보여줄 거예요. 00이가 읽다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밑줄 그어주세요.” 라고 지시하였다. 만약 글을 읽는 

동안 아동이 이상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면 “00이가 먼저 표시해 

놓고 나중에 질문해주세요.” 라고 하였다. 오류 확인과제를 마친 후

에 오류 수정과제를 실시하였다. 오류 수정과제는 아동이 오류 확

인과제에서 찾은 부분을 글의 내용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하여 말

하도록 요구하였다. 검사자는 “00이가 읽으면서 이상한 부분에 밑

줄을 잘 그어주었어요. 이제 00이가 밑줄 그은 부분에 대해서만 적

절한 말로 고쳐서 말해주세요.” 라고 말한 뒤 아동의 수행을 기다

렸다.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2개의 설명담화의 순서효과를 배제하

기 위하여 역균형화하여 제시한 후 오류 확인, 오류 수정 순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채점기준 

각 담화 내에 3개의 오류유형이 1개씩 포함되어, 총 2개의 담화에

는 6개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아동이 오류를 찾은 경우 1점, 오류

를 적절하게 수정한 경우에 한하여 1점을 추가로 제공하여 이해모

니터링 총점은 12점이었다. 

자료의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SPSS version 21.0을 사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설명담화에서 세 집단 간 읽기이해모니

터링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세 집단 별 세 개의 오류유형

에 따라 이해모니터링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

해 이요인 혼합분산분석(Two-way mixed ANOVA)를 실시하였으

며, 사후분석은 Bonferroni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세 집단 간 설명담화 읽기이해모니터링 능력 

각 집단의 읽기이해모니터링 총점의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한 결과 어휘발달지연을 동반한 

ADHD 아동이 가장 수행력이 낮았고, 단순 ADHD 아동, 일반 아

동 순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 읽기이해모니터링 총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

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2.83, p< .001). 구체

적으로 어느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단순 ADHD 아동과 어휘발달지연을 동

반한 ADHD 아동(p< .05), 일반 아동과 어휘발달지연을 동반한 

ADHD 아동(p< .001)과 일반 아동과 단순 ADHD 아동(p< .01)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otal scores of comprehension moni-
toring and each score of error types

Group Lexical error Internal error External error Total

ADHD with VD 1.79 (1.58) .21 (.53) .32 (.67) 2.32 (2.78)
Only ADHD 2.59 (1.17) .76 (1.34) 2.06 (1.51) 5.41 (4.02)
TD 3.35 (1.08) 1.75 (1.58) 2.75 (1.29) 7.85 (3.95)

ADHD with VD= ADHD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Only ADHD= ADHD children 
without vocabulary delay;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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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차이를 보이면서 세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각 집단과 오류 유형에 따른 설명담화 읽기이해모니터링 능력

집단과 오류유형에 따른 설명담화 읽기이해모니터링 점수는 Ta-

ble 2에 제시하였다. 집단과 오류유형에 따른 이해모니터링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요인 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한 결

과 집단(F=22.60, p< .001)과 오류유형(F=31.21, p< .001) 간에 주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오류유형과 집단에 따른 읽기이해모니터

링 점수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68, 

p= .159). 

아동들은 어휘비일관성 오류를 가장 잘 찾고 수정하였으며, 내

적비일관성 오류를 찾고 수정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오류유형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Bonferroni 사후검

정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휘비일관성과 내적비일관성(p< .001), 어

휘비일관성과 외적비일관성(p< .001)과 내적비일관성과 외적비일

관성(p= .003) 간 차이를 보이면서 모든 오류유형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 내에서 오류유형 간 차이를 살

펴본 결과, 어휘발달지연을 동반한 ADHD 아동은 어휘와 내적

(p= .001), 어휘와 외적(p= .001) 비일관성 오류 간에는 차이가 있으

나 내적과 외적비일관성 오류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순 ADHD 아동과 일반 아동은 어휘와 내적(p< .001, p= .001, 

respectively), 내적과 외적(p= .009, p= .016, respectively) 비일관성 

오류 간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어휘와 외적비일관성 오류 간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3-5학년 어휘발달지연을 동반한 ADHD 아

동과 단순 ADHD 아동, 그리고 학년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을 대상

으로 설명담화의 읽기이해모니터링 능력을 살펴보았다. 읽기이해

모니터링을 살펴보기 위해 이해모니터링 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

하는 세 개의 오류유형을 설명담화글에 의도적으로 넣고, 아동에

게 글의 내용에 적절하지 않은 오류를 찾고 수정하도록 하는 과제

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세 집단 간에 설명담화 읽기이해모니터링 능력에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본 결과 세 집단 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휘발달지연을 동반한 ADHD 아동이 읽

기이해모니터링 과제에서 가장 어려움을 보였으며, 단순 ADHD 아

동, 일반 아동 순으로 수행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

해모니터링 과제에서 모든 오류유형을 찾고 수정했을 때 만점은 12

점인데, 일반아동은 평균 7.85, 단순 ADHD 아동은 5.41, 그리고 어

휘발달지연을 동반한 ADHD 아동은 2.3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ADHD 아동은 언어발달지연의 여부와 관계없이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는 ADHD 아동의 이해모니터링을 살펴보았

던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Berthiaume et al., 2010; 

Miller et al., 2013; Nam et al., 2012). Nam 등(2012)의 연구에서도 

읽기이해에 어려움이 없는 초등 1-2학년 ADHD 아동도 또래 일반 

아동에 비해 읽기이해모니터링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결과와 함께 종합하여 본다면, 어휘 능력이나 읽기이

해 능력에 관계없이 ADHD 아동은 이해모니터링에서 어려움을 보

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ADHD 아동이 자신의 이해 정도를 의식적으로 점검하는 데 어

려움을 보이는 것은 이들의 주의력 결함, 억제 및 작업기억 등과 같

은 실행기능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해모니터링

의 수행력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작업기억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미 선행연구들을 통해 ADHD 아동은 작업기억에서의 결함을 가

지고 있으며(Miller et al., 2013; Park & Shin, 2010), 작업기억 능력

이 이들의 읽기이해 능력을 설명해 주는 예측력 있는 요인으로 나

타나기도 했다(Miller et al., 2013). Miller 등(2013)의 연구에서는 

읽은 내용을 다시 말하도록 요구했을 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말

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ADHD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적게 산출했

으며, 작업기억 능력이 읽기이해와 읽은 후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읽기이해는 이전 정보와 새

롭게 들어오는 정보의 통합을 통해 심적 표상(mental representa-

tion)을 계속적으로 재구성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작업기억

이 이를 가능케 해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오류들 중 내적

비일관성 오류는 텍스트 내에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

으로,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계속적으로 저장하고 조직화해야만 

오류를 찾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ADHD 아동에게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ADHD 아동의 제한된 작업기억 능력은 텍스트의 내용

을 지속적으로 저장하고 통합하는 읽기이해 과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Choi & Jung, 2001; Noh & Shin, 2007). 

뿐만 아니라 ADHD 아동의 주의력이나 억제 능력도 이해모니터

링 과정에서 어려움을 야기한다. ADHD 아동은 필요한 정보에만 

선택적으로 주의집중 유지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정보나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억제하지 못하는 충동성이 텍스트 내에서 의미적으로 

적절하지 않거나 전반적인 내용과 불일치하는 정보를 찾는 것을 방

해하였다(Berthiaume et al., 2010; Walczyk & Hall, 1989). Bert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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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me 등(2010)의 연구에서는 7-12세 ADHD 남아를 대상으로 읽

기이해모니터링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 아동에 비해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읽기이해모니터링의 실패는 자신의 이해를 

수정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며,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내용의 이

해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ADHD 아동의 학업성취와도 연결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오류 확인과 수정과제를 분리하여 살펴본 이해모

니터링 연구에서는 ADHD 아동이나 언어장애 아동 모두 오류를 

찾는 데 어려움을 보이나 일단 찾은 오류에 한해서는 의미적으로 

적절하게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m et al., 2012; Park 

& Yoon, 2020). 본 연구에서는 오류 확인과 수정과제를 분리하여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ADHD 아동도 오류를 찾은 후에는 의미적

으로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DHD 

아동이 다시 읽거나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읽는 과정을 통해 자발

적으로 이해점검을 하는 중재를 받는다면, 좀 더 정확한 글이해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행기능을 포함한 상위인지 능력뿐 아니라 언어 능력, 특히, 어

휘지식은 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인 중 하

나이다. Oakhill 등(2005)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언어영역에서 어려

움을 보이는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읽기이해 능력이 정상인 아동보

다 낮은 이해모니터링 능력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하며 이해모니

터링 시 언어지식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발달지연을 동반한 ADHD 아동이 가장 취약함

을 보이고, 오류를 찾고 수정하는 능력이 단순 ADHD 아동과 비교

해서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어휘지식의 중요성을 다

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어휘발달지연을 동반한 ADHD 아

동은 위에서 언급한 충동성이나 주의력의 결함, 그리고 실행기능의 

문제와 함께 부족한 어휘지식으로 인해 이해모니터링 과제에서의 

수행력이 가장 저조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오류유형 간에 오류를 찾고 수정하는 데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세 집단 모두 내적비일관성 오류를 찾고 수

정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보였으며, 외적, 어휘비일관성 오류 순으

로 수행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세 집단 모두에

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단순 ADHD 아동과 일반 아

동은 내적비일관성 오류와 다른 두 오류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휘발달지연을 동반한 ADHD 아동들은 

내적비일관성 오류와 외적비일관성 오류를 찾고 수정하는 데 모두 

어려움을 보이면서 두 오류 간에는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글에 포함된 오류를 찾고 수정하는 과제를 통해 이해모니터링을 살

펴본 연구들은 내적비일관성 오류가 가장 어려운 오류유형임을 일

관적으로 보고하였다(Baker, 1984; Park & Yoon, 2020). 내적비일

관성 오류는 이미 들어온 정보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해

야 하는 작업기억 능력이 필요하다. 즉, 앞서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

서 이어지는 내용을 함께 통합해야 부적절한 어휘나 모순되는 내

용을 찾을 수 있는데, ADHD 아동의 작업기억 결함이 글의 내용

을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오류를 확인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또

한 어휘발달지연을 동반한 ADHD 아동은 단순 ADHD 아동이나 

일반 아동과 다른 특성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글의 전체적

인 통합을 통해 오류를 확인하기 보다는 각 문장이나 문장 내 어휘

나 철자 등의 지엽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

면, 어떤 내용이 이상하다고 보기보다는 ‘매연의 글자들이 이상해

요’ 등의 모습들이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어휘발달

지연을 동반한 ADHD 아동들의 어휘지식 부족과 정보를 통합하

는 작업기억 능력의 결함이 더해져 내용의 전반적 측면보다 개별적

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합해서 오류를 찾

고 수정하는 내적비일관성 오류에서 더 저조한 결과를 보인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의 주제

를 파악하고, 중심내용을 연결하고, 중요하지 않거나 지엽적인 정

보는 억제하면서 응집력 있게 글을 재조직화해야 하는데, ADHD 

아동의 제한된 주의력, 작업기억 능력과 억제 능력은 이를 어렵게 

하고 결국 이해모니터링의 수행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외적비일관성 오류를 찾고 수정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비일관성 오류는 독자가 가진 사전지

식과 어긋난 오류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어휘의 의미적 속성과 반

대되는 어휘를 포함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인 초등 3-5학년의 

아동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의미적 속성이 뚜렷한 어휘들을 사용하

여 오류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언어 및 인지처리과정

을 거쳐 오류를 찾고 수정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어휘발달

지연을 동반한 ADHD 아동뿐 아니라 단순 ADHD 아동도 일반 아

동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수행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

적비일관성 오류를 사용하여 ADHD 아동의 이해모니터링을 살펴

본 Nam 등(2012)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읽기이해에 어려움

이 없는 ADHD 아동도 외적비일관성 오류를 찾고 수정하는 데 어

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외적 비일관성 오류

는 한 문장 내에서 사전지식에 반하는 모순되는 정보가 있는 것으

로 예를 들면 문장의 첫 부분이 ‘설날은-’으로 시작하고 ‘계절은 여

름에 해당한다’로 끝나 여름이 오류라는 것을 찾아야 한다. ADHD 

아동의 부주의함이 문장 내에서 단어나 핵심내용을 기억하는 방

해하면서 같은 문장 내에서의 모순되는 정보를 찾는 데에도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업기억 또한 영향을 미치는데, 한 문

장일지라도 앞에 나온 정보(설날)를 기억하고 새롭게 나오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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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계절(여름)을 확인하며 이 문장의 내용을 통합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어휘를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기억의 제한이 이

러한 정보의 통합을 방해하고 부적절함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적비일관성 오류가 내적비일관성 오류 다음으

로 수행력이 낮은 오류로 나타났는데, 이는 언어발달장애의 읽기이

해모니터링 능력을 살펴본 선행연구(Park & Yoon, 2010)와는 다른 

결과이다.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본 연구가 설명담화이며, 

어휘발달지연과 ADHD를 동반한 아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야기담화를 사용하여 이해모니

터링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는 설명담화에 비해 비교적 친숙하고 일

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지식에 반하는 외적비일관성 

오류를 찾는 것이 쉬웠다면, 설명담화 읽기이해모니터링을 살펴본 

본 연구에서는 계절이나 가뭄 등과 같은 사전지식을 필요로 하는 

어휘들이 포함되어 세 집단 모두에서 내적비일관성 오류 다음으로 

어려운 오류유형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단순 ADHD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에서는 내적비일관성 오류는 다른 두 오류

유형과 통계적 차이가 있었으며, 외적비일관성 오류와 어휘비일관

성 오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어휘발달지연을 동반한 ADHD 아동은 내적비일관성 오류와 외적 

비일관성 오류에서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내적비일관성 오

류만큼 외적 비일관성 오류에서도 어려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DHD 아동의 부주의함이나 작업기억 제한뿐 아

니라 이들의 어휘지식의 제한도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마지막으로 세 집단 모두 어휘비일관성 오류를 가장 잘 찾

고, 수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무의미 단어가 자신의 어휘

집 내 있는지 여부만 구별하는 되는 단순 처리 과정이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오류유형에 비해 비교적 쉽게 오류를 

찾고 수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휘 능력에 차이가 없는 단순 

ADHD 아동도 일반 아동에 비해 낮은 수행력을 보인 이유는 ADHD 

아동의 취약한 추론 능력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Berthi-

aume et al., 2005, 2010; McInnes, Humphries, Hogg-Johnson, & 

Tannock, 2003). 추론 능력은 읽기이해에 필요한 능력이며, 문자적

으로 주어진 정보뿐 아니라 앞뒤 문맥정보와 독자의 배경지식을 통

합하여 내포된 의미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Van den Broek et al., 

2005). 읽기이해는 텍스트에서 주어진 정보와 독자의 지식이 상호

작용하고, 추론과정이 더해져 가능해진다. 어휘비일관성 오류를 

확인 및 수정하기 위해서는 어휘지식 뿐 아니라 앞뒤 문맥을 통한 

추론과정을 통해 무의미단어를 대체할 적절한 어휘를 찾아야 한

다. 예를 들어, 본 연구 과제에 포함된 어휘비일관성 오류인 ‘설날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벙피가 있다’의 ‘벙피’라는 무의미단어를 수

정할 때 글의 흐름상 설날에 먹는 음식으로 ‘떡국’이라는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앞에 언급된 내용을 기억하여 반영하는 추론이 가능하

지 않다면 적절한 어휘를 확인하여 수정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낼 

것이다. 또한 어휘발달지연을 동반한 ADHD 아동은 추론 능력의 

결함 뿐 아니라 이들의 저조한 어휘지식이 담화 속 어휘비일관성 오

류를 확인 및 수정의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읽고 이해하는 것은 읽은 것에 대해 심적 표상(mental represen-

tation)을 구축하는 것이다. 심적 표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휘나 문법과 같은 언어지식 뿐 아니라 작업기억이나 주의집중과 

같은 상위인지 능력도 동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더 

높은 수준의 추론과 이해모니터링 능력을 통해 텍스트의 내용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독자의 배경지식을 통합하여 읽은 것을 이해

하게 된다(Rawson & Kintsch, 2005). 읽기이해에서 핵심적인 역할

을 하는 어휘 능력이 지연되어 있거나 주의집중, 작업기억, 억제 등 

읽기이해와 관련된 상위인지 전략에서 취약함을 보이는 ADHD 

아동의 특성이 이들의 읽기이해모니터링을 방해하고,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읽기이해를 어렵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ADHD 아동은 언어발달지연 동반의 여

부와 관계없이 읽기이해모니터링에서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이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읽기이해모니터링 능력이 얼마나 읽기이해와 관련

이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많은 선행연구

를 통해 나타난 읽기이해모니터링과 읽기이해 간의 관련성이나 설

명력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저조한 이해모니터링 능력이 읽기이해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읽기

이해에서 어려움을 보일 때 이해모니터링 능력도 함께 평가해야 하

며, 중재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이해모니터링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실행기

능의 취약함 등으로 설명했지만 본 연구에서 직접적인 평가는 이루

어지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실행기능을 포함한 다양

한 상위인지처리요인을 포함하여 이해모니터링 능력을 살펴보고, 

읽기이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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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Example of a expository discourse and error types

제목: 추석과 설날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는 큰 명절로 설날, 추석, 단오, 한식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은 설날과 추석이라고 할 수 있

다. 설날과 추석은 관습, 시기, 음식에 차이가 있다. 먼저 관습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생활습관으로, 명절마다 기념하는 관습

이 서로 다르다.

이 중 가장 큰 명절인 단오(내적비일관성)는 집안의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어른들께 세배한 후 세뱃돈도 받는다.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기도 한다.

시기적으로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한 해가 시작하는 날이며 계절은 여름(외적비일관성)에 해당한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

로 1년 중 가장 크고 동그란 보름달이 뜨는 날로 계절은 가을에 해당한다.

그리고 설날과 추석은 먹는 음식도 차이가 있다.

설날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벙피(어휘비일관성)가 있다. 이것은 떡과 고기육수를 따뜻하게 끓인 음식이다. 가래떡을 납작

하게 썰어 고깃국에 넣고 끓여 설날 아침에 모든 가족이 모여 나누어 먹는다.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은 송편으로 쌀가루를 반죽해 팥, 콩, 깨와 같은 소를 넣고 찐 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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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초등 3-5학년 어휘발달지연을 동반한 ADHD 아동과 단순 ADHD 아동의 설명담화 읽기이해모니터링 능력

박경민·윤효진

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초등 3-5학년 어휘발달지연을 동반한 ADHD 아동, 일반적인 어휘발달을 하는 단순 ADHD 아동, 그리고 학

년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의 설명담화 읽기이해모니터링 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 대상자는 초등 3-5학년의 어휘발달지연

을 동반한 ADHD 아동 19명, 일반적인 어휘발달을 하는 단순 ADHD 아동 17명, 그리고 학년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20명이다. 아동에

게 비교대조와 원인결과 유형의 두 설명담화를 읽은 후에 글에 포함된 어휘, 외적, 내적 비일관성 오류를 찾고 수정하도록 요구하였다. 

결과: 어휘발달지연을 동반한 ADHD 아동의 이해모니터링 수행력이 가장 저조하였으며, 단순 ADHD 아동도 일반 아동보다 통계적으

로 낮은 수행력을 나타냈다. 세 가지 오류유형 중 세 집단 모두 내적비일관성 오류에서 가장 어려움을 보였다. 논의 및 결론: 언어발달에 

어려움이 없는 ADHD 아동도 이해모니터링에서 취약함을 보였으며, 어휘발달지연을 동반한 아동은 이들의 부족한 어휘지식으로 인

해 더욱 더 이해모니터링을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가진 실행기능의 결함 등이 읽기이해모니터링에 영향을 미

치고, 이는 읽기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핵심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학령기 아동, 읽기이해, 이해모니터링, 어휘발달지연

본 연구는 제1저자(박경민)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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