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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읽기이해 부진학생(poor comprehenders)은 단어 해호화와 재인능력은 연령에 

적합한 수준이나 읽기이해력은 연령에 비해 지체되는 특성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어절들을 배열하여 어순에 맞게 문장을 구성하는 과제(word-order task)를 이용하여 일반학

생과 읽기이해 부진학생의 구문인식능력을 비교하였다. 방법:  초등학교 3～6학년 읽기이해 

부진학생 40명과 일반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복문으로 구성된 26문항의 문장구성하기 검사를 

실시하여 집단(2), 학년(2)에 따른 전반적인 수행력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명사절을 

안은문장, 부사절을 안은문장, 관형절을 안은문장 3가지 종류의 문장에 대해서 문장의 종류 

별로 각각 집단(2), 학년(2)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전반적으로 일반학생은 읽기이해 

부진학생에 비해 문장 구성하기 수행력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5, 6학년은 3, 4학년에 비해 문장 

구성하기 능력이 유의하게 높았다. 3가지 종류의 문장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명사절을 안은문

장은 집단의 주효과만 유의하였고 부사절을 안은문장과 관형절을 안은문장은 집단, 학년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논의 및 결론:  읽기이해 부진학생이 문장구성하기에서 보인 결과를 통하

여 그들의 구문인식능력의 특성과 그에 따른 읽기 이해의 어려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언어
청각장애연구, 2010;15;337-347.

핵심어:  읽기이해부진, 구문인식, 문장 구성, 단어 배열, 어순

Ⅰ. 서 론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 중에는 개별 단

어 해호화와 재인(decoding and recognizing of the 

individual words)능력은 연령에 적합한 수준으로 발

달되어 있으나 듣기이해(listening comprehension)

는 어려움을 보이는 ‘특정한 이해 결함(specific com-

prehension deficit)’을 지닌 학생들이 있다(Catts & 

Kamhi, 2005). 이들은 연령에 적합한 읽기기술을 지

녔음에도 불구하고 읽기이해는 지체되어 있는 바, 이들

에 대해 Cain & Oakhill (2007)은 ‘부족한 독자(poor 

reader)’라는 용어와 구별하여 ‘읽기이해부진학생(poor 

comprehenders)’이라고 칭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어절들을 배열하여 어순에 

맞게 문장을 구성하는 과제(word-order task)를 통하

여 일반학생과 읽기이해 부진학생의 구문인식능력을 

비교하였다. 구문인식(syntactic awareness)능력은 

상위언어기술(metalinguistic skills)로서 문장의 이

해나 산출 능력과는 구분되는 언어능력이다(Cain, 

2007). 구문인식능력은 모국어의 문법을 습득하고 문

법적으로 적절한 언어 산출능력을 발달시켜나가면서 

생겨나는 언어능력이므로 문법이 일정 정도 완성되면

서 발달하기 시작하여 학령기 이후에 활발하게 지속적

으로 발달해가는 능력이다(Paul, 2007). 따라서 학령

기 이후의 학생들에 대한 구문능력을 평가할 때는 단

순히 문장을 산출하는 능력이 아니라 구문인식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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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평가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라 하였다(Nation 

& Snowling, 2000). 구문인식이란 문장의 내적 문법 

구조에 대한 인식이다(Tunmer & Grieve, 1984). 구

문 또는 통사에 대한 이론은 문장 형성 원리와 과정에 

대한 이론으로 형태론과 함께 문법론을 구성하는 한 

영역이다. 구문론은 단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의미

있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법칙에 관한 것으로 단어 배

열, 문장성분의 이동, 대치 등을 다루며 동시에 문장성

분이 문장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연구하는 시제, 태, 

성, 수 등의 문법범주론을 포함한다(권재일, 2006). 구

문인식은 구문론적 규칙과 이론에 근거하여 문장의 오

류를 인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과제를 사용하여 평

가될 수 있다. 구문인식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자들

은 구문인식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주어진 단어를 배열

하여 문장 구성하기(Mokhtari & Thompson, 2006), 

어순 오류 수정하기(Cain, 2007; Nation & Snowling, 

2000), 주어진 단문들을 합성하여 하나의 복문 만들기

(Mokhtari & Thompson, 2006), 문장 따라 말하기

(박은주, 2003; 안지숙․김영태, 2000; Nation et al., 

2004), 문장의 시제 바꾸기(Nation et al., 2004), 문법형

태소 오류 판단․수정하기(김명희, 2003; 이윤경, 1996; 

임종아․황민아, 2006; 한유미, 1998; 황민아․정미란, 

2007; Cain, 2007) 등의 다양한 과제를 사용하였다.

구문인식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어절을 어순에 맞게 배열하여 문장을 구성하

는 과제(word-order task)를 사용하였다. 어순오류

를 수정하거나 주어진 어절들을 사용하여 어순에 맞

게 문장을 구성하는 과제(word-order-task)는 모국

어의 언어규칙을 대체로 습득한 이후의 학령기 아동

에 대한 유용한 평가 도구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용

되었으며(Cain, 2007; Mokhtari & Thompson, 2006; 

Nation & Snowling, 2000), 학령기 아동에 대한 읽

기 검사 도구에도 포함되어 있다(예: 기초학력검사, 
박경숙 외, 2008). 어순에 맞게 단어나 어절을 배열하

여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구조, 문장성분

들이 통합되거나 통합되지 않는 규칙, 문장 성분의 기

능을 부여하는 문법적 형태소에 대한 이해, 각 단어들

에 대한 통사적 지식, 단어들 간의 의미적 관계에 대

한 지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진찰한/ 의사가/ 환

자를/ 돌봐 주었다/ 간호사가”라는 어절들이 주어졌

을 때 이를 올바른 문장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 

환자, 간호사’ 간의 관계, 주어와 서술어 간의 연결, 관

형절이 문장 내에서 관형어로 사용되어 꾸밈을 받는 

체언 앞에 통합된다는 인식, 그리고 관형절을 안은문

장의 전체 구조에 대한 지식 등이 필요하다. 만약 주

어진 어절들을 이용하여 문장을 구성하였으되 “의사

가 간호사가 진찰한 환자를 돌봐주었다.”라고 배열한

다면 문법적으로는 맞으나 일반 상식에 근거해 볼 때 

의미적으로는 오류를 보이는 문장이 된다. 다른 경우

로는 관형절을 안은문장의 구문구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주격조사 ‘가’가 사용된 단어가 2개 제시

되었으므로 주어진 어절을 모두 사용하여 문장을 구

성하는 데 실패할 수도 있다. 

일반학생과 읽기이해 부진학생의 구문인식능력을 

비교한 연구자들은 단어 배열하기나 어순 오류 수정

하기, 문장 따라말하기 등의 구문인식과제에서 읽기

이해 부진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 낮은 수행력을 보였

다고 보고하였다(Nation & Snowling, 2000; Nation 

et al., 2004). Nation & Snowling (2000)은 9세 일반

학생과 읽기이해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어순에 오류가 

있는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을 들려준 후 어순 오

류를 수정하여 제시된 모든 단어를 사용하여 의미적

으로,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만들도록 하는 검사

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읽기이해부진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하여 어순 오류 수정 능력이 지체되었다. 그

리고 두 집단 모두 능동태 문장에 비해 수동태 문장이 

더 어려웠으며, 능동태에 비해 수동태 문장에서 읽기

이해 부진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해 수행력이 더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Nation et al. (2004)은 8세 일반

학생과 읽기이해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문장 따라 말

하기와 현재시제를 과제시제로 바꾸는 과제를 실시한 

결과, 읽기이해 부진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하여 두 가

지 과제 모두 수행력이 저조하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고학년을 대상으로 문장 구

성하기 과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양한 복문의 종류

를 포괄하여 전반적인 수행력을 평가하였다. 복문은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을 안은문장과 

대등관계로 이어진 문장을 포함하였는데, 이어진 문

장 중 종속관계로 이어진 문장은 부사절을 안은문장

으로도 보기 때문에(이익섭, 2004; 임지룡 외, 2006) 

본 연구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고 부사절을 안은문장

으로 분류하였다. 서술절은 절 전체가 문장에서 서술

어의 기능을 하며, 인용절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 절로 나타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끌어오는 직접인용과 다른 사람의 말을 말하는 사람

의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간접인용이 있다.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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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은 문장이 명사화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한 문장의 

서술어가 명사형 어미를 취하여 형성되며 문장 내에

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보어 등으로 사용된다. 부사

절은 안긴문장을 부사형으로 바꾸어 주는 부사형 어

미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관형절은 안긴문장을 관형

사형으로 바꾸어 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만들

어지며 바로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관형절은 관계관형절과 동격관형절로 나누어지는데, 

동격관형절 문장은 한 문장의 모든 성분을 다 완전하

게 갖추고 있어서 관형절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대로 

독립된 문장이 된다(임지룡 외, 2006). 관계관형절을 

안은문장은 관계절이 수식하는 명사가 주절에서 하는 

역할을 결정해 주는 모문기능(matrix role)과 수식되

는 명사가 관계관형절 내에서 하는 역할을 결정하는 

집점(focus)에 의해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이 요인들

이 어떻게 결합 되느냐에 따라 4가지 문장 유형이 가

능해지는데 즉, SS, SO, OS, OO이다. 여기서 앞의 

S나 O는 모문기능을 나타내고 뒤의 S나 O는 집점을 

나타내며, S는 주어를 O는 목적어를 말한다(김영진, 

1981; 승혜경, 1986; 이현진, 1983). 예를 들면 “환자

를 수술한 의사가 보호자를 불렀다.”라는 문장에서 

‘의사’는 주절의 주어(S)이며 관형절 내에서도 주어

(S)가 되므로 이는 SS 유형의 관형절을 안은문장이

다. “소방관이 아기를 업고 있는 아줌마를 도와주었

다.”에서 ‘아줌마’는 주절의 목적어(O)이면서 관형절 

내에서는 주어(S)가 되므로 OS유형의 문장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절을 배열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과제를 통해 읽기이해 부진학생과 일반학생의 구문인

식능력을 비교하였다. 집단, 학년에 따라 수행력의 차

이가 있는지, 집단과 학년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복문 중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

를 지닌 관형절을 안은문장, 문장 내에서 여러 성분으

로 사용되는 명사절을 안은문장, 그리고 한국어에서 

매우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부사절을 안은문장의 3가

지 문장종류에 대해 각각 집단, 학년 간 차이, 집단과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총 80명이었다.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에 소속된 초등학교 3, 4, 5, 6학년 중 일반학생 40명

과 읽기이해 부진학생 40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읽기이해 부진학생의 선정 기준은 Cain (2006)의 

개념에 근거하여 단어재인은 생활연령 수준이나 읽기

이해력은 생활연령에 비하여 1년 이상 지체되는 학생

으로 하였다. 단어재인과 읽기이해력을 각각 측정하

기 위해 표준화된 검사도구인 기초학습기능검사
(박경숙․윤점룡․박효정, 1989)를 사용하였으며 연

구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읽기이해 부진학생은 (1)지역아동센터의 담당교사

에 의해 읽기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학

생 중 (2)기초학습기능검사(박경숙․윤점룡․박효

정, 1989) 결과, 문자와 낱말의 재인능력을 평가하는 

‘읽기Ⅰ’은 생활연령에 비해 12개월 이상 지체되지 않

으나 (3)독해력을 평가하는 ‘읽기Ⅱ’는 생활연령에 비

해 12개월 이상 지체되며 (4)지역아동센터 담당교사

의 보고에 의하여 정서․행동이나 감각의 문제가 없

고 (5)한국판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Ⅲ (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Ⅲ: K-

WISC-Ⅲ, 이하 K-WISC-Ⅲ)(곽금주․박혜원․

김청택, 2001)의 동작성 지능검사 결과, 70이상인 학

생으로 선정하였다. 

일반학생은 (1) 지역아동센터의담당교사에 의해 

읽기이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학생 중 (2)

기초학습기능검사 결과 ‘읽기Ⅰ’과 ‘읽기Ⅱ’ 모두 

생활연령에 비해 12개월 이상 지체되지 않으며 (3)지

역아동센터 담당교사의 보고에 의하여 정서․행동이

나 감각의 문제가 없으며 (4) K-WISC-Ⅲ의 동작성 

지능검사 결과 70이상이며 (5) 읽기이해 부진학생과 

일대일로 대응하여 성별이 동일하고 생활연령이 ±3

개월 범위인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학년 별 구성은 두 집단이 동일하게 각 

학년 별로 3학년 10명, 4학년 10명, 5학년 14명, 6학년

이 6명이었다. 연구대상에 관한 정보는 <표 - 1>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의 문자와 낱말의 재인능력을 알아본 기
초학습기능검사의 ‘읽기Ⅰ’검사 결과 두 집단 모두 

평균 10세 6개월 수준으로 평균 생활연령 10세 7개월

에 비추어 연령에 적합한 수준이었다. 반면 독해력을 

알아본 기초학습기능검사의 ‘읽기 Ⅱ’검사 결과 읽기

이해 부진학생은 8세 6개월 수준으로 연령에 비추어 

25개월 정도 지체되었고 일반학생은 11세 0개월 수준

으로 연령에 적합한 수준이었다. 각 집단이 ‘읽기Ⅰ’과 

‘읽기 Ⅱ’에서 획득한 점수를 t 검정한 결과, ‘읽기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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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학년
인원

(남:여)

평균

연령
a)

읽기Ⅰb) 읽기Ⅱc)
동작성

지능

(범 )
평균

(SD)

연령 규

(학년 규 )

평균

(SD)

연령 규

(학년 규 )

읽기 

이해 

부진 

학생

3,4
20

(9:11)
9;8

42.6

(2.21)

9;0～10;0

(4.5)

34.6

(4.44)

7;10

(3.0)

92

(73～109)

5,6
20

(10:10)
11;7

45.4

(1.04)

11;0～12;0

(6.0)

39.8

(1.34)

9;0～10;0

(4.0)

89.9

(73～114)

체
40

(19:21)
10;7

44.0

(2.21)

10;6

(5.5)

37.2

(4.19)

8;6

(3.7)
90.9

일반 

학생

3,4
20

(9:11)
9;8

43.1

(1.61)

10;0

(5.0)

41.8

(2.39)

10;4～10;8

(5.0)

108

(95～123)

5,6
20

(10:10)
11;6

45.4

(1.43)

11;0～12;0

(6.0)

44.4

(1.93)

12;0

(6.0)

101

(85～119)

체
40

(19:21)
10;7

44.2

(1.92)

10;6

(5.5)

43.1

(2.50)

11;0

(6.0)
104.6

a) 단위는 세;개월, b) 기초학습기능검사의 읽기Ⅰ, c) 기초학습기능검사의 읽기Ⅱ

<표- 1> 연구 상 학생의 정보

의 수행점수는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으나(t(78) = -.593, p> .05), ‘읽기Ⅱ’의 수행

점수는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78) = -7.644, p< .001). 

2. 검사 도구

가.  도구 제작 과정

검사 문항은 2차례의 예비 실험을 거쳐 제작되었

다. 1차 예비 실험은 3～6학년 일반학생 10명이, 2차 

예비 실험은 3～6학년 일반학생 21명이 참여하였다. 

1차 예비실험의 문항은 단문과 복문을 모두 포함하여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단문은 2～7어절 문장으로 

구성하였으며 복문은 대등관계로 이어진 문장과 부사

절, 명사절, 관형절, 서술절, 인용절을 안은문장을 포

함하였으며 4～7어절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1차 예비 

실험 결과 단문은 난이도가 너무 낮아 제외하였다. 2

차 예비실험은 단문을 제외하고 복문만으로 구성하였

으며 복문은 어절 수가 다름으로 인해 생겨날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5어절로 구성하여 총 33문항의 복문으

로 과제를 구성하였다. 2차 예비 실험 결과 모든 학생

이 정반응한 대등관계로 이어진 문장, 인용절을 안은

문장, 서술절을 안은문장은 난이도가 너무 낮아 적은 

수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나.  최종 문항

2차례의 예비실험을 거쳐 최종문항은 연습문항 2

개와 본 문항 26개로 구성하였다. 문장은 모두 복문이

며 부사절을 안은문장 4문항, 명사절을 안은문장 6문

항, 관형절을 안은문장 10문항이었고 대등관계로 이

어진 문장, 서술절을 안은문장, 인용절을 안은문장은 

각각 2문항이었다.

명사절을 안은문장은 대표적인 문장 성분으로 주

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되는 경우로 각각 2문항 씩 6

문항이었고 부사절을 안은문장은 이전 연구(박은주, 

2003; 안지숙․김영태, 2000)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보고된 원인, 조건, 시간순차와 다양한 내용으로 사용

되는 상황의 부사절을 추가하여 각각 1문항씩 4문항

이었다. 관형절을 안은문장은 10문항으로, 앞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관계관형절의 4가지 대표적 형태가 각

각 다른 구문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형태 별로 2문항씩 

구성하였고 동격관형절 문장 2문항을 구성하였다. 대

등관계로 이어진 문장은 대조, 나열 각 1문항씩 2문항, 

인용절을 안은문장은 직접인용절 문장과 간접인용절 

문장 각 1문항씩 2문항, 서술절을 안은문장은 전체-

부분, 주격 명사의 속성 문장 각 1문항씩 2문항이었다. 

검사 문장은 모두 5어절로 구성하였다. 단 “돌봐 주

다”와 같이 본용언에 보조용언이 첨가된 경우에 어절 

수는 6개이나 용언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제시하였

으므로 검사 시 문장 구성에서는 5개의 어절을 조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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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같도록 하였다. 문장의 음절수는 11～20음절

이며 평균 16음절이었다. 검사 문장은 같은 문장 유형

이 연속되지 않도록 유사 무선 배열로 제시하였다. 제

시되는 첫 어절의 문장성분이 문장 구성에 미치는 영

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특정 번호가 첫 번째에 오는 문

항 수가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주어지는 어절의 순서

를 조절하였다. 즉, 처음으로 주어지는 어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주어지는 어절이 문장

을 완성했을 때 문장의 처음에 위치하는 빈도를 모두 

비슷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검사 순서가 검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전체 문항을 역균형 

통제하여 가, 나형 두 개의 검사지를 구성하였다. 집단 

별로 검사대상의 반은 가형 검사지를 사용하였고 나

머지 반은 나형 검사지을 사용하였다. 실험 문장에 사

용된 어휘는 김광해(2003)의 어휘목록을 참고하여 대

부분 1, 2등급 어휘로 구성되었으며 3, 4등급 단어가 

일부 포함되었다. 3, 4등급 단어로는 ‘홈런, 관중, 환호

하다, 괴롭히다, 소질, 입원하다, 축하하다, 진찰하다, 

반기다, 구구단’ 등이었다. 검사 문항의 예를 <표- 2>

에 제시하였다.

<표- 2> 문장 구성하기 검사 문항의 

문장 종류 검사 문항

명사 을 

안은문장
엄마는 내가 구구단을 외우기를 바란다.

부사 을 

안은문장

내가 답을 몰라서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다.

형 을 

안은문장

간호사가 의사가 진찰한 환자를 돌  

주었다. 

인용 을 

안은문장

의사선생님은 “감기가 심하군”이라고 

말 하셨다.

서술 을 

안은문장
 코끼리는 코가 무척 길다.

이어진 문장

( 등 계)
아빠는 운 하고 나는 경치를 구경했다.

3. 실험 절차

실험은 지역아동센터의 조용한 교실에서 개별적으

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연구대상과 마주보고 앉아

서 검사를 진행하였다. 2개의 연습문항을 먼저 실시하

여 검사방법을 익힌 후에 본 문항을 검사하였다. 검사 

방법은 주어진 어절들을 학생이 직접 읽고 문장을 구

성하여 어절 순서대로 빈 칸에 문장을 쓰지 않고 해당 

번호를 순서대로 기록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쓰기에

서 오는 부담이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였다. 문장을 만들 때 모든 어절을 빠짐없이 사용

하도록 지시하였고 반응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

였다. 검사 시간은 20～25분이 소요되었다. 

4. 채점

문장 구성하기 과제는 총 26문항이었다. 각 문항 당 

1점씩 총 26점이며 정반응에 대해 1점, 오반응에 대해 

0점으로 처리하였다. 기본 어순이 아니어도 문법오류 

없이 문장이 성립하는 경우 정답으로 처리하였다. 구

성된 문장이 의미적으로 성립되지 않거나 문장이 성

립되더라도 주어진 어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오답으로 처리하였다. 학생이 정답을 수정한 경우에

는 마지막 반응을 인정하였다. 채점의 예를 <표 - 3>

에 제시하였다. 

<표- 3> 문장 구성하기 검사 채  

문항 반응 채  기

①도왔다

②도둑이

③주민을

④괴롭힌 

⑤경찰이

➜ (  )(  )(  )

(  )(  ).

⑤②④③①(경찰이 도둑이 

괴롭힌 주민을 도왔다)

기본 

어순
1

②④③⑤①(도둑이 괴롭힌 

주민을 경찰이 도왔다)

문장 

성립

②⑤④③①(도둑이 경찰이 

괴롭힌 주민을 도왔다) 

의미 

오류
0

②④③①  (도둑이 괴롭힌 

주민을 도왔다)

어  

락

5. 신뢰도 분석

신뢰도는 두 집단 학생의 자료에 대하여 연구자와 

제 2 평가자의 채점자간 일치율을 구하였다. 제 2 평

가자는 연구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언어치료사 1명

이었다. 각 집단 별로 자료의 20%에 해당하는 학생 

8명씩, 총 16명의 자료에 대하여 제 2 평가자가 독

립적으로 채점하였으며 평가자 간 일치율은 98.5 %

였다. 

6. 통계 분석

문장구성하기 수행력에 대한 집단, 학년의 주효과 및 

집단과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집단)

× 2(학년)의 이요인 분산분석(Two-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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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종류

읽기이해 부진학생 일반학생

3, 4 학년 5, 6 학년 부진 체 3, 4 학년 5, 6 학년 일반 체

평균(SD)

정반응률

평균(SD)

정반응률

평균(SD)

정반응률

평균(SD)

정반응률

평균(SD)

정반응률

평균(SD)

정반응률

명사 을 안은문장

(총 : 6)

5.55(1.39)

92.5%

5.50( .60)

91.6%

5.52(1.06)

92%

5.85( .36)

97.5%

6.00( .00)

100%

5.92( .26)

98.6%

부사 을 안은문장

(총 : 4)

3.55( .68)

88.7%

3.90( .30)

97.5%

3.72( .55)

93.0%

3.95( .22)

98.7%

4.00( .00)

100%

3.97( .15)

99.2%

형 을 안은문장

(총 :10)

4.65(2.20)

46.5%

6.15(1.22)

61.5%

5.4(1.91)

54%

7.85(1.56)

78.5%

8.95(1.05)

89.5%

8.40(1.42)

84%

<표- 6> 일반학생과 읽기이해 부진학생의 문장 종류 별 수행력

을 실시하였다. 학년은 3, 4학년과 5, 6학년을 각각 

한 그룹으로 구성하여 발달과정을 살펴보고자 하

였다. 

문장 종류 중 명사절을 안은문장, 부사절을 안은문

장, 관형절을 안은문장 3종류의 문장종류에 대해 각각 

집단, 학년의 주효과 및 집단과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각 문장 종류별로 2(집단) × 2(학

년)의 이요인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3, 4학년

과 5, 6학년을 각각 한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일반학생과 읽기이해 부진학생의 문장구성

하기의 전반적 수행력

일반학생과 읽기이해 부진학생의 문장구성하기 전

체 수행력은 <표 - 4>과 같다.

<표- 4> 일반학생과 읽기이해 부진학생의 문장 구성
하기 수행력(총 : 26)

3, 4 학년 5, 6 학년 체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읽기이해부진

학생(40명)
18.80 ±4.21 20.95 ±2.06 19.87 ±3.45

일반학생

(40명)
23.50 ±1.96 24.85 ±1.13 24.17 ±1.72

체 21.15 ±4.02 22.90 ±2.57 22.02 ±3.46

집단(2) ×학년(2)의 분산분석 결과는 <표 - 5>에 

제시하였다.

<표- 5> 문장 구성하기 과제 수행의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SS df MS F p

집단 369.800  1 369.800 54.498 <.001

학년 61.250  1 61.250 9.027  .004

집단×학년 3.200  1 3.200 <1  .494

오차 515.700 76 6.786

합계 949.950 79

<표 - 5>의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일반학생은 읽

기이해 부진학생에 비하여 문장 구성하기 수행력이 

유의하게 높았으며(F(1, 76) = 54.498, p< .001), 5, 6

학년은 3, 4학년에 비하여 문장 구성하기 수행능력이 

유의하게 높았다(F(1, 76) = 9.027, p = .004). 

2. 일반학생과 읽기이해 부진학생의 문장 종류 별 

수행력 

명사절을 안은문장, 부사절을 안은문장, 관형절을 

안은문장 각각에 대해 집단과 학년의 변화에 따른 수

행력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6>에 

제시하였고 각 문장 종류 별 분산분석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 7>의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명사절을 안은

문장의 경우 일반학생은 읽기이해 부진학생에 비하여 

명사절을 안은문장 구성하기 수행력이 유의하게 높았

다(F(1, 76) = 5.230, p = .025).

부사절을 안은문장의 경우, 일반학생은 읽기이해 

부진학생에 비하여 부사절을 안은문장 구성하기 수행

력이 유의하게 높았으며(F(1, 76) = 8.120, p = .006) 

5, 6학년은 3, 4학년에 비하여 수행력이 유의하게 높

았다(F(1, 76) = 5.197, p =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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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을 안은문장 수행력에 한 분산분석

종류 분산원 SS df MS F p

명사

집단 3.200  1 3.200 5.230  .025

학년 .050  1 .050 <1  .776

집단×학년 .200  1 .200 <1  .569

오차 46.500 76 .612

합계 49.950 79

부사

집단 1.250  1 1.250 8.120  .006

학년 .800  1 .800 5.197  .025

집단×학년 .450  1 .450 2.923  .091

오차 11.700 76 .154

합계 14.200 79

형

집단 180.000  1 180.000 72.534 <.001

학년 33.800  1 33.800 13.620 <.001

집단×학년 .800  1 .800 <1  .572

오차 188.600 76 2.482

합계 403.200 79

관형절을 안은문장의 경우에도 부사절을 안은문장

과 마찬가지로 일반학생은 읽기이해 부진학생에 비하

여 관형절을 안은문장 구성하기 수행력이 유의하게 

높았으며(F(1, 76) = 72.534, p< .001), 5, 6학년은 3, 

4학년에 비하여 수행력이 유의하게 높았다(F(1, 76)

= 13.620, p< .001). 

Ⅳ. 논의 및 결론

문장구성하기 전체 수행력에 있어서 읽기이해 부

진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여 문장구성하기 과제를 통해 알아본 구문인식능력

이 지체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한국어를 사용

하는 읽기이해 부진학생은 영어를 사용하는 읽기이해 

부진학생과 마찬가지로 문장구성하기 과제를 사용하

여 알아본 구문인식 능력이 일반학생에 비해 지체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읽기이해 부진학생이 보여준 구

문인식의 어려움은 읽기이해력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읽기이해와 관련된 요인에 대해 연구한 선행

연구자들은 단어 읽기 기술 이외에 읽기이해의 어려

움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을 언어능력의 지체에서 

찾았고, 그 하위영역의 하나로 구문인식능력의 중요

성에 대해 강조하였다(Botting, Simkin & Conti-

Ramsden, 2006; Cain, 2007; Menyuk & Chesnick, 

1997). 문장의 문법적 구조와 문장 성분들 간의 관계

에 대한 인식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특히 많은 문장으로 이루

어진 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가

중될 가능성이 높다. 

학년 간 비교에서 3, 4학년은 5, 6학년에 비하여 유

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여 문장구성하기 과제를 통

해 알아본 구문인식능력이 학령기 동안 꾸준히 향상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문인식능력은 구문론적 

능력이 발달하면서 그를 바탕으로 발달해 가는 능력

이므로 초등학교 시기를 거치면서 꾸준히 향상되어 

나감을 볼 수 있었다. 학년 간 차이는 나타났으나 집

단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지 않아, 읽기이해 

부진학생도 속도는 느리지만 일반학생들의 발달과정

을 따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두 집단과 학년에 따른 문장 구성하기 수행

력의 차이는 문장의 종류에 따라 양상이 달랐다. 명사

절을 안은문장은 집단 간 수행력의 차이만 유의하였

다. 명사절을 안은문장 과제에서 학년 간 차이가 유의

하지 않았던 것은 일반학생의 경우 3, 4학년에서도 천

정효과를 나타냈고 읽기이해 부진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해 수행력이 낮으면서 3, 4학년과 5, 6학년의 수행

력이 거의 유사하였기 때문으로 보였다. 이와 달리 부

사절을 안은문장과 관형절을 안은문장은 모두 학년 

간 차이와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고 집단 ×학년의 상

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두 문장 종류에 

대한 수행력은 두 집단 모두 초등학교 3, 4학년을 지

나 5, 6학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향상됨을 볼 수 있

었다. 영어권에서 이루어진 구문인식능력에 대한 선

행연구는 문장의 태, 의미적 중의성, 문장 구조, 길이 

등에 따라 과제수행력이 달라진다고 하였다(Nation 

& Snowling, 2000). 본 연구에서는 문장의 종류 별로 

문항 수가 달라 문장의 종류에 따른 수행력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었으나 정반응률을 살펴볼 

때, 관형절을 안은문장에 대한 수행력은 명사절을 안

은문장이나 부사절을 안은문장의 수행력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저조한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관형절을 안은문장은 다른 종류의 절을 

안은문장에 비해 구조가 더 복잡하고 주어, 목적어들

이 모두 생체성을 지닌 것으로 의미적으로도 어려운 

문항이었다. 관형절을 안은문장이라도 관형절의 꾸밈

을 받는 체언이 무생물인 경우라면 수행정도는 달라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같은 종류의 문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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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더라도 문장의 하위 유형이나 세부적인 측면

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느냐에 따라 수행력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한편, 읽기이해 부진학생들이 보이는 구문인식의 

어려움에 대하여 선행연구자들은 어휘력의 제한이나 

작업기억의 문제와 연관지어 설명하였는데(Cain, 2007; 

Nation & Snowling, 2000), 이와 더불어 구문인식은 

구문지식의 발달과 더불어 발달하는 능력이므로 읽기

이해 부진학생이 지닌 구문지식 자체의 부족이 한 요

인이 될 수 있음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문인식의 어

려움의 원인에 관해서는 이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명사절, 부사절, 관형절을 중심으로 각 

문장 종류 별로 집단, 학년 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추

후 연구에서는 읽기이해 부진학생과 일반학생의 구문

인식 능력을 문장의 종류에 따른 차이, 문장 종류의 

하위유형이나 문장 성분에 따른 차이, 문장의 길이에 

따른 수행력의 차이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자세히 비

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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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yntactic
awareness skills of poor comprehenders using a word-order task. Relative to their peers, 
the poor comprehenders had normal word decoding and recognition skills but delayed 
reading comprehension skills. Methods: Eighty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grades 3-6 
participated in the present study. Among the participants, 40 were poor comprehenders 
and 40 were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All participants were tested using a word-order
task containing a variety of complex-sentence types in a total of 26 items. In order to test 
the developing changes in syntactic awareness skills, the children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3rd and 4th graders in the younger group and 5th and 6th graders in the older 
group. For whole items, a two-way ANOVA of subject group (2) x grade (2) was conducted.
Additionally, for each of the three complex-sentence types that included a subordinate 
clause, noun-clause, adjective-clause, relative-clause, a two-way ANOVA of subject group 
(2) x grade (2) was conducted. Results: For whole items, significant main effects were 
found for group and age. For complex-sentences embedding a noun-clause, a significant 
main effect was found for group only. In contrast, for complex-sentence types embedding 
an adjective-clause or a relative-clause, significant main effects were found for group and 
age. Discussion & Conclusion: The performances of the poor comprehenders on the word-
order task were interpreted in terms of their syntactic awareness skills.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syntactic awareness for reading comprehension is further discussed.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0;15;337-347)

Key Words: reading comprehension, syntactic awareness, word-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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