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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Children with poor reading comprehension (poor comprehenders) show defi-
cits in reading comprehension along with normal word decoding skills. Although their lim-
ited vocabulary knowledge has been reported,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un-
derlying semantic and phonological processing are limited. We investigated the word pro-
cessing of Korean-speaking poor comprehenders using an online decision task during ver-
bal analogy.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0 poor comprehenders and 12 typically de-
veloping children from grades 4th-6th. They performed the on-line decision tasks where 
verbal analogy questions of ‘A:B= C:(?)’ were presented on a computer screen. There were 3 
types of target words: correct words, phonologically-related incorrect words, and semanti-
cally-related incorrect words. The children had to determine whether a target word was an 
appropriate answer for the preceding verbal analogy question. The reaction times and ac-
curacies were measured. Results: For the correct words, the two groups did not signifi-
cantly differ for both reaction times and accuracies. For the phonologically-related incor-
rect words, the poor comprehenders’ reaction times were significantly slower than their 
peers, although the accuracies of the two groups were similar. For the semantically-related 
incorrect words, the poor comprehenders’ performances were significantly less accurate 
and slower compared to their peers.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poor com-
prehenders are inefficient in suppressing inappropriate but phonologically- or semanti-
cally-related words during word recognition. It is suggested that their deficits in reading 
comprehension may be partly associated with the inefficiency for inhibiting phonologi-
cally-similar words or contextually irrelevant meanings of words during reading compre-
hension.

Keywords: Poor comprehenders, Word processing, Word recognition, Vocabulary knowl-
edge, Verbal analogy, Inhibitory deficits

읽기과정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복잡한 언어 및 인지능력의 

산물이다. 읽기는 시각적으로 단어를 재인하고 단어의 뜻을 이해

하는 단어수준을 거쳐, 구문 및 문법능력에 알맞게 문장 및 글을 

파악하고 추론하여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나아간다. 이

러한 일련의 읽기과정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를 읽기장애라고 한

다. 언어이해 능력은 정상적이지만, 단어재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를 난독증(dyslexia)이라 하며, 정상적인 단어재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기이해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를 읽기이해부진

(reading comprehension deficit 혹은 poor comprehender)이라고 

한다(Cain & Oakhill, 2007; Catts, Kamhi, & Adlof, 2012). 특히, 읽

기이해부진아동은 정상적인 음독능력을 보임을 감안할 때에 이들

의 부족한 읽기이해 능력은 음독과정이 아닌 부족한 언어이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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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영향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어휘능력은 얼마나 많은 어휘를 알고 있는가의 양적 측면인 어휘

량(vocabulary size)과 단어 의미를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는가의 

질적 측면인 어휘지식(vocabulary knowledge)으로 구분할 수 있다

(Baker, Simmons, & Kameenui, 1998). 효과적인 읽기이해를 위해

서는 어휘의 양적 측면과 더불어 질적으로 깊이 있는 어휘지식이 

요구된다(Nation, Adams, Bowyer-Crane, & Snowling, 1999; White, 

Graves, & Slater, 1990). 어휘지식은 읽기이해 과정의 하위수준인 

글에 제시된 문장 각각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뿐 아니라 상위수준에서 맥락에 적절한 글 내용 통합 및 추론을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원으로서 작용한다(Cain & Oakhill, 

2006). 이처럼 어휘지식은 읽기이해의 다양한 과정에서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연구에 따르면, 읽기이해부진아동은 양적 측면인 

어휘량뿐 아니라 질적인 어휘지식 역시 빈약하며(Baker et al., 1998; 

Catts, Adlof, & Weismer, 2006; Kim & Hwang, 2008; Nation, Clarke, 

Marshell, & Durand, 2004), 어휘지식은 읽기이해부진아동을 판별

하는 중요요인으로도 보고되었다(Cain & Oakhill, 2006; Jeong, 

2009a; Nation & Snowling, 1998). 

단어유추는 ‘A:B= C:(?)’의 형식에서 제시된 A와 B의 관계를 파

악하여 (?)에 해당하는 단어를 추론하는 과제로서 어휘지식을 검사

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 과제이다(Jeong, 2009a; Kim & Hwang, 

2008; Ko, 2006; Nippold, Erskine, & Freed, 1998; Sternberg & Ni-

gro, 1980). 단어유추는 유추(analogy)의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Masterson, Evans, & Aloia, 1993), 제시된 단어들 간의 의미관계

를 파악하여, 이를 새로운 단어들 간의 관계에 적용하게 된다. 즉, 

“사과:과일=사자:(동물)”에서 목표 단어인 “(동물)”은 “사과-과일”

의 관계에서 추론(inference)된 의미관계를 바탕으로, “사자-(동

물)”의 관계에 적용(application)하는 내재적인 처리과정을 거친 결

과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읽기이해부진아동이 어휘지식에서 

어려움을 보인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어휘 지식의 내재적인 

처리과정에서도 일반아동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어휘수준의 내재적인 처리과정은 단어재인, 어휘접속, 어휘해석

으로 이루어진다(Tabossi & Zardon, 1993; Zoh et al., 2003). 단어재

인은 단어의 형태 및 음운과 같은 구조적인 정보들을 대응시켜 단

어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어휘접속에서

는 확인된 단어와 연결된 의미 연결경로(semantic network) 및 음운 

연결경로(phonological network)를 통해 어휘집(mental lexicon)에 

있는 관련된 의미 및 음운 정보가 활성화되고, 최종적으로 맥락에 

따라 올바른 의미로 단어가 해석되어가는 과정으로 나아간다. 이

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목표된 단어와 의미 또는 음운적으로 유사

한 단어들이 함께 활성화되기도 하는데, 읽기이해부진아동의 경우 

그들의 빈약한 어휘지식으로 인하여 또래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관

련 단어들간의 활성화 효과가 낮았다(Choi & Hwang, 2010). 반면 

성공적으로 단어를 재인하고 해석하기 위하여서는 활성화된 다양

한 정보들 중에서 부적절한 정보를 빠르게 억제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결국, 내재적인 처리과정은 외부에서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활성화된 다양한 의미 및 음운 정보들 중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성공적인 읽기이해를 위해서는 내재적 

처리과정에 있어서 적절한 정보의 강력한 활성화뿐만 아니라 부적

절한 정보의 빠른 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Gernsbac-

her & Faust, 1991). 읽기이해 능력이 미숙할수록 활성화된 다양한 

정보들 중에서 부적절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Gernsbacher & Faust, 1991; Ko, Choi, & Hwang, 2010). Ko 

등 (2010)은 읽기이해부진아동이 문장 안에 제시된 다의어를 해석

함에 있어, 다의어의 여러 뜻 중에서 맥락에 적절한 뜻만 활성화하

고 나머지는 억제하는 능력이 일반아동에 비해 저조함을 보고하였

다. 본 연구는 어휘수준의 내재적 처리과정에서 읽기이해부진아동

의 부적절한 정보 억제 능력이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어떠한 양상

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어 유추를 활용한 온라인 판단과

제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유추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A:B= C:(?)’의 

형식에서 (?)에 해당하는 목표단어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읽기

이해부진아동이 정답에 해당하는 목표단어가 정답임을 빠르고 정

확하게 판단하는 능력뿐 아니라, 음운적 또는 의미적으로 관련되

지만 오답인 목표단어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능력에 있어서 일

반아동들과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서울 및 경기지역 초등학교 재학 중인 4, 5, 6학년 읽

기이해부진아동 10명, 일반아동 12명으로 총 22명이었다. 읽기이해

부진아동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모 및 교사에 의해 읽기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아동들 중에서, 2) 저성취 모

델(low achievement model)에 근거하여(Fletcher et al., 2002), 기초

학력검사(Park, Kim, Song, Jeong, & Jeong, 2008)의 짧은 글 이해 

소검사에서 백분위 25 이하에 속하고, 3) 음독 소검사에서는 백분

위 25 이상에 속하며, 4) 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III (K-WISC III; Kwak, Park, & Kim, 2001)의 동작성 지

능이 85 이상에 속하는 아동이었다. 선정된 읽기이해부진아동은 



읽기이해부진아동의 단어유추를 통한 단어처리 특성  •  김병준 외

http://dx.doi.org/10.12963/csd.13046 http://www.e-csd.org    271

남자가 3명, 여자가 7명이었다.

일반아동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모 및 교사에 의해 읽

기이해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아동들 중에서, 2) 기초학

력검사(Park et al., 2008)의 음독 소검사와 짧은 글 이해 소검사 모

두에서 백분위 25 이상에 속하며, 3) K-WISC III (Kwak et al., 2001)

의 동작성 지능이 85 이상에 속하는 아동이었다. 선정된 일반아동

은 남자가 3명, 여자가 9명이었다.

선정된 연구대상 아동들은 감각적, 신경학적 문제가 없으며, 정서 

및 행동상의 문제가 없음을 부모 또는 교사에게서 확인하였다. 두 

집단 아동들은 동작성 지능(t(20) = -1.017, p>.05)과 음독능력(t(20) =  

-1.218, p>.05)에서는 두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짧은 글 이해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t(20) = -5.172, p< .001). 연구대상의 정보는 Table 1와 같다.

도구

실험도구는 단어유추 판단과제로서 교육 및 연습시행 20문항, 

본 시행 7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72회 본 시행 항목 중 36문항은 음

운관련 오답 조건 18문항, 의미관련 오답 조건 18문항으로 “아니

오” 반응을 유도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나머지 반인 36문항은 

“예” 반응을 이끌기 위한 정답 조건으로 구성하였다. 단어유추 문

항은 Ko (2006), Jeong (2009a)의 연구 과제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

하였다. 72개 목표단어 중 “아니오” 판단을 위한 목표 단어는 음운

관련 오답 조건 단어 18개, 의미관련 오답 조건 단어 18개로 선정하

였으며, 이에 대응되는 “예” 판단을 위한 정답 조건 단어 36개를 선

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단어들은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

휘(Kim, 2003)’의 1-3등급 내에 있는 단어들이었다.

구체적으로 음운관련 오답 조건과 의미관련 오답 조건의 목표단

어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음운관련 오답 조건의 목

표단어는 유추된 정답과 음운적 유사성이 높은 오답으로, 음운적 

유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답과 2음절 초성까지 일치하는 단어를 

선정하였다(예: 문항 “비:날씨=가을:(?)” - 정답 “계절” - 음운관련 

오답 조건 목표단어 “계집”). 의미관련 오답 조건의 목표단어는 

‘A:B= C:(?)’의 유추형식에서 C와 의미적으로 관련된 단어를 선정

하였다(예: 문항 “방석:엉덩이=베개:(?)” - 정답 “머리” - 의미관련 

오답 조건의 목표단어 “이불”). 정답 조건의 목표단어는 유추 결과

로 선정된 정답 단어였다(예: 문항 “하나:둘=다섯:(?)” - 정답 및 목

표단어 “여섯”). 모든 목표단어는 2음절로 구성하였다.

최종 연구문항을 선정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예비실험을 실시하

였다. 먼저, 일반인 9명(성인 및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지필형

식의 단어유추 판단과제 150문항을 실시하여 정반응률이 50% 이

상인 문항을 92개를 선정하였다. 이어서 앞서 선정된 92문항을 온

라인 판단과제로 제작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일반아동 7명에게 실

시하였다. 아동의 수행 결과 오반응률이 50% 이상이거나 반응시간

이 2초 이상인 문항을 제외하여 본 시행 문항을 선정하였다. 최종

적으로 “아니오” 반응을 위한 음운관련 오답 조건 18문항, 의미관

련 오답 조건 18문항을 선정하였고, 이에 대비하여 “예” 반응을 위

한 정답 조건 36문항을 선정하여 본 시행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에게 과제 수행 방법을 학습시키기 위한 교육 및 연습문

항 20개를 별도로 제작하였다. 교육 및 연습시행은 음운관련 조건 

5회, 의미관련 조건 5회, 정답 조건 10회로 구성되었다.

연구 절차

실험은 조용한 방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 자극의 제시와 

측정은 노트북(SAMSUNG Sens R410)을 이용한 E-PRIME 2.0 

(2007)으로 이루어졌다. 본 시행 문항은 무선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아동은 36회의 본 시행을 수행한 후 2분 이내의 짧은 휴식을 가지

고, 나머지 본 시행을 수행하였다. 모든 문항은 13인치 노트북 모니

터의 흰 바탕에 18폰트의 검정색 명조체로 제시되었다. 검사자는 

아동에게 목표단어를 보고 정답이면 마우스 왼쪽의 “예” 버튼을, 

오답이면 마우스 오른쪽의 “아니오” 버튼을 눌러 반응하도록 하였

다. 연구자는 아동에게 모니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실험 지시문을 

보여주었다. “화면에 ‘A:B= C:(?)’ 형식의 문항이 나타날 거예요. 그

럼 ○○아동은 화면을 잘 보고 (?)에 해당하는 답이 생각나자마자 

SPACE BAR을 누르세요. 그럼 문항 밑줄에 (?)에 해당하는 어떤 단

어가 나타나요. ○○아동이 이 단어를 보자마자 정답이라고 생각

되면 “예” 버튼을, 오답이라고 생각되면 “아니오” 버튼을 누르세

요. 단어가 나오자마자 정확하게 판단하고 빠르게 누르는 것이 중

요해요.” 실험자는 모든 아동들에게 20회의 교육 및 연습시행을 실

시하여 과제수행 방법을 습득한 지 확인한 후 본 시행을 실시하였

다. 만일 아동이 이해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습시행을 반

복하여 수행할 수 있었다. 모든 아동이 수행방법을 충분히 숙지했

Table 1. Group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Poor compre-

henders (n= 10)
Good compre-

henders (n= 12) t
Mean (SD) Mean (SD)

Grade 4.90 (0.74) 5.17 (0.94) -0.730
K-WISC III (standard scores) 104.80 (14.14) 110.58 (12.54) -1.017
Decoding (raw scores) 23.50 (0.71) 23.83 (0.58) -1.218
Text comprehension (raw scores) 9.90 (3.04) 19.50 (5.16) -5.172*

K-WISC III= 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III.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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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확인한 후 본 시행을 실시하였다.

단어유추 판단과제 1회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화면 

중앙에 응시점(+)이 250 ms동안 나타났다가 자동적으로 사라지

면, 단어유추의 ‘A:B= C:(?)’ 형태의 문항이 제시되었다. 아동이 (?)

에 해당하는 목표단어가 연상되자마자 SPACE BAR를 누르면 해

당 문항의 목표단어가 단어유추 문항 밑줄에 나타났다. 아동은 목

표단어를 보고 정/오답을 판단하여 마우스 왼쪽의 “예” 버튼 또는 

마우스 오른쪽의 “아니오” 버튼을 눌렀다. 아동이 버튼을 누르자

마자 화면이 사라지고 50 ms동안 빈 화면이 나타난 다음에 다음 시

행의 응시점(+)이 나타났다. 아동의 판단 반응시간은 아동이 목표

단어를 보기 위하여 SPACE BAR을 누른 시점부터 정/오답을 판단

하여 마우스 버튼을 누르는 순간까지의 시간이며, 이는 컴퓨터에 

자동으로 기록되었다.

아동의 물리적 단순반응시간이 본 실험과제에 미치는 영향을 배

제하기 위하여 따로 단순반응과제를 실시하여 반응시간을 측정하

였다. 단순반응과제는 흰색 모니터의 중앙에 30폰트로 제시되는 

응시점(+)을 보는 순간 SPACE BAR를 누르는 것으로 총 30회를 별

도로 시행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SPSS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집단(2)×목표단어 조건(3)의 이원분산분석

(two-way ANOVA)으로 분석하였고, 목표단어 조건은 반복측정

(repeated measure)되었다. 분석결과에서 나온 상호작용효과가 어

느 조건에서의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건 별로 집단 간의 차

이를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단어유추 판단과제의 목표단어 판단의 정확도

읽기이해부진아동과 일반아동의 단어유추 판단과제에서 목표

단어 판단의 정확도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2와 같다.

읽기이해부진아동과 일반아동이 목표단어 조건에 따른 정확도

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F(1,20) =5.768, p< .05)과 목표단어 조건(F(2,40) =18.521, 

p< .001)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고, 집단과 목표단어 조건간의 상

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였다(F(2,40) = 6.697, p< .01). 이원분산분석 

결과에서 나온 집단과 목표단어 조건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어느 

조건에서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목표단어 조건에 

따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음운관련 조건과 정답 조건의 정

확도에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의

미관련 조건에서 읽기이해부진아동의 정확도가 일반아동에 비하

여 유의미하게 낮았다(t(20) = -3.369, p< .01). 다시 말하면, 읽기이해

부진아동들은 단어유추 과제를 수행할 때 의미적으로 관련된 오답

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판단하는 정확도가 일반아동보다 낮았다.

단어유추 판단과제의 목표단어 판단의 반응시간

읽기이해부진아동과 일반아동의 단어유추 판단과제에서 목표

단어 판단의 반응시간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3과 같다.

읽기이해부진아동과 일반아동이 목표단어 조건에 따른 반응시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

다. 단순반응과제에서 읽기이해부진아동은 평균반응시간 263.60 

ms 표준편차 29.29 ms이며, 일반아동의 평균반응시간 250.42 ms 

표준편차 21.48 ms으로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으므로(t(20) =1.219, 

Table 2. Accuracies of performance during the on-line verbal analogy task (%)

“NO” reaction condition
“YES” reaction condition

Phonologically-related Semantically-related

Poor comprehenders (n= 10) 87.22 (17.77) 60.00 (22.19) 90.83 (10.56)
Good comprehenders (n= 12) 89.81 (7.43) 84.26 (10.54) 92.82 (5.8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able 3. Reaction times of performance during the on-line verbal analogy task (ms)

“NO” reaction condition
“YES” reaction condition 

Phonologically-related Semantically-related

Poor comprehenders (n= 10) 1,189.90 (289.08) 1,304.98 (243.60) 761.35 (152.33)
Good comprehenders (n= 12) 807.33 (148.78) 978.87 (233.82) 686.31 (132.7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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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공변량은 실시하지 않았다. 이원분산분석 결과, 집단(F(1,20) =  

14.233, p< .01)과 목표단어 조건(F(2,40) =40.852, p< .001)의 주효과

가 유의미하였고, 집단과 목표단어 조건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

미하였다(F(2,40) = 6.064, p< .01). 이원분산분석 결과에서 나온 집단

과 목표단어 조건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어느 조건에서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목표단어 조건에 따른 t검정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정답 조건의 반응시간에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음운관련 조건(t(20) =4.005, p< .01)

과 의미관련 조건(t(20) =3.197, p< .01)에서는 읽기이해부진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반응시간이 느렸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읽기이해부진아동의 어휘지식 접근의 내재적 처리과

정을 살펴보고자 단어유추 온라인 판단과제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읽기이해부진아동과 일반아동에게 온라

인으로 ‘A:B= C:(?)’ 형식의 단어유추를 실시하고 (?)에 목표단어를 

제시하였다. 아동은 (?)에 해당하는 목표단어가 정답인 조건, 음운

관련 오답 조건 및 의미관련 오답 조건에서 목표단어를 보고 예/아

니오 판단을 수행하였다. 목표단어가 정답인 경우, 읽기이해부진아

동은 수행 정확도와 반응시간에서 일반아동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음운관련 오답 조건에서는 읽기부진아동의 반응

시간이 일반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느렸고, 의미관련 오답 조건에서

는 정확도와 반응시간 모두에서 읽기이해부진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저조하였다. 

읽기이해부진아동은 실시간 단어유추 과제에서 음운적으로 관

련된 유사한 오답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판단은 일반아동만큼 할 

수 있으나, 판단을 내리기까지 유의미하게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는 정상적인 단어재인 능력을 가진다고 알려진(Cain, Oakhill, & 

Bryant, 2000; Nation et al., 2004) 읽기이해부진아동이 어휘처리에 

있어서 음운적으로 관련된 부적절한 정보를 억제할 수는 있지만 

억제의 처리과정은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글을 읽는 읽기이해부진아동이 비효

율적인 단어재인 양상을 보인다는 선행연구(Hwang & Choi, 2011)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최근 Hwang과 Choi (2011)는 읽기이해부

진아동을 대상으로 단어길이에 따른 단어재인 과정을 일반아동과 

비교하였는데, 읽기이해부진아동은 단어길이가 길어질수록 어휘

판단의 속도가 느리고 오반응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결과를 보

고하였다. 이 결과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적어도 한글을 읽는 읽기

이해부진아동은 정확도로 측정되는 표준화된 음독과제의 수행 결

과는 정상범주에 속하나, 단어재인에서 비효율적인 처리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읽기이해부진아동의 정상

적인 단어재인 능력에 대하여 한국어와 같이 자소-음소 대응이 투

명한 언어의 경우, 음독능력의 측정은 단순한 정확도보다는 처리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de Jong 

& van der Leij, 2002). 본 연구에서 읽기이해부진아동이 음운관련 

오답 판단에 있어 일반아동과 유사한 정확도를 보이나 반응속도에

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한국어를 사

용하는 읽기이해부진아동은 단어재인에 있어 비효율적인 처리과

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정확도 중심으로 측정한 음독과제의 수행결과를 기반으로 읽기이

해부진아동이 정상적인 음독능력을 지닌다는 주장에 대하여, 최

소한 자소-음소 대응이 투명한 언어권에 있는 읽기이해부진아동

에 대하여서는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읽기이해부진아동의 비효율적인 처리결함은 의미관련 오답 조

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읽기이해부진아동은 의미관련 

오답 조건에서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저조한 정확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반응시간도 유의미하게 느렸다.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저조한 수행 정확도는 이들이 보이는 취약한 어휘지식의 영

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Baker et al., 1998; Catts, Adlof, & Weis-

mer, 2006; Kim & Hwang, 2008; Nation et al., 2004). 뿐만 아니라 

느린 처리 속도는 읽기이해부진아동이 단어유추 맥락 속에서 부적

절한 의미정보들을 보다 신속하고 강하게 억제하는데도 취약함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Cain, 2006; Ko et al., 2010; Pimper-

tom & Nation, 2010). 다시 말하자면, 읽기이해부진아동은 취약한 

어휘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 관련된 부적절한 정보를 

억제함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이었다. 읽기이해부진아동의 취약한 

어휘지식과 비효율적인 부적절한 의미정보 억제 능력은 문장에서 

다양한 단어와 관련된 맥락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읽기이해

를 방해하는 주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읽기

이해부진아동은 단어들 간의 의미관계를 파악하고 적용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며, 단어들 간의 관계가 적절하게 연결되었을지

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 단어의미처리가 비효율적일 것

이라 예상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정답 조건에서 읽기이해부진아동의 정확도와 

반응시간이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는 점이다. 이는 읽기이해부진아동이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저조한 

단어유추 능력을 보인다는 결과(Jeong, 2009b; Kim & Hwang, 2008)

와는 다소 상이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수행 차이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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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의 수행 방식 차이와 관련 지어 생각할 수 있다. 기존의 단어유

추 과제는 제시된 문항을 보고 정답 단어를 생성하여 지필하는 방

식인 반면, 본 연구는 정답 단어를 생성해내는 과정이 아닌 단어유

추를 통하여 제시된 목표단어의 정답 여부를 판단하는 과제였다. 

읽기이해부진아동은 목표단어를 생성하여 기입하는 과제보다 제

시된 목표단어의 정답 여부를 판단하는 과제가 비교적 쉬웠을 것

이다. 정답 조건에서 읽기이해부진아동이 일반아동과 유사한 정확

도 및 반응시간을 보인 것은 읽기이해부진아동이 단어유추를 통

해 스스로 정답 단어를 생성함에는 어려움을 보이지만, 적어도 제

시된 정답의 목표단어를 보고 유추관계에 적절한 정답이라고 판단

함에는 제한적이지만 보다 수월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단어유추 온라인 판단 과제를 활용하여 읽기이해부

진아동의 내재적 어휘처리의 효율적인 억제 및 활성화 과정에 대하

여 음운과 의미 차원으로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읽기이

해부진아동의 비효율적인 내재적 단어처리 양상은 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사용 중인 읽기장애 분류 중 읽기이해부진아동의 조건

을 한국어와 같은 언어에 적용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읽기이해부진아동의 선정기준에 대한 고찰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향후 어휘수준 이상에서의 내재적인 처리 

양상을 알아본다면 읽기이해부진아동의 취약한 읽기이해능력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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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읽기이해부진아동의 단어유추를 통한 단어처리 특성

김병준1·황민아2·최경순3

1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2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3상지영서대학교 언어재활과

배경 및 목적: 읽기이해부진아동은 정상적인 단어재인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을 지칭한다. 읽기

이해부진아동의 부족한 어휘지식은 이미 밝혀졌으나, 어휘수준의 내재적인 음운 및 의미 처리특성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본 연

구에서는 단어유추 온라인 판단과제를 이용하여 읽기이해부진아동의 내재적 단어처리 특성을 알아보았다. 방법: 연구대상은 초등학

교 4-6학년의 읽기이해부진아동 10명과 일반아동 12명이었다. 아동들에게 온라인으로 단어유추(A:B= C:(?))를 실시하고 (?)에 해당하

는 목표단어를 음운관련 오답, 의미관련 오답 및 정답의 3가지 조건으로 제시하여 적절성 판단하도록 하였고, 수행에 대한 정확도와 정

확도의 반응시간을 측정하였다. 결과: 읽기이해부진아동은 목표단어가 정답 조건에서는 정확도와 반응시간에서 일반아동과 유사한 

수행을 보였다. 반면, 음운관련 오답 조건에서 읽기이해부진아동은 일반아동과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였으나, 반응시간은 유의미

하게 느렸다. 의미관련 오답 조건에서 읽기이해부진아동은 정확도와 반응시간 모두에서 일반아동보다 유의미하게 저조한 수행을 보였

다. 논의 및 결론: 읽기이해부진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하여 음운 및 의미적으로 관련된 부적절한 정보에 대한 억제능력이 저조함을 알 

수 있었다. 읽기이해부진아동의 이러한 결함은 읽기이해에 있어서 단어와 관련된 부적절한 음운 및 의미정보의 억제가 비효율적일 것

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핵심어: 읽기이해부진아동, 단어재인, 단어처리, 어휘지식, 단어유추, 억제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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