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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anaphor resolution during discourse reading in chil-
dren with poor reading comprehension.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3 children with 
poor reading comprehension and 13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in grades 3 to 6. The 
children performed an online reading task where they were presented 40 discourses of 
two sentences where the first sentence containing two antecedents and the second con-
taining an anaphor. The discourses were divided into half based on the types of cues that 
the children could utilize for anaphor resolution: categorical cues and contextual cues. The 
children were asked to press a button as soon as they comprehended each sentence and 
the reading times were measured online. A verification sentence followed each discourse 
to confirm the children’s anaphor resolution. Results: The reading time of the sentences 
with an anaphor were significantly slower in the poor comprehenders compared to the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he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read anaphor sentences 
with categorical cues faster than those with contextual cues. However, the poor compre-
henders read anaphor sentences with contextual cues faster than those with categorical 
cues. Conclusion: The poor comprehenders’ performances during the online reading task 
indicated that they had difficulties in anaphor resolution. In addition, the poor compre-
henders and the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appeared to be different in utilizing the two 
types of cues (categorical and contextual cues) during the process of anaphor resolution. 

Keywords: Children with poor reading comprehension, Anaphor resolution, On-line read-
ing task

읽기과정은 글자의 해독을 의미하는 음운해독과(decoding)과 

정보 이해를 의미하는 언어이해(linguistic comprehension)로 이루

어진다. 음운해독에서는 문제를 보이지 않고 언어이해에서만 문제

를 보이는 경우를 읽기이해부진(poor comprehender)이라고 한다

(Catts & Kamhi, 2005). 읽기이해는 단어나 문장을 넘어선 덩이글

(text) 이해를 의미한다. 덩이글 이해는 문장 간의 응집성있는 심적 

표상을 형성하는 과정이다(Van Dijk & Kintsch, 1983). 응집성 형

성의 중심 개념으로 결속성이 있다. 결속성은 기존 정보(given in-

formation)와 새로운 정보(new information) 사이를 연결하여 문

장을 통합하게 해주는 것으로 참조관계와 인과관계로 분류된다

(Halliday & Hassan, 1976). 참조관계란 글을 통해 대상에 대한 표

상을 형성하고 글이 지칭하고 있는 대상과 연결하는 것이다. 덩이

글에서의 참조관계란 한 번 제시되었던 개념을 이후에 반복하여 언

급하는 것이다. 다시 언급한 개념을 이전에 제시되었던 개념의 표상

과 연결하여 기존 정보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통합적인 표상을 형

성할 수 있다. 덩이글의 참조관계를 위해 많이 사용되는 것이 대용

표현이다. 개념을 반복하여 언급하는 것이 대용어(anaphor)이고 이

전에 제시된 개념이 선행어(antecedent)이다(Bang, 1990). 대용어

에 대한 선행어는 단어뿐만 아니라 하나의 개념으로서의 문장 또

는 문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용어와 선행어간의 참조관계 연구

는 읽기이해 과정의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읽기이해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읽기

이해부진 아동과 일반아동의 대용어 참조해결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어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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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억, 추론과 같이 성공적인 읽기이해를 위해 필요한 많은 영역

에서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수행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Cain 

2006; Cain, Oakhill, & Bryant, 2004; Jeong, 2009). 선행연구들은 

읽기이해부진 아동이 가지고 있는 읽기이해에 필요한 영역별 수준

을 파악함으로써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보이

는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판별을 위한 

예측변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읽기처리 

과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읽기이

해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읽기이해에 필요한 어휘, 작업기

억, 추론 둥의 영역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읽기처리 과정의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국내에서 읽기이해부진 또는 읽기능력이 다른 참가자

들을 대상으로 덩이글 수준에서 읽기처리 과정을 살펴본 연구는 

인과적 관계의 덩이글의 응집성에 영향을 미치는 접속부사, 연결어

미 같은 결속장치들에 대해 이루어졌다(Nam et al., 2004; Shon, 

Hwang, & Choi, 2015). 본 연구에서는 인과관계와 함께 글의 응집

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참조관계에서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읽기

처리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용어를 사용하면 명사의 반복이나 고유명사를 통해 참조관계

를 형성할 때와 달리 하나의 단어가 아닌 문장 또는 글 전체에 대해 

참조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효율적인 글 이해가 가능하다. 참조관

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대용어가 제시되기 이전 글에 대한 표상

을 형성하고 대용어를 읽으면 표상 내에서 대용어가 지시하는 선행

어를 찾기 위한 탐색과정을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대용어 참조

해결이라고 하고 이는 통사나 화용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복잡한 과정이다(Lee, 2009). 대용어인 명사구나 대명사

를 사용할 경우 대용어가 지시하는 선행어를 이전 글을 읽으면서 

형성한 표상에서 탐색해야 하므로 대용어를 포함한 문장의 읽기시

간이 늘어난다(McKoon & Ratcliff, 1980). 따라서 대용어 문장읽기 

시간의 측정을 통해 대용어 참조해결의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다. 

대용어 참조해결은 언어기반적 단서(language-based cues)와 지

식기반적 단서(language-based cues)를 통해 이루어진다(Bang, 

1990; Just & Carpenter, 1987; Lee, 2006, 2009). 언어기반적 단서에

는 대용어가 가진 특성을 통해 대용어 참조해결을 시도하는 통사

단서(성별, 단·복수형)와 의미단서(범주)가 있고 지식기반적 단서는 

대용어 전후의 문맥을 통해 대용어 참조해결을 시도하는 문맥단서

가 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언어

기반적 단서인 통사단서가 지식기반적 단서인 문맥단서에 비해 대

용어 참조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대용어 참조해결의 속도도 

빨랐다(Bang, 1990). 대용어 참조해결에 사용되는 단서들은 단서

에 따라 통사적 분석과 의미적 연결, 세상사지식의 적용이 이뤄져

야 한다. 따라서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대용어 참조해결을 단서 간

의 차이로 살펴보면 읽기이해부진 아동이 대용어 참조해결에서 겪

는 어려움의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읽기이

해부진 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대용어 참조해결 과정에 있

어서 언어기반적 단서와 지식기반적 단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영

미권과 다르게 대명사 표지가 발달하지 않은 한국어에서 통사단서

를 통해 대용어 참조해결을 살펴보는 것은 대용어 참조해결의 특성

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대용어 참조해결을 위한 언어기반적 단서를 통사단서 대신에 

한국어에서 대용어로 자주 쓰이는 ‘그+명사’ 형태로 의미단서인 범

주단서를 사용하였다.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경우 단어 간 의미관

계를 파악하는 단어유추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범주의 경우 학년

이 올라가도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eong, 2009). 

따라서 범주단서를 통한 대용어 참조해결을 살펴봄으로써 읽기이

해부진 아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의 결함이 

전체적인 글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대용어 참조해결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대용어 참조해결에서 낮은 

수행을 보였다(Ehrlich & Remond, 1997; Oakhill & Yuill, 1986). 읽

기이해부진 아동은 작업기억 부담과 추론의 복잡성을 달리하는 

문항에서 선행어 강제 선택질문, 대용어 선택, 문장 판단과제 모두 

일반아동보다 낮은 수행을 보였다. 또한 읽기이해부진과 일반아동 

모두 작업기억의 부담과 추론의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대용어 선택 

및 문장 판단과제에서 낮은 수행을 보여 대용어 참조해결 과정이 

작업기억과 추론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고 읽기이해

부진 아동과 일반아동의 차이를 과제에 대한 정답률로 측정하여 

읽기이해 과정의 실시간 처리 과정을 직접적으로 확인 할 수 없었

다. 아동들의 대용어 사용과 노출의 빈도가 늘어나고 대용어 참조

해결 능력이 발달하는 때는 학습과정에서 읽기요구가 늘어나는 초

등학교 고학년 시기이다(Hwang, Kim, & Lee, 2007; Seo, 2005).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대용어 참조해결 과정을 

통해 읽기이해 과정의 처리 특성을 확인하고자 온라인 문장읽기 

과제를 사용하여 대용어 문장의 읽기시간을 측정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글 이해의 특성을 알

아보고자 글의 응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용어 참조해결 과

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선행어 문장과 대용어 문장의 두 문장

으로 이루어진 문항을 제작하였고 대용어 참조해결에 사용되는 범

주단서와 문맥단서의 조건별로 대용어 문장의 읽기시간을 비교하

였다.



https://doi.org/10.12963/csd.17415514    http://www.e-csd.org

Myungsoo Kim, et al.  •  Anaphor Resolution in Children with Poor Reading Comprehension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인천지역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6학년 읽

기이해부진 아동 13명과 일반아동 13명으로 총 26명이었다. 집단

별 학년의 구성은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경우 3학년 2명, 4학년 2명, 

5학년 7명, 6학년 2명이며 일반아동은 3학년 2명, 4학년 3명, 5학년 

5명, 6학년 3명이었다. 대상을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읽기이

해부진 아동은 (1) 지역아동센터의 학습지도 교사가 읽기이해에 어

려움이 있다고 보고한 아동 중, (2) 기초학력검사(KISE-BATT; 

Park, Kim, Song, Jung, & Jung, 2008)의 짧은 글 이해검사 결과가 

25%ile 이하이고, 음독검사 결과가 25%ile 이상이며, (3) 한국어판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 3판(K-WISC III; Kwak, Park, & Kim, 2001)

의 동작성 지능검사 결과가 85점 이상인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일

반아동은 (1) 지역아동센터의 학습지도 교사가 읽기이해에 어려움

이 없다고 보고한 아동 중, (2) 기초학력검사(KISE-BATT; Park et 

al., 2008)의 짧은 글 이해검사 결과와 음독검사 결과가 25%ile 이상

이며, (3) 한국어판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 3판(K-WISC III; Kwak et 

al., 2001)의 동작성 지능검사 결과가 85점 이상인 학생으로 선정하

였다. 연구대상에 대한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해서 대용어 문장에 대한 온라인 문장읽기과제를 

제작하였다. 본 실험의 도구는 태블릿 PC에서 실행가능 하도록 

JAVA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본 과제는 2개의 이어진 문장으로 

이루어진 실험문장을 범주단서와 문맥단서의 조건별로 읽고 이해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대용어의 참조해결이 이뤄졌는지 확인

하기 위해 문항 종료 후에 판단문장이 제시되었다. 본 실험은 연습

과제 8문항, 본 과제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과제 40문항은 대

용어의 범주단서, 문맥단서의 2가지 조건에 대하여 각각 10문항씩 

20문항과 채움문항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문항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제작되었다. 

실험 문항은 선행어 문장과 대용어문장의 두 문장으로 이루어졌

다. 선행어 문장은 첫 번째 선행어와 두 번째 선행어 모두가 주격인 

병렬문장의 형식을 택하였다(예: 축구는 신발을 신고 수영은 안경

을 쓴다). 대용어 문장은 “그+명사(범주어)” 형태의 대용어를 목적

격으로 하는 단문으로 구성하였다(예: 지혜는 그 운동을 잔디밭에

서 했다). 선행어의 위치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대용어에 해

당하는 목표 선행어는 첫 번째 선행어와 두 번째 선행어를 각 5:5의 

비율로 구성하였다. 대용어로 사용되는 명사구의 범주유형은 아

동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채소, 동물, 학용품, 가구, 운동으로 하

였고 각 범주유형 별로 범주단서 2문항, 문맥단서 2문항을 제작하

였다. 음절에 따른 읽기시간 오차를 배제하고자 대용어 문장은 14

음절의 단문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어휘는 아동들이 이

해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등급별 국어 교육용 어휘(Kim, 2003)의 

1-3등급 내에서 선정하였다. 

범주단서 문항은 선행어 문장에서 두 선행어를 ‘독서’, ‘탁구’와 

같이 범주를 달리하여 대용어인 ‘그 운동’만으로 선행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그리고 대용어 뒤의 문맥은 ‘화요일마다 했

다’와 같이 두 선행어 모두에 적용 가능한 중립적 문맥을 갖도록 하

여 선행어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문맥단서 문항은 선행어 문장에서 두 선행어를 ‘축구’, ‘수영’처럼 

같은 범주를 사용하여 대용어 문장에서의 대용어인 ‘그 운동’만으

로는 선행어를 선택할 수 없도록 제작하였다. 하지만 대용어 뒤의 

문맥은 ‘잔디밭에서 했다.’와 같이 ‘축구’에만 적용되는 편중적 문맥

을 갖도록 하여 문맥에 따라 선행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

맥은 아동들이 가진 세상사지식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

준으로 구성하였다. 

채움문항은 대용어 없이 두 선행어 중에 하나를 대용어 자리에 

넣어 대용어 참조해결이 필요하지 않은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채움

문항은 각 범주유형별로 4문항씩 제작하여 대용어 참조해결에 대

한 학습효과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본 실험문항은 언어병리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2급 언어치료

사 10명을 대상으로 문항의 내용과 난이도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

하였다. 타당도 검증에서 내용과 난이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문항은 수정하였다. 초등학교 3-5학년 아동 9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실시하여 확인한 결과 이해가 어려운 단어는 없었고, 판단

문장에서 오답이 많은 문항은 수정하여 난이도를 조절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문장의 예는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Poor compre-
henders (N= 13)

Normal readers 
(N= 13) t

Age (yr) 11.58 (.96) 11.63 (1.07) .115
K-WISC-III (standard scores) 101.84 (7.50) 108.69 (14.47) 1.514
KISE-BATT (raw scores)
   Decoding test 24.38 (1.45) 24.69 (.85) .661
   Text comprehension test 7.77 (2.86) 20.92 (6.25) 6.89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K-WISC III= 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III (Kwak, Park, & Kim, 
2001); KISE-BATT= Korea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Basic Academic Achieve-
ment Test (Park, Kim, Song, Jung, & Jung, 2008).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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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절차

본 실험은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LG Gpad 10.1을 이용하여 지역

아동센터의 교실과 같이 조용한 환경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과제의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아동들은 검사자가 진행하

는 교육시행과 8문항의 연습시행을 거치고, 40문항의 본 검사를 수

행하였다. 테블릿 화면에 준비를 의미하는 “******” 표시가 나타나

고 검사자가 ‘시작하세요’라고 지시를 하면 아동은 ENTER 버튼을 

눌러 시작하였다. 

아동에게 제시되는 문항은 화면 중앙에 문장단위로 제시되고 

첫 번째 문장인 선행어 문장을 읽은 아동이 ENTER 버튼을 누르

면 선행어 문장이 사라지고 대용어 문장이 나타났다. 아동이 선행

어 문장을 읽고 ENTER 버튼을 누른 순간부터 대용어 문장을 읽

고 ENTER 버튼을 누를 때까지의 시간이 1/1,000초 단위로 프로그

램에 기록되었다. 아동이 대용어가 포함된 문장을 읽고 ENTER 버

튼을 누르면 대용어 참조해결을 확인하는 판단문장이 제시되었다. 

아동은 판단문장에 대한 답을 ‘예’와 ‘아니오’의 버튼 중에 하나를 

골라 답했다. 판단문장의 정답은 ‘예’와 ‘아니오’가 5:5의 비율로 제

시되었다. 모든 문항들은 무선적인 순서에 따라 제시되어 각 아동

마다 다른 순서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아동 한 명 당 약 15분 정도

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 및 처리 

본 연구는 범주단서와 문맥단서 조건에 따른 대용어의 참조해결 

과정을 알아보고자 본 과제를 분석하고, 대용어가 포함되지 않은 

조건에서의 집단 간 읽기시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움문장을 

분석하였다. 범주단서와 문맥단서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용어가 포함된 문장의 읽기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

하였다. 대용어가 포함된 목표문장의 읽기시간이 전체 평균의 ±2 

표준편차를 넘거나, 대용어 참조해결 확인하기 위한 판단문장에서 

오답을 한 문항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판단문장의 오답률은 

읽기이해부진 아동 8.08%와 일반아동 6.15%로 두 집단 간에는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 = -.886, p>.05). 분석에서 제외한 문항의 

비율은 전체문항 중에서 읽기이해부진 아동 9.61%, 일반아동 9.03%

였다. 본과제의 총 520문항(20문항×26명) 중 문맥단서 22문항, 범

주단서 28문항을 제외하고 총 470문항(문맥단서 238문항, 범주단

서 232문항)을 분석하였다. 

읽기이해부진 아동과 일반아동이 대용어 참조해결 단서에 따른 

읽기시간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2)×단서(2)의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고 범주단서와 문맥

단서 조건은 반복측정(repeated measure)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

는 SPSS 18.0 for Window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본 과제의 수행 결과 분석 전에 읽기이해부진 아동과 일반아동

의 읽기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의 채움문장

의 읽기시간을 분석하였다.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평균 2,731.69 

ms, 표준편차 571.94 ms였고, 일반아동은 평균 2,036.00 ms, 표준

편차 430.26 ms로 두 집단 간의 수행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 -3.505, p< .01). 두 집단의 대용어 참조해결에 따른 읽기시간의 

차이만 분석하고자 대용어 문장 읽기시간의 이원분석 시에 채움

문장의 읽기시간을 공변량 처리하였다. 

읽기이해부진 아동과 일반아동의 문맥단서와 범주단서 조건별 

대용어 문장 읽기시간의 기술통계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단서 조

건별 대용어 문장 읽기시간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일반아동과 읽기

이해부진아동의 집단의 주효과(F(1,23) =12.336, p< .01)와 집단과 단

서의 상호작용(F(1,23) =11.696, p< .01)이 유의하였고 단서의 주효과

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일반아동

에 비해 문맥단서와 범주단서 조건 모두에서 대용어 문장 읽기시

간이 유의미하게 느렸다. 또한 집단과 단서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은 단서에 따른 대용어 문장 읽기시간 속도가 두 집단에서 상반

되는 양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반아동의 경우 범주단서의 

대용어 문장을 문맥단서보다 빠르게 읽었지만 읽기이해부진 아동

의 경우 문맥단서의 대용어 문장을 범주단서보다 빠르게 읽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읽기이해부진 아동과 일반아동의 대용어 참조

해결에서 범주단서와 문맥단서 조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하여 읽기이해부진 아동들과 일반아동들을 대상으

로 범주단서와 문맥단서의 조건으로 나눠 선행어 문장과 대용어 

문장으로 구성된 실험 문항을 읽게 하고 대용어 문장의 읽기시간

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읽기이해부진 아동들은 일반

Table 2. Descriptive data of reading time (ms) by cue type 

Poor comprehenders 
(N= 13)

Normal readers  
(N= 13)

Categorical cue 3,512.15 (811.77) 2,154.76 (388.69)
Contextual cue 3,247.23 (727.59) 2,344.07 (362.7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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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보다 범주단서와 문맥단서 조건 모두에서 대용어 문장의 읽

기시간이 느렸다. 일반아동의 대용어 문장 읽기시간은 범주단서 조

건에서 문맥단서 조건보다 빨랐는데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대용어 

문장의 읽기시간은 문맥단서 조건에서 범주단서 조건보다 빨랐다.

일반아동과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판단문장의 오답률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읽기이해부진 아동이 문항의 내용과 어

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읽기이해부진 아동과 일반아동

이 채움문장에서 보인 읽기시간의 차이를 공변량 처리한 후 두 집

단 간의 대용어 문장의 읽기시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은 읽기이해

부진 아동이 일반아동과의 읽기능력의 차이를 감안해도 대용어의 

참조해결 과정에서 일반아동보다 낮은 수행을 보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응집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대용어 

참조해결 과정에서의 낮은 수행으로 효율적인 읽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측된다.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대용어 참조해결에서의 낮은 수행은 읽기

이해부진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결함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작

업기억과 추론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Cain 2006; Cain et al., 2004; 

Jeong, 2009). 본 연구에서는 선행어 문장이 제시된 이후 사라져서 

대용어 참조해결을 위해 선행어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기억

에 부담이 있다. 그리고 대용어와 선행어의 범주 판단 과정과 대용

어 이후 문맥을 아동이 가진 세상사 지식과 연결 과정에서 추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가지 더 주목할 점은 일반아동이 범주단서 조건에서 문맥단서 

조건보다 빠른 읽기시간을 보인 반면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문맥단

서 조건에서의 읽기시간이 더 빨랐다는 것이다. 일반아동의 결과

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언어기반단서인 통사조건과 지식기반단

서인 문맥조건을 비교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Bang, 1990). 

이는 일반아동에게는 범주단서 조건의 대용어 처리 부담이 문맥조

건에 비해 적지만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경우에는 범주단서를 통해 

대용어를 처리하는 것이 부담이 크다는 것이고 대용어 참조해결에

서 범주단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Jeong (2009)

은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단어유추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범주어

의 경우 학년에 따라 능력이 증가하는 순서, 기능, 반의어와 달리 학

년이 올라가도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읽

기이해부진 아동의 낮은 범주어 능력이 범주단서의 효과적인 활용

을 저해하는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또한 범주단서 조건이 대용어가 가진 단서로 참조해결을 시도하

는 언어기반단서인 것을 고려할 때, 읽기이해부진 아동이 범주단서 

조건에서 낮은 수행을 보인 또 다른 원인은 불필요한 정보를 억제

하는 능력이 낮기 때문일 수 있다. 대용어 참조해결을 위해서는 대

용어에 해당하는 적절한 선행어를 활성화시키고 대용어에 해당하

지 않는 부적절한 선행어나 다른 개념을 억제하여야 한다. Kim과 

Lee (1992)는 읽기이해능력에 차이가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대용어 

이후 편중된 문맥을 제시한 후에 대용어에 적절한 선행어와 부적

절한 선행어 및 통제단어에 대한 단어 재인 실험을 실시하였다. 읽

기이해능력이 높은 참가자는 적절한 선행어에 대한 반응시간이 부

적절한 선행어와 통제단어에 비해 빨랐고 부적절한 선행어와 통제

단어 사이의 차이는 없었다. 반면 읽기이해능력이 낮은 참가자는 

적절한 선행어와 부적절한 선행어 모두 통제단어에 비해 반응시간

이 빨랐고 적절한 선행어와 부적절한 선행어 간의 반응시간 차이

가 없었다. 이와 같이 본 실험에서도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경우 대

용어로 인해 활성화된 두 선행어 중에 부적절한 선행어를 빨리 억

제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즉, 일반아동의 경우 대용어 참조해결이 

대용어를 읽고 즉각적으로 이뤄진다는 주장(Garnham & Oakhill, 

1985)을 고려하면 범주단서 조건에서 대용어를 읽고 이후 문맥과 

관계없이 선행어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문맥조건에 비해 읽기시간

이 빨랐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읽기이해부진 아동

은 범주단서를 통해 선행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활성화된 두 선행

어 중에서 부적절한 선행어를 즉시 억제하지 못하고 선행어 선택과 

상관없는 대용어 이후의 문맥까지 처리하면서 작업기억과 추론의 

부담이 가중되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읽기이해 특성을 대용어에 대한 

온라인 과제를 통해 살펴보았다.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읽기이해를 

위한 응집성 형성에 중요한 대용어 참조해결에서 낮은 수행을 보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용어 참조해결 시에 일반아동에 

비하여 단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후 읽기이

해부진 아동의 중재 시에 아동이 가지고 있는 읽기이해를 위해 필

요한 요인에 대한 중재와 함께 응집성을 형성함으로써 글의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용어의 활용에 대한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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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범주단서 및 문맥단서 문장 예시

범주단서 선행어문장 독서는 마음을 탁구는 몸을 건강하게 한다.

대용어문장 정희는 그 운동을 화요일마다 했다.

판단문장 정희는 탁구를 했다.

문맥단서 선행어문장 축구는 신발을 신고 수영은 안경을 쓴다.

대용어문장 지혜는 그 운동을 잔디밭에서 했다.

판단문장 지혜는 수영을 했다.

채움문장 선행어문장 태권도는 발로 차고 검도는 죽도로 친다.

대용어문장 진호는 검도를 체육관에서 배웠다.

판단문장 진호는 검도를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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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대용어 참조해결 특성

김명수1·황민아2

1단국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전공, 2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읽기이해 과정에서 대용어 참조해결 특성을 범주단서와 문맥단서에 따라 살펴보

는 것이다. 방법: 초등학교 3-6학년 읽기이해부진 아동 13명과 일반아동 13명을 대상으로 대용어 참조해결에 대해 범주단서와 문맥단

서 조건으로 온라인 읽기과제를 진행하였다. 문항은 선행어 문장과 대용어 문장의 두 문장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이후에 대용어 참조해

결을 확인하는 판단문장이 제시되었다. 아동들은 테블릿으로 제시되는 문항을 문장단위로 읽었고, 대용어 문장의 읽기시간을 실시간

으로 측정하였다. 결과: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두 조건 모두에서 일반아동보다 대용어 문장의 읽기시간이 느렸다. 일반아동은 범주조

건의 대용어 문장읽기 시간이 문맥조건 보다 빨랐지만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문맥조건의 대용어 문장읽기 시간이 범주조건 보다 빨랐

다. 논의 및 결론: 읽기이해부진 아동은 대용어 참조해결에 낮은 수행을 보이고 대용어 참조해결 단서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읽기이해부진 아동과 일반아동의 범주단서와 문맥단서에 따른 대용어 참조해결 양상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읽기이해부진 아동, 대용어 참조해결, 온라인읽기과제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참고문헌

곽금주, 박혜원, 김청택(2001). 한국판 웩슬러 아동 지능 검사 3판(Korean versio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K-WISC III). 서울: 도서

출판 특수교육.

김광해(2003). 등급별 국어 교육용 어휘. 서울: 박이정.

김선주, 이만영(1992). 이해능력에 따른 대용어 처리시 억압기제의 효율성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4, 66-75.

남기춘, 김현정, 박창수, 황유미, 김영태, 심현섭(2004). 연결어미가 글 이해와 기억에 미치는 효과. 언어청각장애연구, 9, 51-71.

박경수, 김계옥, 송영준, 정동영, 정인숙(2008). 기초학력검사(Korea Institute for Education Basic Academic Achievement Test: KISE-BATT).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방희정(1990). 글 이해시의 참조관계 해결에 미치는 문맥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주형(2005). 초등학생의 대용표현 사용 실태와 그 지도 방향.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정진, 황민아, 최경순(2015). 읽기이해부진아동의 접속부사 처리 특성: 인과적, 부가적 접속부사를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20, 510-517.

이재호(2006). 담화글의 대명사 참조해결과정: 명명과제에 반영된 성별표지와 언급순서의 상호작용.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18, 39-56.

이재호(2009). 설명문의 대용어 참조해결과정: 지시사 유형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 547-569.

정미란(2009). 초등학교 3-6학년 읽기이해 부진학생의 읽기이해력 예측 변인 탐색.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진애, 김영태, 이주연(2007). 학령기 아동의 읽기이해력 발달: 중심내용파악, 참조 및 추론능력을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12, 412-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