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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리리․박 숙. 이야기 도식화 략 교수가 등 고학년 읽기장애 학생의 읽기  듣기 이해력에 

미치는 효과. 언어청각장애연구, 2004, 제9권, 제2호, 156-170. 읽기장애 학생들의 읽기 이

해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략 인 읽기를 한 교수와 더불어 이해를 돕기 한 구조  형

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야기 도식화 략 교수는 이야기 도식을 이용하여 이야기 구조를 직

 교수함으로써 읽기 략을 가르치는 교수방법이다. 본 연구는 등학교 고학년 읽기장애 학

생들에게 이야기 도식화 략 교수를 실시하여 읽기장애 학생들의 읽기 이해력에 미치는 효과 

 듣기 이해력으로의 일반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서울 시내 등학교에 

재학 인 고학년 읽기장애 학생 22명을 상으로 실험집단에게는 10회기동안 이야기 도식화 

략을 사용한 읽기 교수를 실시하 고, 통제집단에게는 통 인 읽기 교수를 실시하 다. 교

수 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이야기 도식화 략 교수를 받은 실험집단의 읽기 이해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의 효과가 듣기 이해력으로까지 일반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향상된 읽

기 이해력은 교수가 끝난 후에도 유지되었으며, 듣기 이해력은 지속 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

났다. 

핵심어: 이야기 도식화 략, 이야기 문법, 읽기 이해력, 듣기 이해력

Ⅰ. 서  론

에 담겨진 내용을 이해하고, 요약 정리하여 기억할 수 있는 읽기 이해는 학습의 열쇠라고 볼 

수 있으며, 읽기 이해력을 증진시킨다는 의미는 곧 학업성취 증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읽기 이해 

능력을 정상 으로 획득하지 못한 읽기장애 학생들의 경우 읽기 이해 략의 사용 는 략의 이와 

일반화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보상이나 교사로부터의 교정 인 피드백에 의해 

바 지 않는다(Carnine & Kinder, 1985). 따라서 읽기장애 학생들의 읽기 이해를 해서는 략 으로 

읽기를 하기 한 교수(Mathes & Fuchs, 1997)와 더불어 이해를 돕기 한 많은 구조와 조직, 형식이 

마련되어야 한다(Sheila, 1995). 

읽기 이해 기술은 다양한 텍스트의 구조에 한 독자의 이해와 매우 련이 있다(Engle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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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bert, 1984; Meyer, Brandt & Bluth, 1980). Meyer, Brandt & Bluth(1980)에 의하면, 텍스트 구조는 

텍스트 내부에서 논리 인 계를 달하고, 생각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서 체계

로서 기능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텍스트의 구조들을 검토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효과 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기 한 하나의 요한 략이다. 텍스트 구조 단서나 조직 인 구조를 알지 못하는 독자는 텍

스트의 정보를 무작 으로 검색하고 연속  는 불연속 으로 처리한다. 반면, 텍스트 구조를 아는 

독자는 텍스트의 정보를 기호화하고 체계 으로 검색하는 방향으로 이끌도록 사용한다. 

우리는 성장함에 따라 각각의 고유한 특성과 구조를 갖는 텍스트들을 하게 되는데, 그 에서

도 일상생활과 교육상황에서 가장 많이 하는 텍스트는 이야기일 것이다. 특히 어린 아동들의 경우 

이야기를 통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능력 발달이 진되며, 다양한 어휘와 표 방법을 습

득하게 됨으로써 독해력이 증진된다. 한, 이야기는 다양한 삶에 한 경험을 통해 다양한 에서 

생각하고, 논리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요한 부분이며, 세계에 한 요한 정보 자원이라고 할 수 있

다.

부분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야기 텍스트 구조에 한 지식은 발달 으로 획득되어지는 것으

로 여겨진다(Englert & Hiebert, 1984). 즉, 등학교 연령의 아동들은 이야기를 말하고, 읽고, 쓰는 경

험을 통해 이야기 구조에 한 지식을 발 시킨다(Vallecorsa & DeBettencourt, 1997). 그 결과, 일반 

학생들은 그들이 학교에 입학할 무렵 이야기 구조에 해 체로 잘 발달된 인식을 가지며, 한 이

야기 문법 틀에 따르는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Graves, Montague & Wong, 1990). 반

면, 읽기장애 학생들은 이야기 구성과 련된 텍스트 구조에 한 이해를 발 시키는데 있어 래들보

다 지체된다(Nodine, Barenbaum & Newcomer, 1985). 그로 인해 이야기 속의 문맥들이 갖는 다양한 

의미를 잘 악하지 못하며, 이야기 주제에 있어서의 미묘한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한 그들은 

세부 인 사항을 회상하고, 이야기 텍스트에 기반한 추론을 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갖는다(Montague, 

Maddux & Dereshiwsky, 1990). 이러한 텍스트 이해의 어려움은 더 복잡한 구조와 함께 내용이 길어

지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고학년이 될수록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며, 내용 역과 같은 더 어려운 

과제를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로까지 확 된다. 그러므로 읽기장애 학생들에게 텍스트 구조

를 사용하도록 교수하는 것은 다양한 읽기 상황에서 그들이 응용할 수 있는 략을 제공함으로써 읽기 

과정에서 더욱 극 인 역할을 하도록 도울 것이다(Babyak, Koorland & Mathes, 2000).

읽기장애 학생들의 이야기  이해를 돕기 한 방법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이야기 도식을 이용

한 이야기 구조에 한 직  교수인 이야기 도식화 략 교수가 읽기 이해에서 낮은 수행을 보이는 학

생들에게 효과 인 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 다(Gardill & Jitendra, 1999; Gurney et al., 1990; 

Idol, 1987; Idol & Croll, 1987). 이야기 도식화 략은 이야기 텍스트의 이해를 진하는 이야기 문법 

요소를 사용하는 기법으로, 이야기 내에 제시된 인물  사건에 한 요한 정보를 악함으로써 이야

기를 구조화된 도식에 채워나가는 것을 말한다(Gardill & Jitendra, 1999). 이러한 이야기 문법 교수를 

통해 학생들은 이야기로부터 보편 인 요소들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기본 인 구조를 제공받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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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ol, 1987), 특히 이야기 구성 요소들간의 계가 시각 으로 구성된 이야기 도식을 이용함으로써 이

야기의 요하고 상호 련된 요소들로 심을 이끌도록 하는 기본 인 틀을 제공받게 된다(Idol & 

Croll, 1987). 

이야기 텍스트에 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해 이야기 도식을 이용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

보면, Idol(1987)은 등학교 3, 4학년 읽기장애 학생들을 상으로 이야기 도식화 략 교수를 실시하

여, 읽기 이해뿐 아니라 듣기 이해, 자발 인 이야기 쓰기의 향상으로까지 결과가 일반화되었음을 보고

하 다. 한 Idol & Croll(1987)은 이야기 도식화 략이 등학교 4, 5학년 읽기장애 학생뿐 아니라 

읽기부진 학생에게도 효과 임을 보고하 는데, 교수 결과 읽기 이해와 이야기 회상의 길이와 질에서 

향상을 보 으며, 듣기 이해  친숙하지 않은 이야기로까지 일반화되었다. Taylor, Alber & Walker 

(2002) 역시 등학교 3 - 6학년 읽기장애 학생들에게 변형된 자기질문 략과 이야기 도식화 략 교

수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두 략이 유사하게 높은 수 의 이해력 향상을 가져왔다고 보고하 다. 

학교 학습장애 학생들을 상으로 이야기 도식화 교수를 좀 더 정교화한 Gardill & Jitendra(1999)는 교

수 결과 학생들이 이야기를 회상함에 있어 이야기 요소들의 수가 증가하 음을 보여주었다. 한 고등

학교 학습장애 학생들에게 이야기 도식을 교수한 Gurney et al.(1990)도 학생들이 읽기 이해에서 진

을 보 으며, 이야기 도식화 략을 좀 더 정교하게 교수한다면 학습장애 학생들이 고등학교 수 의 문

학작품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 다. 

한편, 국내의 경우 이야기 도식을 이용하여 이야기 구조를 가르친 연구로는 성낙인(1995)이 등

학교 3학년과 5학년 일반아동을 상으로 사  이야기 구도화가 이야기 이해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는데, 그 결과 3학년과 5학년 학생들 모두 이해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 다. 한 최둘숙(2000)은 

학교 읽기장애 학생들에게 이야기 도식화 훈련 교수를 한 결과 학생들의 독해력이 향상되었고, 읽기 

인식에 정 인 향을 끼쳤다고 하 으며, 박경희(2001)는 등학교 3학년 정신지체아동에게 이야기 

도식화 훈련을 한 결과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야기를 회상하는데 있어서도 양 , 질

으로 높은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 다. 김 한(2002)은 특수학교에 재학 인 등부 5학년과 6학년 뇌

성마비아들에게 사  읽기 이야기 구도화 략을 교수하여 문자  추론 읽기 이해를 향상시켰음을 보

고하 다. 이상에서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이야기 구조에 한 교수가 매우 효과 이고, 나아가 이야기 

도식을 사용한 교수는 학생들의 이해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야기 도식화 략 교

수에 한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까지 다양한 상과 학년에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이야기 도식화 략 교수를 등학교 읽기장애 학생들의 읽기 이해 향상에 용한 연구

는 국내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도식화 략 교수가 등학교 고학년 읽기장애 학생들의 읽기 이

해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나아가 다른 언어 역인 듣기 이해로까지 일반화되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유지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이야기 도식화 략에 기반한 이야기 구조에 한 교수방법이 이

들 읽기장애 학생들의 이야기 의 이해에 효과 인지를 밝히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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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읽기장애 학생의 읽기 이해력은 이야기 도식화 략 교수를 받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2. 이야기 도식화 략 교수를 통해 향상된 실험집단의 읽기 이해력 향상의 효과는 듣기 이해력

으로까지 일반화될 것인가?

3. 이야기 도식화 략 교수를 통해 향상된 실험집단의 읽기 이해력  듣기 이해력은 교수가 끝

난 후에도 유지될 것인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서울 시내 등학교 4, 5학년에 재학 인 22명의 읽기장애 학생이다. 본 연구

를 한 상 선정 차는 다음과 같다. 먼 , 상학년 학생들 , 읽기 이해력이 낮은 학생을 담임교

사로부터 일차 으로 추천 받았다. 그 다음, 추천 받은 학생들  기 학습기능검사의 읽기Ⅰ(단어 인

지)의 학년 규 이 4학년 이상인 학생을 선별하 다. 마지막으로, 지능검사(KEDI-WISC) 결과 지능지

수가 85이상이고, 평균으로의 회귀 상을 고려한 지능과 기 학습기능검사의 읽기Ⅱ(읽기 이해력)의 

백분  수를 표 수로 환산하여 얻은 읽기 이해력 표 수간의 차가 18  이상 나는 경우, 그 학

생을 읽기 이해력 장애 학생으로 선정하 다(박 숙, 199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언어장애, 

행동  정서장애, 장기결석 학생은 상에서 제외하 다. 

최종 선정된 22명의 읽기장애 학생들을 그들의 읽기 능력(단어 인지, 읽기 이해)과 지능지수를 

고려하여, 두 집단간 수를 유사하도록 하는 짝짓기 과정을 통해 11명씩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동일

하게 배치하 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지능지수와 읽기 능력(단어 인지, 읽기 이해)에서의 집단간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표 - 1>과 같다. <표 -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 상 학생들은 지능지

수, 읽기Ⅰ(단어 인지), 읽기Ⅱ(읽기 이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 1> 집단별 상 선정 기 의 차이 검정

실험집단 (n=11) 통제집단 (n=11)
t

M(SD) M(SD)

체 지능지수

언어성 지능지수

동작성 지능지수

단어 인지(표 수)

읽기 이해(표 수)

104.73(3.74)

99.27(3.50)

109.55(3.59)

101.64(6.64)

82.00(4.75)

105.64(3.44)

99.09(3.99)

112.09(5.09)

104.73(8.04)

80.18(3.37)

-0.59

0.11

-1.36

-0.98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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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도구

가. 검사도구(사 ․사후․유지 검사)

읽기 이해력을 측정하기 해 사 , 사후, 유지 검사에서 사용한 이야기는 선행연구(이은림, 

1994)에서 사용한 과 6차 등학교 4학년 1, 2학기 국어 교과서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에 실린 

에서 6개의 (182 ～ 199어 )을 선정하 고, 각 검사마다 이야기  두 개를 한 세트로 제작하 다. 

검사문항은 Idol & Croll(1987)의 연구에서 사용한 이야기 문법 요소와 련된 이해 질문에 근거하여 

이야기 마다 8개의 주 식 문항(인물, 시간, 장소, 문제, 방법, 이유, 결론, 교훈)씩 두 개의 이야기 

에 해 총 16문항의 이해 질문들로 구성하 다. 따라서 각각의 검사에서 아동이 획득할 수 있는 최고 

수는 32 (16문항 각 2 )이며, 채 시 기 은 다음과 같다. 정확한 답의 경우 2 (이야기에 답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나 내용을 포 하는 답), 부분 인 답은 1 (요구하는 답이 두 개 이

상일 때 한 가지 답만 한 경우), 부정확한 답이나 무응답은 0 으로 처리하 다. 읽기 이해력 검사 도

구의 동형검사 신뢰도 측정 결과는 .83으로 나타났다.

듣기 이해력을 측정하기 해 사 , 사후, 유지 검사에서 사용한 이야기 역시 선행연구(이은림, 

1994)에서 사용한 과 6차 등학교 4학년 1, 2학기 국어 교과서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에 실린 

에서 6개의 (132 ～ 187어 )을 선정하 고, 각 검사마다 이야기  두 개를 한 세트로 제작하 다. 검사

문항은 읽기 이해력을 측정하기 한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하 으며, 채 시 기 도 읽기 이해

력 검사와 동일하게 하 다. 듣기 이해력 검사 도구의 동형검사 신뢰도 측정 결과는 .79로 나타났다. 

나. 훈련 자료  로그램

실험처치에 사용된 훈련 자료는 각 아동에게 10개의 훈련 과 각각의 훈련 에 한 이야기 

이해 질문지 10부, 매 회기마다 같이 사용된 이야기 도식 1부씩이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제공된 읽기 훈련자료는 6차, 7차 등학교 3, 4학년의 국어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나오는 이야기 

(82 ～ 226어 )을 심으로 8개의 이야기 문법 요소가 포함된 10편의 을 선정하 으며, 이야기의 

내용은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짧은 에서 긴 로 제공하 다. 이야기 도식(<부록 - 1> 참조)은 

Idol & Croll(1987)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식을 수정하여 사용하 으며, 도식은 교훈을 제외한 7가지의 

이야기 문법 구성요소들(인물, 시간, 장소, 문제, 방법, 이유, 결론)로 구성하 다. 이야기 이해 질문지는 

사 , 사후, 유지 검사에서 사용했던 질문과 유사한 형식으로 각 이야기마다 총 8개의 질문 문항으로 

구성하 다. 

훈련 로그램은 시범 단계, 교사주도 연습 단계, 독립 인 연습 단계로 나 어지며, 11명의 실험

집단 학생들을 3 - 4명의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1회기 당 40분씩 2주 동안 10회기에 걸쳐 실시하 다. 

먼 , 시범 단계(1, 2 회기)에서는 먼  교사가 일반 인 이야기 구조(시작, 간, 끝)를 설명하고, 이야

기 도식과 함께 8가지의 이야기 문법 요소들(인물, 시간, 장소, 문제, 방법, 이유, 결론, 교훈)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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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다음 비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야기 문법 요소들을 기억하고, 찾는 방법에 해 이야기하

며, 이야기 도식을 완성해 나가는 차를 시범 보 다. 이 때 학생들에게 교사의 시범을 주시하며 이야

기 도식을 완성하는 차를 익히도록 하 다. 

교사주도 연습 단계(3, 4, 5, 6 회기)에서는 학생들이 이야기를 읽는 동안 이야기 도식을 이용하

여 지도하 다. 학생들이 제시된 읽기 훈련 자료를 읽을 때, 특별한 지 에서 멈추도록 하고 이야기 문

법 요소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 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도식을 완성한 후, 학생들에게 이야

기 도식의 내용과 련된 이해 질문지에 답하도록 하 고, 자신의 이야기 도식을 보며 틀린 답을 수정

하도록 하 다. 학생들이 이야기 도식화 차에 익숙해짐에 따라 이야기 도식 완성에 한 책임을 

차 으로 교사에서 학생으로 옮겨가도록 하 다.

독립 인 연습 단계(7, 8, 9, 10 회기)에서는 학생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야기 도식을 

혼자 마치도록 하 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의 수행을 모니터하 으며, 오류 교정은 필요한 경우 학생

이 이야기 도식을 완성한 이후 개별 으로 하 다. 그 후 연습단계와 마찬가지로 이야기 이해 질문지

에 답하도록 한 후, 틀린 답을 수정하도록 하 다. 

3. 실험 차

본 연구는 사 검사-본 실험처치-사후검사-유지검사 순으로 진행하 다. 사 검사에서 읽기 이

해력 검사는 학교 내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별로 나 어 실시하 으며, 제시된 이야기 을 읽고 나서 

이야기 문법 요소들로 구성된 이야기 이해 질문지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듣기 이해력 검사는 

실험집단에게만 실시하 으며, 연구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을 듣고 나서 읽기 이해력 검사와 마찬가

지로 이야기 이해 질문지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읽기 이해력 검사와 듣기 이해력 검사는 두 

명의 채 자(연구자  일반교사)가 같은 채 기 에 따라 채 한 후 채 자간 신뢰도를 산출하 다. 

읽기 이해력 사 검사의 채 자간 신뢰도는 98 % 으며, 듣기 이해력 사 검사의 채 자가 신뢰도는 

97 % 다.

본 실험처치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3 - 4명의 소집단으로 나 어 연구자가 10회기 동안 40분

씩 실시하 다. 실험집단의 경우 훈련 로그램에 따라 시범 단계, 교사주도 연습 단계, 독립 인 연습 

단계로 나 어 이야기 도식화 략을 숙달하도록 훈련을 실시하 다. 통제집단의 경우 연구자가 실험

집단에 제공되었던 동일한 훈련 을 제공한 후, 이야기의 거리를 간추리고 학생들로 하여  이야기

와 련된 질문에 해 답하도록 하 다. 학생들의 답에 하여 피드백을 제공하 으나 이야기의 구

조  구성요소와 련된 특별한 략 훈련은 실시하지 않았다. 

10회기의 실험을 마친 후, 사 검사와 동일한 차에 따라 동형의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사후검

사를 실시하 다. 읽기 이해력 사후검사의 채 자간 신뢰도는 98 % 으며, 듣기 이해력 사후검사 채

자간 신뢰도는 98 % 다. 사후검사 2주 후 유지검사를 해 실험집단에게만 읽기 이해력  듣기 이해

력 검사를 사 ․사후검사와 동형의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사 검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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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자간 신뢰도는 읽기 이해력 유지검사의 경우 99 % 으며, 듣기 이해력 유지검사의 경우 98 % 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채  기 에 의해서 수화한 후, 통계 처리하 다. 연구문제 1의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의 사 ․사후검사 간의 읽기 이해력의 차이를 검정하기 해 사 수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분

산분석(ANCOVA)을 실시하 다. 그리고 듣기 이해력 일반화 효과(연구문제 2)와 읽기  듣기 이해력 

유지 효과(연구문제 3)를 알아보기 해 실험집단의 사 ․사후검사  사후․유지검사에 해 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Ⅲ. 연구 결과

1. 읽기 이해력 효과

읽기 이해력에 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 검사와 사후검사 수의 평균  표 편차와 

이에 한 공분산분석 결과는 각각 <표 - 2>  <표 - 3>과 같다. 

<표 - 2> 읽기 이해력에 한 집단별 평균  표 편차

실험집단(n=11) 통제집단(n=11)

M(SD) M(SD)

사 검사

사후검사

조정된 평균

10.00(3.77)

20.00(4.59)

20.99

13.64(4.13)

15.09(3.39)

14.11

<표 - 3> 읽기 이해력 수의 공분산분석표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공변인

주효과

오차

91.776

211.170

233.134

 1

 1

19

 91.776

211.170

 12.270

 7.480

 17.210*

체 7230.000 22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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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의 공분산분석표에 의하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1 % 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F(1, 19) = 17.210, p< .01). <표 - 2>의 집단간 조정된 평균을 비교하면, 실험집단은 20.99 이고 

통제집단은 14.11 으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약 7  높았다. 이로부터 이야기 도식화 략 교수는 

읽기장애 학생의 읽기 이해력에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2. 듣기 이해력 일반화 효과

듣기 이해력으로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하여 실험집단의 듣기 이해력 사 검사와 사후

검사 수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표 - 4>와 같다. 

<표 - 4> 실험집단의 듣기 이해력 사 ․사후검사 수간 차이 검정

 
 사 검사

 M(SD)

 사후검사

 M(SD)
t

실험집단 듣기 이해력 14.36 (6.62)  20.91 (4.91) 3.64*

* p< .01

<표 - 4>의 실험집단의 듣기 이해력 사 검사와 사후검사 수간의 차이 검정 결과에 의하면, 

1 % 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 검사와 사후검사간의 평균을 비교하면, 읽기 이해력에 

한 략 교수가 제공되기 의 듣기 이해력 수는 14.36 , 략 교수가 제공된 후의 듣기 이해력 

수는 20.91 으로 평균 수가 약 7  더 높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직 인 읽기 이해력 향상을 한 

이야기 도식화 략 교수는 듣기 이해력 일반화에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3. 읽기  듣기 이해력 효과 유지

향상된 읽기 이해력  듣기 이해력의 유지 가능성을 검토하기 하여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수와 유지검사 수간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표 - 5>와 같다.

<표 - 5> 실험집단의 읽기  듣기 이해력 사후․유지검사 수간 차이 검정

 
사 검사

M(SD)

사후검사

M(SD)

유지검사

M(SD)
t

실험집단 읽기 이해력  10.00 (3.77) 20.00 (4.59) 23.18 (7.07)  1.47

실험집단 듣기 이해력  14.36 (6.62) 20.91 (4.91) 25.09 (3.62) 3.79*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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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5>의 실험집단의 사후검사와 유지검사 수간의 차이 검정 결과에 의하면, 읽기 이해력

은 5 % 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로부터 이야기 도식화 략 교수를 통해 향상된 

읽기 이해력은 교수가 끝난 후에도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듣기 이해력의 경우, 1 % 수 에서 사

후검사 수와 유지검사 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유지검사 평균 수가 25.09로 사후검사 

평균 수 20.91보다 약 4  높게 나타나, 교수가 끝난 후에도 지속 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논  의

1. 읽기 이해력 효과

본 연구에서 이야기 도식화 교수가 읽기장애 학생들의 읽기 이해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

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1 % 수 에서 유의하게 높은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텍스트 구조에 한 직 인 교수와 조직화된 구조의 사용이 읽기 이해를 진한다는 다수의 연

구 결과들과 일치한다(박경희, 2001; 성낙인, 1995; Dimino et al., 1990; Gardill & Jitendra, 1999; Idol 

& Croll, 1987). 텍스트와 효과 으로 상호작용하고 필요한 결합을 만드는 능력이 덜 발달된 읽기장애 

학생들에게 이야기 구조와 련된 명시 이고 직 인 이야기 도식화 략 교수는 주어진 이야기를 

이야기의 기본 인 구조와 련하여 생각하도록 하는 하나의 조직화된 틀을 마련해주었다고 할 수 있

고, 그 결과 이해력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Pearson(1985)의 연구에서 지 한 바와 같이, 본 연구 결과는 이야기 구성 요소들과 련된 질문

지의 사용이 학생들에게 이야기 내의 요한 정보를 조직하고 보유하도록 가르치는 하나의 효과 인 

기법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야기 도식 작성 후 이야기 구성 요소들과 련된 

질문지를 푸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이야기 구성 요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야기의 내용에 한 

이해를 검하고 교정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 결과, 학생들로부터 좋은 읽기 이해 반응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야기 도식화 교수에 한 연구에서 Idol & Croll(1987)은 이야기 도식화 교수는 시각 인 구성

을 통해 이야기 구조를 제시해주며, 정보를 조직하고 장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 지식과 읽기 텍스트 사이의 계를 인식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텍스트로부터 수집되는 새로운 정

보를 사 지식 구조에 추가하거나 변경하며 존하는 스키마를 활성화하는데 효과 인 략이라고 하

다. 본 연구 결과를 이러한 에서 비추어보면, 이야기 도식화 략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읽

는 동안 사고 구조에서 가능한 정보를 탐색하고 그런 정보를 해 텍스트를 탐색하도록 함으로써 스키

마가 활성화되는 것을 돕고, 그 결과 이야기에 한 이해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 본 연구 결과는 이야기 도식화 략 교수에 한 과거의 연구들이 지 한 바와 같이(최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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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2000; Davis, 1994; Gurney et al., 1990; Mathes & Fuchs, 1997; Vallecorsa & DeBettencourt, 

1997), 이야기 도식화 략 교수가 의 구조를 시각화함으로써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 기억, 회

상 문제에 한 어려움을 도왔으며, 과제의 복잡성을 감소시켜 학생들의 학습과 이해를 더 쉽게 하

고, 략 사용의 책임을 교사에서 차 학생으로 옮겨감으로써 학생들의 독립 이고 자발 인 략 사

용을 도모하 으며, 학습에 주의집  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야기 도식화 략 교수는 읽기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읽기장애 학생들의 이해력 향상을 해 활용 

가능한 효과 인 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일반화  유지 효과

본 연구에서는 읽기 이해와 련된 이야기 도식화 략 교수의 효과가 듣기 이해 역으로 일반

화되는지를 알아보기 해 교수가 시작되기 과 교수가 끝난 직후 듣기 이해력을 평가하 으며, 교수

가 끝난 후에도 교수의 효과가 유지되는지를 알아보기 해 교수가 종결되고 2주 후에 읽기 이해력  

듣기 이해력에 한 재평가를 실시하 다. 그 결과, 듣기 이해력 사후 수가 사 수보다 1 % 수 에

서 유의하게 높은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검사에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던 듣기 이해력 

유지검사 수가 사후검사 수보다 1 % 수 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야기 도식화 략 

교수를 통해 듣기 이해력으로 일반화된 교수의 효과는 교수가 끝난 후에도 지속 으로 향상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한, 읽기 이해력의 사후검사에서의 향상된 수와 유지검사 수간의 차이 검정 결

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이야기 도식화 략 교수를 통해 향상된 읽기 이해력은 교수가 끝난 

후에도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Idol(1987), Idol & Croll(1987)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Idol & 

Croll(1987)은 4, 5학년 읽기장애 학생들을 상으로 이야기 도식화 략의 효과성을 연구한 결과, 학생

들은 읽기 이해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 으며, 듣기 이해  친숙하지 않는 이야기로까지 결과가 일반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수가 끝난 후에도 학생들의 이해력 향상은 유지되었다고 하 다. 3, 4학년을 

상으로 한 복사연구(Idol, 1987) 역시 읽기장애 학생  학습부진 학생 모두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유사

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듣기 이해, 자발 인 이야기 쓰기의 향상으로까지 결과가 일반화되었음을 보고

하 다. 한, 이러한 결과는 Gardill & Jitendra(199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데, 그들은 세부 인 사실에 

을 맞춘 질문은 이해 기술보다는 기억에 의존한다는 가정 하에, 학교 학습장애 학생들에게 이해

에 필요한 거틀로서 이야기 도식을 제공하고 더 높은 수 의 질문인 추론  질문을 평가에 사용하

다. 그 결과, 이야기문법  기본 인 질문에 한 이해가 향상되었으며, 회상하는 이야기 요소의 수가 

늘어났다. 한 학생들의 향상된 이해는 새로운 이야기에 한 읽기 이해에서도 향상된 결과를 보여 

일반화되었음을 보여주었고, 재가 끝난 후에도 유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듣기 이해력으로의 교수 효과의 일반화  유지는 Idol(1987)의 연구에서 지

한 것처럼, 읽기장애 학생들이 이야기 도식화 략 교수를 통해 도식의 구성 요소의 답이 포함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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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듣는 것을 배웠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이야기 구조  이야기 구성 요소에 한 

직 인 설명과 시범을 통해 학생들은 이야기 구성 요소들과 이야기가 개되는 방식을 습득하 고, 

그 결과 이야기의 요한 부분에 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 으며, 그러한 선택  주의집 은 

듣기 이해력을 향상시키는데 작용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이야기 도식화 략 교수로 인해 

향상된 읽기 이해력과 듣기 이해력이 교수가 철회된 다음에도 계속 유지된 본 연구 결과는, 성공 인 

기술은 사용자의 독립성을 진한다는 Idol(1987)의 설명을 지지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으나, 본 연

구는 교수가 끝나고 2주 후에 유지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습에 의한 효과를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야기 도식화 략 교수는 등학교 읽기장애 학생의 읽기 이해력

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이며, 읽기 뿐 아니라 듣기 이해력에서의 향상을 한 효과 인 략으로도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읽기장애 학생이 엄격하게 선별되지 않고 일반학 에 통합되어 있는 우리

나라 교육 실에서 이야기 도식화 략 교수는 일반학 의 교사가 읽기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을 상으로 손쉽게 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  체 학생들을 상으로 모둠학습의 형태로 응

용해 볼 수 있는 교수방법일 것이다. 이를 통해 읽기 수업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생들이 수업

에 더욱 극 이고 능동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더 효과 이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첫째, 최소한 교수 기의 교수는 

구체 인 도식화 차와 더불어 정확한 교사의 시범  피드백을 통해 직 이고 명시 으로 제공되

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이야기 도식화 략을 자율 이고 독립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 

후반부로 갈수록 교수의 책임을 교사에서 학생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상 수가 매우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연구시 사용된 읽기 이해력  듣기 이해력을 평가하기 한 질문은 이야기 구성 요소와 련된 질문

으로 읽기 이해력 하  유형 모두를 포함하지 못하 으며, 이야기 도식화 략 훈련 기간이 10회기에 

불과하 고, 재 로그램 후 2주 만에 유지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제한 을 지닌다. 한, 본 연구 결

과 듣기 이해력이 사후  유지검사에서 지속 으로 향상되었음이 입증되었으나, 통제집단을 기용하

다면 더욱 확고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와 제한 을 토 로, 후속 연구들에서

는 교수 효과의 일반화를 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과 다양한 학년의 읽기장애 학생들을 상으로 연구

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고, 충분한 훈련기간  유지기간을 통해 이야기 스키마 형성의 효과를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 통합 환경에서 력 인 학습을 통해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확장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다양한 유형  수 의 읽기 자료를 사용하여 듣기 역 외에도 말하기, 쓰기 

역 등 다른 역에서의 일반화 효과를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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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이야기 도식의 

나의 이야기 도식

이름:                              날짜:                                

◎ 배경

   가? 노인, 노비, 아들  

   언제? 옛날

   어디서? 어느 마을, 노인의 집

↓

◎ 문제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싶지만, 아들이 집에 도착하기도 에 목숨이 끊어지고 말 것 

같았다. 

↓

◎ 방법

   노비에게 내 재산의 부를 물려 다. 

   아들은 스스로 바라는 것  한 가지만을 차지하도록 한다.

↓

◎ 이유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던 노비가 재산을 챙겨 도망갈까

↓

◎ 결론

   아들은 노비를 소유하고 모든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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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tory Mapping Strategy Instruction on 

Reading Comprehension and Listening Comprehension 

of Elementary Students with Reading Disability

Lee Lee Hwang
(Soun Neuropsychiatric Clinic)

Hyun Sook Park
(Dept. of Special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effect of story mapping strategy instruction on the reading 

and listening comprehension of elementary students with reading disability. For this purpose, we 

selected 22 elementary students with reading comprehension difficul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KEDI-WISC intelligence test, the word recognition subtest and the reading comprehension subtest 

of the Basic Academic Achievement Test. The stu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n experimental 

group with the story mapping strategy method and a control group with the general reading method.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for 40 minutes each day for ten sessions. To test the effect of this 

experiment, a pretest, posttest, and maintenance test of both reading and listening comprehension were 

given. The reading and listening comprehension abilities were measured according to the story 

grammar components after each story had been read and listened to. ANCOVA was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utilizing reading comprehension pretest scores as covariates, and paired sample 

t-tests were used to test both generalization and maintenance effects.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performance 

in reading comprehension than the control group. (2)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pretest and posttest scores in listening comprehension of the experimental group, indicating that the 

improved reading comprehension was generalized to listening comprehension. (3) Improved reading 

comprehension was maintained and listening comprehension was continuously improved after 

instruction. Based on these results,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story mapping strategy instruction 

is an effective method for improving reading and listening comprehension in elementary students with 

reading disability.

Key Words: story mapping, story grammar, reading comprehension, listening comprehen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