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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ext reading
fluency error analysis of Korean 1st and 2nd graders with developmental dyslexia considering semantic knowledge. Methods: Thirty developmental dyslexic children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of 15 children, one group with poor vocabulary and the other not. Both
groups had similar word decoding abilities as determined by Korean Language based Reading Assessment (Pae, Kim, Yoon, & Jang, 2015). The children had normal intelligence and
difficulties in reading. The task was the text taken from Korean Language based Reading
Assessment. Considering semantic knowledge, the performance of text reading fluency
and error types, the results of miscue analysis (MA) and Linguistic pattern analysis (LPA)
were compared. Results: The group with poor vocabulary exhibited a lower frequency of
errors in substitution and correction by miscue analysis. They also showed a lower error
frequency in phoneme-grapheme non-correspondent errors by linguistic pattern analysis.
Conclusion: According to the automaticity theory, we need to read texts with understanding on a semantic basis. Even with the same level of decoding, there were more errors in
text reading fluency due to limited semantic knowledge in the group with poor vocabulary. Paragraphs in textbooks in the 1st and 2nd grades in Korea contain several phonemegrapheme non-correspondent ‘eojeols’ that combine grammatical morpheme graphemes.
Therefore, in addition to reading errors of grapho-phonology in syllable units, reading errors considering triple word-form bases should be examined.
Keywords: Developmental dyslexia, Text reading fluency, Automaticity theory, Semantic
knowledge, Error analysis

읽기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업을 위한 필수적 능력이며, 중요
한 의사소통으로의 수단으로 작용한다(Paul & Norbury, 2012). 초

해독 능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장으로 이루어진 덩이글을 유
창하게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등학교 1-2학년의 모든 교과서를 살펴보면 짧게는 3-4문장에서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3-4페이지에 이르는 길이의 덩이글이 있다. 이러한 덩이글은 다양

Edition (DSM-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 따르

한 길이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음운규칙을 적용하여 읽어야

면, 특정학습장애 중 난독증(dyslexia)은 정상범위에 속하는 지능

하는 어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 시기

과 정상 수준의 감각기능을 가진 아동 중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통

에는 교사가 읽어 주기, 교사의 낭독을 듣고 따라 읽기, 개별적으로

해 읽기 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정확하게 또는 유창

소리내어 읽기, 짝과 번갈아 읽기 등의 형태로 읽기유창성 교수가

하게 읽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거나, 해독과 철자 능력이 부족하여

이루어지고 있다(Jeong, 2012). 따라서 낱말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말한다. 발달성 난독 아동의 대다수

Copyright © 2022 Korean Academy of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https://www.e-csd.org

483

Haein Cheon, et al. • Text Reading Fluency of 1st and 2nd Graders with Dyslexia

는 연령에 맞는 어휘 능력과 정상 범주의 언어적 능력을 가지고 있

초등 1-2학년 시기의 읽기유창성이 읽기이해와 가장 높은 상관관

으나, 음운론적 결함으로 인해 읽기의 기초 능력인 낱말 해독 능력

계를 보이고, 문단글 읽기유창성은 읽기이해력을 크게 예측하는

부터 어려움을 보이며, 이때 음운 능력뿐만 아니라 어휘, 문법 영역

요인이라고 한다(Katzir et al., 2006; Kim, Gatlin, Otaiba, & Wan-

과 같은 언어적 능력에도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Vellutino,

zek, 2018; Yoon, 2016).

1987). 따라서 발달성 난독 아동의 경우, 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언어

적 능력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읽기유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단어 해독 능력, 음운처
리 능력, 쓰기 능력, 언어적 능력이 있다(Jenkins, Fuchs, Van Den

해독의 정확도 발달이 이루어지는 초등 1-2학년 시기에 속한 난

Broek, Espin, & Deno, 2003; Kim, Park, & Kim, 2010; Kim, Wag-

독 아동은 제한된 해독 능력으로 인해 글을 유창하게 읽는 능력까

ner, & Foster, 2011). 해독이 자동화되면 언어적 이해력에 크게 의존

지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인 글을 읽고 이해

하게 되는데(Catts, Hogan, & Adlof, 2005), 그중 어휘력은 기초 의

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실제 한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 능력으로 가장 대표되는 변인이다. 어휘의 뜻을 이해할 때 문장

문단글 읽기유창성 수행력을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 속도 면에서

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어휘지식은 읽기유창성

초당 정확하게 읽은 음절수로 계산하였을 때 일반 아동들은 초등

수행력에 영향을 미친다(Kim, Cho, & Koh, 2015; Kim & Hwang,

저학년에서 초당 평균 3.20음절을 읽는 반면, 난독 아동들은 저학

2008; Vellutino, Tunmer, Jaccard, & Chen, 2007). 어휘지식이 풍부

년의 경우 초당 평균 1.37음절을 읽어냈다. 이러한 일반 아동과 난

할수록 어휘 및 문장 인지의 정확도와 속도가 높게 나타나며, 덩이

독 아동의 읽기유창성 수행력 격차는 낱말 해독 능력과는 달리 고

글을 유창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의미적 단위로 나누어 읽어야 할

학년까지 계속하여 이어진다고 하였다(Pae, Shin, & Seol, 2017).

필요가 있다. 특히 해독 난이도가 높은 음운규칙이 적용된 어절을

읽기유창성은 적절한 운율(prosody)을 사용하여 정확하고(accu-

읽어 내기 위해서는 한눈에 읽어낼 수 있는 일견어휘(sight word)가

racy), 적절한 속도(rate)로 읽는 것을 뜻한다(Kuhn & Stahl, 2003;

많을수록 자동적인 읽기가 가능해진다. 이에 유창한 문단글 읽기

National Reading Panel, 2000). 정확도는 단어를 올바르게 해독하

를 위해서는 단순히 해독 능력뿐만 아니라 어휘지식이 필요하다고

는 능력이며, 속도는 텍스트를 빠르고 자동적으로 읽는 능력이다.

할 수 있다(Berninger, Abbott, Nagy, & Carlisle, 2010; Vellutino et

운율은 억양, 강세, 길이 등이 포함된다(Dowhower, 1991). 읽기 자

al., 2007; Wolf & Katzir-Cohen, 2001).

동성은 인지적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글을 읽

이렇듯 어휘 능력이 읽기유창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

는 능력을 말하며, 문단글 읽기유창성은 특히 자동성(automatici-

으나, 초등 1-2학년 발달성 난독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부진 유무에

ty)이 중요한 능력이다. 자동적인 읽기가 가능해지면 의미적 단위로

따른 읽기유창성 능력을 확인한 연구는 적은 실정이다. Yoon (2019)

글을 읽어내어 글의 의미를 이해하며 읽게 된다(LaBerge & Samu-

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 1학년 어휘발달지연 아동이 일반 아동과 비

els, 1974).

교하여 문단글 읽기유창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읽기의 궁극적 목표인 읽기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해독 능력

보임에 따라, 어휘지식의 양이 읽기유창성의 차이를 야기한다고 한

과 언어적 능력이 필요한데, 문단글 읽기유창성은 해독 능력과 언

다. 또한 초등 1-2학년 시기의 어휘와 읽기유창성은 유의한 상관관

어적 능력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Kim & Wagner, 2015; Pikuls-

계를 나타내며, 어휘력이 읽기유창성을 설명하는 유의한 예측변인

ki & Chard, 2005). 유창하게 읽는다는 것은 글을 정확하게 읽는 것

이라고 하였다(Cain & Oakhill, 2011; Kim, An, Kim, & Shin, 2018;

에 더하여 글의 의미를 이해하며 읽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읽은

Kim, Kim, Yoo, Hwang, & Park, 2011; Kim & Park, 2010; McKe-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읽기유창성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Wolf

own, Beck, Omanson, & Perfetti, 1983; Ouellette, 2006; Seol, 2016;

& Katzir-Cohen, 2001). 특히 해독의 정확도 발달이 이른 시기에 나

Vellutino et al., 2007; Yoon, 2015).

타나는 표층표기체계의 언어권에서는 읽기유창성 능력이 읽기이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류분석이 필수적이

해에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Landerl & Wimmer, 2008;

다. 글을 읽는 과정에 읽기의 오류분석은 학생들의 읽기 능력에 대

Yoon, 2016). 따라서 초등 저학년 시기의 읽기유창성 수행력을 살

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 읽기교수 계획 및 수행에 있어 중

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De Luca, Zeri, Spinelli, & Zoccolotti,

요하다(Goodman, 1973; Kim et al., 2010; Parker, Hasbrouck, &

2010). 한국어는 철자의 깊이가 다른 언어에 비해 투명한 언어체계

Tindal, 1992). 문단글 읽기 오류유형의 분석 방식은 학자마다 상이

에 속한다. 이에 한글을 사용하는 아동들은 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한데, 국외 및 국내 연구에서는 개별단어 수준에서의 오류분석(Good-

유창하게 읽는 능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man, 1969)과 어절 수준에서의 오류분석(Kim & Park, 2010;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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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0), 텍스트 수준에서의 오류분석(Kim & Park, 2010; Kim

복잡하다(Kim & Lee, 2003). 따라서 개별 음절 수준으로 오류를

et al., 2010)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음절 블록(syllable block) 체계를

분석하는 방법과 함께 한국어 특성을 고려하여 3중 단어 구성 이

갖는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여(Kim, 2008), 개별 음절 수준에서

론에 따른 음운, 철자, 형태를 아우르는 언어패턴 분석(LPA) 방법

의 대치, 생략, 첨가, 수정, 반복을 포함하는 오류분석 방법인 오단

을 사용하여 오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자소-음소가 일

서 분석(Miscue Analysis, MA; Goodman, 1969; Kim & Park, 2010;

치하는 어절(음운적 지식), 자소-음소가 불일치하는 어절(철자적

Ku, Seol, & Pae, 2015)과 한국어의 언어학적 특성을 반영한 오류분

지식), 그리고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한 문법형태소적 지식을 살펴

석 방법인 언어패턴 분석(Linguistic pattern analysis, LPA; Bahr,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언어학적 패턴을 살펴보는 분석 방법은 읽

Silliman, Berninger, & Dow, 2012; Shin & Pae, 2020)으로 나누어

기유창성 수행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수 있다(Bahr et al., 2012; Shin & Pae, 2020).

Goodman (1969)은 MA라는 오류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

종합해보자면, 읽기유창성은 한국의 초등 1-2학년 아동들에게

는 학생들이 보이는 오류가 읽기유창성 발달 단계를 반영하며 오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특히 읽기에 어려움을 갖는 발달성 난독 아

류분석은 학생의 읽기유창성 발달 단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가정

동들은 해독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글을 의미적 단위로 읽어내지

하에 제안된 방법이다. 오류분석은 능숙하게 읽는지 여부를 확인

못한다. 덩이글을 정확하고 자동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해독 능력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이 어떻게 읽는지 분석하여 읽기 과정

뿐만 아니라 어휘지식도 중요한데, 아직 초등 1-2학년 발달성 난독

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낱말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 능력에 따른 읽기유창성 능력을 살펴본 연

해독 관련 오류(예: 오류가 목표 단어와 비슷하게 발음되는가?), 문

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독 수행 능력이 동

법적 오류(예: 오류가 문법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인가?), 의미적

일한 난독 집단을 어휘부진 유무에 따라 분류한 뒤 오단서 분석

오류(예: 오류가 의미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인가?), 수정 오류

(MA), 언어패턴 분석(LPA) 유형으로 나누어 초등 저학년 난독 아

(예: 오류를 스스로 수정하였는가?) 등으로 오류유형을 나누어 제

동의 어휘수준에 따른 문단글 읽기유창성 수행력 및 오류특성을

시하였다. 이러한 오단서 분석(MA)을 차용한 다수의 선행연구에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서는 대치, 생략, 첨가, 수정, 반복의 5개 오류유형으로 나누어 문단
글 읽기 오류를 분석하였다(Kim & Park, 2010; Ku et al., 2015). 선
행연구에 따르면 읽기 오류유형별 오류빈도를 분석한 결과, 일반
아동의 경우 대치, 반복, 수정, 첨가, 생략 순으로 오류가 높게 나타
났으며(Chae & Kim, 2019), 읽기장애 아동의 경우 대치, 수정, 반복,
첨가, 생략 순으로 오류가 높게 나타났다(Kim & Park, 2010). 또한 언

1) 발달성 난독 집단을 어휘수준에 따라 나누었을 때, 문단글 읽

기유창성 정확도 및 속도에 차이가 있는가?
2) 발달성 난독 집단을 어휘수준에 따라 나누었을 때, 오단서 분

석(MA)의 오류유형별 빈도에 차이가 있는가?
3) 발달성 난독 집단을 어휘수준에 따라 나누었을 때, 언어패턴

분석(LPA)의 오류유형별 빈도에 차이가 있는가?

어학습장애 아동의 경우 대치, 반복, 생략, 수정, 첨가 순으로 오류
가 높게 나타났다(Chae & Kim, 2019). 언어 또는 읽기가 어려운 아

연구방법

동은 대치, 수정 오류를 빈번히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발달성 난독
아동이 어떠한 읽기 오류 특성을 보이는 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
아볼 수 없다.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강원도 초등 1, 2학년 어휘정상 발달성 난독 아동 15

언어패턴 분석(LPA)은 언어학적 인식 능력을 바탕으로 오류를

명과 어휘부진 발달성 난독 아동 15명이 포함되어 총 30명이 속하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언어학적 지식의 습득은 3중 단어 구성

였다. 이들은 모두 1) 지능이 정상이고, 2) 읽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론(triple word-form theory)으로 설명되는데, 이에는 음운 지식

3) 낱말 수준에서의 해독 수준이 유사한 집단이었다. 한국 비언어

(phonological knowledge), 철자 지식(orthographical knowledge),

성 지능검사(K-CTONI-2; Park, 2014) 도형척도에서 각각 지능지수

형태소 지식(morphological knowledge)이 포함된다(Berninger et

평균 99.33 (SD 13.44), 평균 91.73 (SD 6.83)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al., 2010). 한국어는 철자법이 투명하여 자소-음소를 대응하여 읽

없었고(t = 1.832, p = .078), 한국어 읽기검사(KOLRA; Pae, Kim,

는 것이 다른 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하나의 어절에

Yoon, & Jang, 2015) 핵심검사의 읽기지수 2가 각각 표준점수 평균

하나의 단어가 포함되는 영어권 국가와는 달리, 한국어는 하나의

71.87 (SD 6.87), 평균 66.53 (SD 8.99)으로 모두 읽기에 어려움을 보

어절에 여러 개의 어휘와 형태소가 결합되어 그 형태가 다양하고

였으며, 두 집단 간 읽기지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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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on gender, age, cognition, reading, and semantic knowledge
Group

Gender (Female : Male)

Age

K-CTONI-2 (IQ)

KOLRA (RQ2)

KOLRA (Decoding)

REVT-R* (Vocabulary)

5:10
7:8

7;9
7;7

99.33 (13.44)
91.73 (6.83)

71.87 (6.87)
66.53 (8.99)

75.13 (7.88)
66.40 (15.70)

86 (11.66)
65 (6.00)

DD-NV (N= 15)
DD-PV (N= 1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DD-NV= Developmental dyslexia with normal vocabulary; DD-PV= Developmental dyslexia with poor vocabulary; K-CTONI-2 = Korean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 second edition (Park, 2014); KOLRA= Korean Language based Reading Assessment (Pae, Kim, Yoon, & Jang, 2015); REVT-R =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vocabulary (Kim, Hong, Kim, Jang, & Lee, 2009); RQ2= reading quotient (decoding, reading fluency, reading comprehension); IQ = intelligence quotient.
*t= 2.159, p < .05.

었다(t = 1.746, p = .092). KOLRA 해독 표준점수의 경우에도 각각

dix 1). 언어패턴 분석(LPA)에서도 음절 단위로 계산하였으나, 한국

표준점수 평균 75.13 (SD 7.88), 평균 66.40 (SD 15.70)으로 두 집단

어 문법형태소 특성상 자소 단위의 조사가 포함되어 있어(예: -ㄴ,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t = 1.860, p = .073), 낱말 수준에서의 해독

한 거) 문법형태소 오류를 자소-음소 일치형, 자소-음소 불일치형

수준이 유사한 집단이었다. 그리고 담임, 부모에 의해 기타 발달 및

오류에 중복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오류빈도의 경우 아동이 보인

주의력 상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아동이었다.

절대적 오류의 횟수를 뜻하며, 아동이 보인 오류유형별 횟수로 계

어휘정상 난독 집단과 어휘부진 난독 집단으로 나누기 위해 수용

산하였다.

· 표현 어휘력 검사(REVT; Kim, Hong, Kim, Jang, & Lee, 2009)의

수용 어휘력 검사(REVT-R)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백분위수

신뢰도

20 초과로 나온 아동을 어휘정상 난독 집단, 백분위수 10 미만에 해

분석자 간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언어병리학을 전공하는 문해

당하는 아동을 어휘부진 난독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들의

전문 언어재활사 대학원생 1명과 함께 전체 자료 중 20%에 해당하

성별, 연령, 지능지수, 읽기지수 2, 해독 표준점수, 듣기이해 표준점

는 6명 아동의 문단글 읽기유창성 음성 파일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수 및 수용어휘 원점수에 대한 기술 통계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분석하였다. 초등 저학년 어휘정상 난독 집단과 어휘부진 난독 집
단의 읽기 자료에 대해 분석자 간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채점신뢰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도 97.4%, 전사신뢰도 93.3%로 나타났다.

한국어 읽기검사(KOLRA; Pae et al., 2015)의 핵심검사인 문단
글 읽기유창성 검사에서 130음절로 이루어진 1, 2학년용 문단글

통계처리

‘김밥 만들기’를 제공하여 글을 소리내어 읽도록 제시하였다. 본 연

어휘수준이 다른 난독 집단의 문단글 읽기유창성의 정확도 및

구에 사용된 문단글 ‘김밥 만들기’는 전체 49개 어절 중 28개 어절

속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

이 자소-음소 일치형 어절, 21개 어절이 자소-음소 불일치형 어절로

시하였으며, 어휘수준에 따른 읽기오류유형 별 오류빈도를 비교하

구성되었다. 본 문단글을 소리내어 읽는 과정을 휴대전화를 이용

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repeated two-way ANOVA)을 사용하였

해 녹음한 뒤 3일 이내 다시 듣기를 통해 전사 후 분석하였다. 분석

다. 또한,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사후분석을 일원분산분석, 독립표

은 아동의 반응을 음절 단위로 분석하여 문단글 읽기유창성의 수

본 t-검정(independent t-test) 및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으로

행 정확도와 속도, 각 오류유형별 오류빈도를 계산하였다. 정확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25.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의 경우 아동이 정확하게 읽은 음절 수를 전체 음절 수로 나눈 뒤

하였다.

100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속도의 경우 아동이 문단글을 읽은 전

체 시간을 초 단위(소수점 한 자리까지)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오류유형별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오단서 분석(MA)의 경우, 대치
(substitution), 생략(insertion), 첨가(insertion), 수정(correction),

어휘수준에 따른 문단글 읽기유창성 정확도 및 속도 비교

반복(repetition) 오류로 분류하였다. 언어패턴 분석(LPA)의 경우

어휘수준이 다른 난독 집단의 문단글 읽기유창성 정확도 및 속

자소-음소 일치형(phoneme-grapheme correspondent), 자소-음소

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읽기유창성

불일치형(phoneme-grapheme non-correspondent), 문법형태소

정확도와 속도에 있어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읽기 유창

(grammatical morpheme grapheme) 오류로 분류하였다(Appen-

성 정확도와 속도에서 모두 어휘정상 난독 집단이 높은 수행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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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Text reading fluency accuracy and speed by semantic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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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두 집단 모두 집단 내에서 대치 오류빈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Figure 3).

Speed (sec)

Figure 2. Comparing group text reading fluency speed (sec) depending on vocabulary.

어휘수준과 언어패턴 분석(linguistic pattern analysis)의
오류유형에 따른 오류빈도 비교
언어패턴 분석(LPA)의 오류빈도에 대한 반복측정 이원분산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Figures 1, 2).

석을 실시한 결과, 어휘수준과 유형별 오류빈도에 따른 상호작용효
과가 나타났다(F(1,28) = 4.757, p< .05). 또한, 어휘수준에 따른 주효과

어휘수준 집단과 오단서 분석(miscue analysis)에 따른

(F(1,28) = 6.090, p < .05)와 유형별 오류빈도에 따른 주효과(F(1,28) =

오류빈도 비교

46.849, p < .05)가 유의하였다. 이에 대한 사후분석을 독립표본 t-검

오단서 분석(MA)의 오류빈도에 대한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정 및 대응표본 t-검정으로 실시한 결과, 자소-음소 불일치형 오류

실시한 결과, 어휘수준과 유형별 오류빈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빈도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며(t = -2.525, p < .05), 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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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집단 내에서 자소-음소 불일치형 오류빈도가 유의하게 가장

독 집단에서 오류를 빈번히 보였는데, 오류의 횟수뿐만 아니라 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

류의 양상이 다른 것도 살펴볼 수 있었다. 어휘정상 난독 집단에 속
한 아동은 의미적으로 읽으려는 과정에서 음운규칙 미적용으로 인

논의 및 결론

한 대치 오류, 의미적으로 유사하게 읽어내려는 오류를 보인 반면
(예: 익으면/이그면/→/이키면/, /익으면/), 어휘부진 난독 집단에서는

본 연구는 난독 집단을 어휘수준에 따라 어휘정상 난독 집단

의미지식의 제한으로 인해 자소 단위의 오류를 보여 의미적으로 읽

(Developmental dyslexia with normal vocabulary, DD-NV)과 어

어내는 것에 어려움을 보였다(예: 익으면/이그면/→/인으면/, /징느면/).

휘부진 난독 집단(Developmental dyslexia with poor vocabulary,

수정 오류의 경우 어휘부진 난독 집단이 어휘정상 난독 집단보

DD-PV)으로 분류하여 문단글 읽기유창성 수행력을 살펴보았으

다 더 많은 오류빈도를 보였으며, 오류빈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며, 오단서 분석(MA), 언어패턴 분석(LPA)으로 읽기 오류를 분석

났다(t = -3.160, p < .05). 수정 오류는 읽기 오류를 보인 이후 아동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30음절로 구성된 초등 1-2학년 수준의 문

이 스스로 수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어휘부진 난독 집단이 어휘정

단글 읽기 과제를 활용하였으며, 전체 49개 어절 중 28개 어절이 자

상 난독 집단보다 읽기 오류를 빈번히 보인 양상을 보았을 때, 수정

소-음소 일치형 어절, 21개 어절이 자소-음소 불일치형 어절로 구성

오류도 따라서 함께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정 오류는 읽기 수

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휘정상 난독 집단은 해독 총점 80점 중

준이 어느 정도 숙달된 아동이 읽기 반응을 스스로 점검하는 과정

원점수 평균 44.20점(SD 6.18), 어휘부진 난독 집단은 해독 원점수

에서 올바르게 고쳐 읽는 오류로써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균 36.80점(SD 11.24)으로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을 해독할 수

긍정적 오류 반응으로 살펴볼 수 있다(Bae, 2004; Woo & Kim, 2012).

있는 알파벳 단계이면서 음운규칙이 적용되는 자소-음소 불일치

하지만 수정 오류가 빈번하다는 것은 능숙한 읽기에 도달하지 않

형 읽기를 시도하는 철자법 읽기단계 초기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

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수정 전 반응

었다(Ehri, 2000). 따라서 두 집단 모두 주어진 문단글을 끝까지 해

을 살펴보았을 때, 주어진 문단글의 음절 내에서 초성 및 종성의 대

독하여 읽기가 가능하였으나, 오단서와 언어패턴에 따른 오류를 보

치오류를 보였다가 수정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읽

였다.

기 특성에서 수정 오류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으며, 수정 전 반

먼저, 문단글 읽기유창성을 정확도와 속도 측면으로 나누어 보
았을 때 어휘정상 난독 집단이 어휘부진 난독 집단보다 유의하게

응을 함께 기록해 두어 아동의 읽기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높은 정확도와 빠른 속도를 보였다. 이는 어휘발달지연 아동이 일

언어패턴 분석(LPA) 오류빈도에서는 어휘부진 난독 집단이 어

반 아동보다 문단글 읽기유창성 과제에서 적절한 속도와 정확도로

휘정상 난독 집단보다 자소-음소 불일치형에서만 유의하게 더 많은

읽는 것에 어려움을 보였다는 선행연구(Yoon, 2019)의 연구결과에

오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Kim & Park, 2010)에 따르

더하여, 읽기의 어려움 정도가 유사한 발달성 난독 집단 내에서도

면 읽기부진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음운변동 오류를 더 많이 보였

어휘력이 문단글 읽기유창성 수행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밝혀

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읽기수준이 동일한 난독 집단

냈다. 이는 해독 수행력이 유사한 난독집단 내에서도 어휘력이 읽

내에서도 어휘수준이 낮을 경우 자소-음소 불일치형 오류를 더 많

기유창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단어 해독을 위해서는 소리,

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소-음소 불일치형 어휘는 초등

철자지식뿐만 아니라 단어의 의미지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선행연

1-2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쉬운 난이도의 어휘였다. 문단글 내 어휘

구(Seidenberg & McClelland, 1989)를 뒷받침하여 문단글 읽기유

의 쉬운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어휘지식의 제한이 있는 아동은 어휘

창성 수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어휘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가 정상 범주인 아동과 비교했을 때 자소-음소 불일치형을 읽는 데

본 연구에서 문단글 읽기유창성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오단서

에 있어서 42개 음절 중 각각 평균 23개, 14개 음절에서 오반응을 보

분석(MA) 방법과 언어패턴 분석(LPA) 방법이 있었다. 오단서 분석

이는 등 어려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읽기 수행력에 영향을 미쳤다

(MA) 오류빈도에서는 어휘부진 난독 집단이 어휘정상 난독 집단

고 할 수 있다. 연구과제로 사용된 ‘김밥 만들기’ 문단글의 전체 49

보다 대치 유형에서 유의하게 더 많은 오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

개 어절 중 28개 어절은 자소-음소 일치형 어절로 구성되었다. 어휘

다. 선행연구(Kim & Park, 2010)에 따르면 읽기부진 아동이 일반 아

정상 난독 집단과 어휘부진 난독 집단은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 해

동보다 대치 오류, 특히 조사 부분에서 오류를 다수 보였다. 본 연구

독 총점 40점 중 각각 31.73점(SD 4.847), 28.87점(SD 8.895)으로 유

에서는 읽기가 동일하게 어려운 두 난독 집단 내에서도 어휘부진 난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 = 1.096, p = .285). 이로 인해 언어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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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 분석(LPA) 결과 자소-음소 일치형 오류빈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의 난이도가 조절된 문단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오단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는 낱말과 형태소가 결합되어

분석(MA)에서 다른 의미로의 대치와 언어패턴 분석(LPA)에서 해

어절을 형성하는 특성을 가진다(Kim & Lee, 2003). 따라서 음절 단

독 수행력이 낮은 경우 자소-음소 일치형 및 문법형태소 오류가 어

위의 읽기 오류분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철자법을 고려한 자소 단

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의 오류분석도 함께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읽기 자동성(automaticity)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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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오류유형 분석 예시
1) 오단서 분석(Miscue Analysis) 예시
오류유형

조작적 정의

어휘정상 난독집단

어휘부진 난독집단

대치

목표 음절이 아닌 다른 음절로 대치한 경우

썬다/썬다/
→ /썰다/

썬다/썬다/
→ /진다/

생략

목표 음절을 생략한 경우

얹어준다/언저준다/
→ /어준다/

얹어준다/언저준다/
→ /준다/

첨가

목표 음절에 다른 음절이 첨가된 경우

한입크기로/한닙크기로/
→ /한이베크기로/

한입크기로/한닙크기로/
→ /한닙을크기로/

수정

오류를 보인 후 스스로 수정한 경우

말아/마라/
→ /말아 마라/

말아/마라/
→/발아 마라/

반복

목표 음절을 반복한 경우

발로/발로/
→ /발로 발로/

발로/발로/
→ /발 발로/

2) 언어패턴 분석(Linguistic Pattern Analysis) 예시
오류유형
자소-음소 일치형
자소-음소 불일치형
문법형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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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적 정의

어휘정상 난독집단

어휘부진 난독집단

실제 발음과 표기법이 같은 음절에서 오류를 보인 경우

살짝/살짝/
→ /쌀짝/

살짝/살짝/
→/쌀짱/

음운규칙이 포함된 음절에서 오류를 보인 경우

익으면/이그면/
→ /익으면/

익으면/이그면/
→ /인쓰면/

문법형태소가 포함된 음절에서 오류를 보인 경우

재료를/재료를/
→ /재료는/

재료를/재료를/
→ /재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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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초등 저학년 발달성 난독 아동의 의미지식에 따른 문단글 읽기유창성 특성 및 오류분석
천해인1·유해림1·배소영2
1

한림대학교 언어병리청각학과, 2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청각언어연구소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초등 저학년 발달성 난독 아동을 대상으로 의미지식을 고려한 문단글 읽기유창성 특성을 알아보고 오류분석
을 하고자 하였다. 방법: 초등 저학년 발달성 난독 아동 30명을 수용 어휘력 검사 결과에 따라 어휘정상 난독 집단과 어휘부진 난독 집
단으로 나누었으며, 두 집단은 학년, 지능, 해독수준이 일치하였고, KOLRA의 해독 수행력 또한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단글 읽
기유창성의 정확도와 속도를 비교하고 의미지식을 고려하여 오단서 분석(MA)과 언어패턴 분석(LPA)으로 오류빈도를 비교하였다. 결

과: 어휘부진 난독 집단은 오단서 분석(MA)에서 대치 및 수정 오류가 유의하게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패턴 분석(LPA)에서
는 자소-음소 불일치형 오류에서 유의하게 높은 오류빈도를 보였다. 논의 및 결론: 자동성 이론에 따르면, 유창한 읽기를 위해서는 의
미적 단위로 글을 이해하며 읽어내야 한다. 해독 수준이 동일한 난독 집단 내에서도 어휘부진 집단의 경우 의미지식의 제한으로 문단글
읽기유창성에서 더 많은 오류를 보였다. 한국의 초등 1-2학년 교과서 내 문단글에는 문법형태소가 결합된 자소-음소 불일치형 어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음절 단위뿐만 아니라 3중 단어 구성론을 고려하여 읽기 유창성 오류를 살펴보아야 한다.
핵심어: 발달성 난독증, 문단글 읽기유창성, 자동성 이론, 의미지식, 오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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