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1

말소리와 음성과학 제6권 제4호 (2014.12.31) www.speechsciences.or.kr

ISSN 2005-8063, pp. 151~159 http://dx.doi.org/10.13064/KSSS.2014.6.4.151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읽기 유창성 중재 효과

Intervention Effect on Reading Fluency for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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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reading intervention to enhance reading fluency for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The participants were 20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who are in grades 1 to 3. To qualify for participation 
in this study, all children had to score below 30 % ile on the Receptive vocabulary Test of the Expressive and Receptive 
Vocabulary Test or the Word reading fluency of the Korean Language-Based Reading Assessment.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intervention (n=10) or control (n=10) group. The intervention group participated in the individualized 
intervention program using the guided repeated reading and the corrective feedback strategies.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in the intervention group performed better on reading fluency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after participating in 
the intervention program. Specifically, guided repeated reading with corrective feedback strategies produced significant 
improvement on generalization to unpracticed passages as well as practiced passag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guided repeated reading with corrective feedback is effective for enhancing reading fluency for children in Korea. Further 
study is needed in order to develop language-specific reading intervention.  

Keywords: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reading fluency, guided repeated reading, corrective feedback, intervention
          effect

1. 서론

읽기발달은 글자와 소리의 결합과정을 이해하는 낱말해독 

과정과 읽은 것을 이해하는 읽기 이해의 긴 여정이다. 정확한 

낱말해독만이 성공적인 읽기이해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주어진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낱말 해독 외에 빠르고 적절

한 운율을 넣어 읽는 유창함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읽기유창성

은 해독과 읽기 이해의 다리역할로 간주된다(Nathan & 

Stanovich,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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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랫동안 낱말해독과 읽기이해에 초점을 둔 읽기 교

육이 이루어졌고, 읽기유창성 중재는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Allington, 1983). Allington의 지적을 뒷받침 하는 연구로써 

Pinnell et al., (1995)은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44%가 유창하

게 읽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

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즉, 부정확한 낱말해독이나 느린 속

도는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창하게 읽는다는 것은 정확하고(accuracy) 적절한 속도

(rate)로, 적절한 운율(prosody)을 넣어가며 읽는 것이다(Hudson, 

Mercer & Lane, 2005; Kuhn & Stahl, 2003). 유창함(fluency)은  

낱말해독에는 거의 무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이면서 빠르고, 부

드럽고, 노력 없이(편안하게) 자동적으로 주어진 글을 읽을 때 

가능하다(Meyer & Felton, 1999). 

LaBerge & Samuel (1974)은 읽기에 사용가능한 제한된 용량

의 인지적 자원(resource)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만약 낱말

해독과정이 비교적 정확하고 빠르며, 큰 노력 없이 이루어진다

면 대부분의 자원은 읽은 것을 종합하고, 통합하여 해석하는 

읽기 이해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느린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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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읽으려고 노력하면서 대부분의 인지적 자원을 낱말

해독과정에 사용하게 되면 읽은 자료를 통합할 읽기 이해에 

사용할 자원이 없게 되어 읽기이해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읽기 유창성을 위해서는 빠른 낱

말해독과정이 필수적이다. 즉, 빠르고 정확하게 글자를 재인하

고, 인출해 내는 속도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어휘, 문법 및 

구문과 같은 언어지식과 텍스트와 관련된 배경지식은 읽기유

창성에 영향을 준다(Wolf & Katzir-Cohen, 2001). 

한국어 읽기발달에서 읽기 유창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많

지는 않다(이수향, 2012). 말속도와 관련한 연구에서 읽기 유창

성 능력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유창성 연

구에 따르면, 초당 평균 3.06에서 3.47 음절을 읽는 것으로 나

타났다(신문자, 한숙자,2003; 심홍임, 2004; 안종복 외, 2002).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종복 외(2002)의 연구에서는 8세 아

동이 초당 1.52 음절, 9세 아동이 초당 1.76음절, 10세 아동이 

2.02음절을 읽으며 읽기 유창성이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은 자소-음소의 대응규칙이 분명하고, 음절의 경계가 명

확한 철자체계이다. 그래서 한글읽기발달에서 보면, 글자와 소

리가 일치하는 낱말은 초등 1-2학년 시기에 이미 98%의 정확

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윤혜경, 1997; 윤효진, 김미배, 

배소영, 2011). 하지만 글자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낱말은 우

리말의 음운규칙을 적용해서 읽어야 하며, 초등학교 고학년시

기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어에

서는 낱말이 조사 혹은 어미와 결합하는 어절에서 음운규칙을 

적용하여 읽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때 빈번하게 나타

나는 음운규칙은 비음화, 경음화, 유음화, 기식음화, 구개음화, 

연음화, 7종성 규칙 등으로 나타났다(이광오, 1996; 김수진, 이

지영, 2008). 

National Reading Panel(2000)은 낱말해독과 읽기이해의 중간 

다리로서 읽기 유창성의 역할을 설명하며 읽기 유창성 중재를 

다룬 연구들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중재법을 제안하였다. 가장 

대표적이며 일반적인 읽기 유창성 중재 방법은 반복 읽기전략

(guided repeated reading)으로서, 이 전략은 정확도, 속도, 운율 

모두에 효과적이다. 반복 읽기전략은 함께 읽기, 번갈아 읽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동일한 텍스트에 노출되고, 친숙한 텍

스트를 독립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중재법으로, 점차

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텍스트를 제공하고, 반복적으로 읽을 기

회를 제공하며 읽기 유창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Chard et al., 

2002; Meyer & Felton, 1999). 반복 읽기 전략은 치료사가 아동

에게 도움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

다. 반복 읽기 전략과 함께 치료사가 모델링을 제공하고, 아동

이 오류를 보일 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corrective 

feedback)은 읽기 유창성을 증진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

고되었다(Kouri, Selle & Riley, 2006).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은 중산층 이상의 가정 아동과 비교하

여 언어능력, 낱말해독,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 등의 발달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urt, Holm, & Dodd, 

1999; Whitehurst, 1997; Whitehurst & Fischel, 2000).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언어와 읽기에서의 낮은 수행력은 기질적인 원인

이라기 보다는 환경적인 원인, 즉 충분한 언어와 인지자극, 그

리고 초기 문해화 과정의 결핍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Bhattacharya, 2010). 선행연구에 따르면 빈곤은 읽기발달에 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은 중상위층 가

정의 아동과 비교하여 약 2배 이상의 읽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음이 보고되었다(Cunningham, 2006; Neuman, 2006). 

우리나라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읽기능력을 살펴본 연구에 따

르면, 초등학교 저학년의 저소득층 가정 아동은 낱말해독, 읽

기유창성, 읽기이해 모두에서 중상층 가정의 아동보다 낮은 수

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지혜, 2006; 김화경, 배소영, 

윤효진, 2013). 특히, 김화경 외 (2013)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중산층 가정의 아동과 비교하여 자소-음소가 불

일치한 낱말을 해독하는데 큰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읽기유창성에서도 중산층 가정의 아동과 비교하여 낮은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1-3학년은 Chall(1983)의 읽기발달 모델에 의하면, 글자

와 소리의 규칙을 습득하여 해독능력이 확립되어 유창성 단계

로 넘어가는 시기로써, 읽기 유창성 중재 프로그램이 가장 효

과적일 수 있는 시기이다(Kuhn & Stahl, 2003). 초기 읽기 유창

성 중재는 성공적인 읽기 이해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고학년에서 읽기 실패를 경험한 후에 제공되는 치료적 중

재(remediation intervention)보다는 저학년에서 예방적 중재

(preventive intervention)로서 읽기 유창성 중재 프로그램이 제

공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Torgesen, 

Alexander et al., 2001).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은 초기 읽

기 사회화 시기에 글자, 책 등의 인쇄물에 노출되는 빈도가 적

을 뿐 아니라 읽기교육이 시작된 이후에는 읽기 자료 및 교육

에의 노출이 적어 읽기능력이 낮은 경향이 있다. 이 시기의 정

확하고 자동화된 읽기가 확립되지 않으면 읽기이해발달에 부

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저학년의 저소득층 가

정 아동에게 예방적인 읽기 교육 차원의 읽기 유창성 중재 프

로그램은 이후 읽기 및 학업 수행에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방

법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 1-3학년 아동 중 

읽기 혹은 어휘능력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

로 하여 읽기 유창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중재 프로그램을 실

시하고, 사전-사후 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초등 저학년 시기의 낱말해독과 어휘능력은 읽기유창성과 읽

기이해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러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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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연령 학년
KOLRA-낱말읽기유창성 REVT-수용어휘

원점수 백분위 원점수 백분위

중재집단

(n=10)

E1 여 7;0 1 19 10-25 75 10-20
E2 여 6;11 1 12 <5 68 30
E3 남 7;1 1 26 >25 80 20-30
E4 남 7;7 2 24 25 92 70-80
E5 여 8;4 2 31 >25 72 <10
E6 남 7;10 2 14 <5 70 <10
E7 여 8;1 2 27 >25 82 10-20
E8 남 7;8 2 17 5 64 <10
E9 여 8;7 3 21 5-10 97 60-70
E10 여 8;6 3 27 25 100 70-80

통제집단

(n=10)

C1 남 7;5 1 15 5-10 60 <10
C2 남 7;0 1 21 10-25 52 <10
C3 남 6;6 1 22 25 73 50-60
C4 남 6;7 1 20 10-25 78 80
C5 여 7;10 2 22 10-25 73 <10
C6 여 8;4 2 23 10-25 96 70-80
C7 남 8;3 2 12 <5 64 10
C8 남 7;6 2 23 10-25 87 50
C9 여 9;2 3 25 10-25 90 <10
C10 남 8;11 3 25 10 112 >99

표 1. 연구대상자 정보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재를 실시하였다. 대상아동은 중재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

였고, 읽기유창성 증진을 위한 전략인 반복 읽기와 함께 모델

링 및 오류 수정을 사용하여 중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사

용한 전략이 읽기 유창성 증진에 효과적이었는지를 보기 위해 

중재집단의 중재 사전-사후, 그리고 사후에 중재집단과 통제집

단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1-3학년 20명을 대상으로 

하여 중재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10명씩 배치하였다. 대상아

동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차상위계층 조건(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인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다. 

2) 한국어 읽기검사(Korean Language-Based Reading Assessment, 

KOLRA)(배소영 외, 출간중)의 하위검사 중 낱말 읽기 유창성 

검사와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김영태 외, 2009) 중에서 어느 한 검사에서라도 

30%ile 미만의 수행력을 보였다. KOLRA의 낱말 읽기 유창성 

검사는 총 50개의 낱말을 A4지 한 면에 2단으로 제공하고, 아

동이 40초 동안 정확하게 읽은 낱말 수를 계산하여 읽기 유창

성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3) 모든 아동은 부모 또는 기관 교사에 의해 시각적, 정서적, 

인지적, 정서 및 행동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아동이

며, 일반학급에 재학 중이다.  

중재 집단과 통제 집단 아동의 정보를 <표-1>에 요약하였

다. 중재 집단과 통제 집단 간에 동질성을 검정하기 위해 학년, 

REVT의 수용어휘력검사, KOLRA의 낱말 읽기 유창성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학년: t=.293, p>,05, REVT: t=.215, p>.05, KOLRA-낱말

읽기유창성: t= .420, p>.05). 

2.2 연구절차 

2.2.1 실험 설계

본 연구는 읽기유창성 중재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읽

기 유창성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중재집단과 통

제집단으로 나누어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를 사용하였다. 또한 무선배치 디자인을 

사용하기 위해 중재집단과 통제집단은 본 연구에 참여하는 아

동이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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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제

텍스트

(256음절)

친구들과 나는 크리스마스 날 밤에 함께 놀이터에서 논다. “와~ 잔디 속눈썹 진짜 길다!” 잔디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친구다. 나는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노는 게 좋고 재미난다. 나는 아까 토스트를 먹어서 배

가 든든하다. 나는 오래 놀고 나니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앉은 상태로 쉰다. 다른 친구들도 쉰다. 어떤 친

구는 노래를 부르며 걷는다.
그 중 우성이는 항상 튀는 생각만 한다. 우성이는 엄청 튀는 옷이 가지고 싶다고 한다. 갑자기 우성이가 

“아야!”라고 소리를 지른다. 아주 날카로운 못! 친구는 우성이를 도우려고 한다. 우성이는 갑자기 말한다. 
“못도 내 그림 대상이 된다.” 똑똑한 잔디는 우성이를 도와준다. “피가 너무 빨갛다.” 우성이 다리가 빨갛

게 멍이 들었다. 

목표 음운규칙이

포함된 어절

(총 15개)

․연음화[밤에→/바메/, 놀이터→/노리터/, 먹어서→/머거서/, 앉은→/안즌/, 옷이→/오시/]

․경음화[속눈썹→/송눈썹/, 못도→/모또/]

․비음화[듣는→/든는/, 걷는다→/건는다/, 생각만→/생강만/]

․기식음화[좋고→/조코/, 똑똑한→/똑또칸/, 빨갛다→/빨가타/, 빨갛게→/빨가케/]

․7종성 규칙[못→/몯/]

일반화과제

텍스트

(194음절)

어느 추운 겨울, 나는 아빠와 목욕탕에 간다. 옷을 여러벌 입으니 따스하다. 목욕탕에는 넓은 탕이 있다.

목욕을 마치고 아빠는 내게 얼룩말 책을 주신다. 수학만 공부하는 나를 아빠는 항상 걱정하신다.

하얗고 반짝이는 눈이 녹는다. 너무너무 이쁘게 녹는 눈을 보다가 예전, 티비에서 본 버섯이 생각난다. 추

운 날씨를 견디면서 자라던 버섯! 버섯도 그런 힘든 과정을 이겨내는데, 나도 항상 노력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나는 아빠에게 말한다. “눈이 정말 하얗다.” 우성이 마음에도 하얀 눈이 내린다.

목표 음운규칙이 

포함된 어절

(총 15개)

․연음화[목욕탕→/모굑탕/, 입으니→/이브니/, 넓은→/널븐/, 버섯이→/버서시/, 눈이→/누니/

․비음화[수학만→/수항만/, 녹는다→/농는다/, 녹는→/농는/, 얼룩말→/얼룽말/]

․경음화[버섯도→/버서또/]

․기식음화[하얗고→/하야코/, 이렇게→/이러케/, 생각한→/생가칸/, 하얗다→/하야타/‘

․7종성 규칙[버섯→/버섣/]

표 2. 훈련과제 및 텍스트 과제

Table 2. The example of practiced passages and unpracticed passages

아동을 각 집단에 배치하였다. 사전 평가를 실시한 후에 8회기

의 개별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으며, 개별 프로그램 종료 후에 

사후 평가가 실시되었다. 중재집단의 사전-사후 평가 시기에 

통제집단에게도 중재집단과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여 중재프로

그램의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실험이 종료된 후 통

제집단의 아동에게도 동일한 중재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종속 측정치는 10초당 정확하게 읽은 음절 수로 계산한 읽

기 유창성 수행력으로서, KOLRA의 문단글 읽기 유창성 검사

와 매 회기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텍스트(훈련 과제), 훈련 과

제의 텍스트와 의미와 구문의 길이 및 복잡도, 그리고 포함된 

음운규칙이 유사한 텍스트(일반과 과제)로, 사전-사후 단계에서 

평가되었다. 

2.2.2 실험 절차

중재는 치료사와 아동 1:1 개별 중재로 이루어졌으며, 아동

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기관 내에서 이루어졌다. 중재는 연구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진 외 언어치료사가 실시하였다. 언

어병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2명의 대학원생이 개발된 중재프로

그램을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연구진은 프로그램을 실시한 2 

인의 언어치료사가 동일한 내용와 방법으로 실시했는지를 확

인하였고, 신뢰롭다고 판단하였다. 

실험 절차는 사전 평가, 중재, 사후 평가의 평가 3단계로 이

루어졌다. 총 10회기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에서 1회기와 10회기

에는 각각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8회기동안 

중재가 이루어졌다. 중재는 2주간 주 4일씩 총 8회기가 진행되

었으며, 회기당 50분으로 이루어졌다. 

2.2.2.1 사전 평가 단계

KOLRA의 문단글 읽기 유창성검사를 실시하였다. KOLRA

의 문단글 읽기 유창성 검사는 아동이 358음절로 이루어진 설

명글을 읽은 후, 전체 음절수인 358음절에서 오류를 보인 음절

수를 뺀 후 아동이 읽은 총 소요시간으로 나눈다. 그리고 곱하

기 10을 하여 10초당 정확하게 읽은 음절수를 계산하였다. 

또한 8회기의 중재동안 사용될 텍스트(훈련 과제), 그리고 

훈련 과제와 길이 및 언어적 난이도에서 유사하게 만들어진 

텍스트(일반화 과제)를 이용하여 10초당 정확하게 읽은 음절 

수를 측정하였다. 훈련 과제와 일반화 과제는 약 200-250음절

로 이루어졌으며, 텍스트 내에는 음운규칙이 적용되는 자소-음

소 불일치형 낱말이 15개씩 포함되었다. 훈련과제와 일반화 과

제 텍스트 내에 포함된 음운규칙은 동일했으나 낱말은 다른 

낱말이었다. 훈련 과제와 일반화 과제의 예는 <표-2>에 나타나

있다.

2.2.2.2 중재 단계

한 회기의 중재는 확인, 도입, 중재, 정리의 총 4단계로 진행

되었다. 확인단계에서는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는 연습을 하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읽기 유창성 중재 효과 155

회기 음운규칙 활용 방법 낱말 수준 예시

1 연음화
․ 단어 내

․ 조사(-이, -에)
․ 놀이터/귀걸이/검은색/거북이

․ 검은색이/기분이/손에/밤에

2 연음화
․ 어미(-어서, 으니, 아라)
․ 겹받침+어미(-은)

․ 먹어서/열어서/받으니/놀아라

․ 얹어/얇은/짧은/앉은

3 비음화
․ 단어 내

․ 어미(-는)
․ 얼룩말/속눈썹/박물관/막내

․ 잡는/듣는/뽑는/찍는

4 비음화
․ 어미(-는다)
․ 조사(-만)

․ 듣는다/먹는다/걷는다/막는다

․ 생각만/과학만/밥만/모습만

5 7종성/연음화
․ 종성 /ㅅ/
․ 조사(-이)

․ 붓/옷/빗/못
․ 붓이/옷이/빗이/못이

6 연음화/경음화
․ 조사(-이)
․ 조사(-도)

․ 붓이/옷이/빗이/못이

․ 붓도/옷도/빗도/못도

7 기식음화
․ 어미(-다)
․ 어미(-게)

․ 좋다/쌓다/놓다/빨갛다

․ 좋게/놓게/쌓게/빨갛게

8 기식음화
․ 어미(-고)
․ 어미(-한)

․ 좋고/쌓고/놓고/빨갛고

․ 똑똑한/시작한/노력한/도착한

표 3. 각 회기에 사용된 음운규칙

Table 3. Phonological rules for intervention program

구분 활동 및 내용 시간

확인

․ 지난 시간 활동 내용 확인

․ 목표 어절을 다양한 단위로 제시하여 음운 규칙 적용 수준 확인 

․ 회기에 사용될 텍스트의 정확도 및 속도 확인

5분

도입
․ 낱말 카드로 음운 규칙이 포함된 낱말 소개

․ 아이패드 및 자석판 활용하여 음운 규칙 설명
10분

중재

․ 다양한 단위(낱말/문장/텍스트)에서 반복적으로 읽기 연습

  - 함께 읽기

  - 번갈아 가며 읽기

  - 혼자 읽기

․ 아동이 오류를 보일 때 모델링 및 오류 수정

30분

정리 ․오류 낱말 확인 및 연습한 텍스트의 정확도 및 속도 확인 5분

표 4.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

Table 4. Content and structure of the reading fluency intervention sessions

기 전에 아동이 정확하고 빠르게 읽는 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

는 음운규칙이 적용된 낱말을 먼저 제시하고 아동의 음운규칙 

적용수준을 확인하였다.  

음운규칙은 한글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운규칙과 음운규

칙 발달(김수진, 이지영, 2008; 윤효진, 김미배, 배소영, 2011; 

이광오, 1996)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단어 내에서 혹은 단어

와 조사 및 어미 결합 활용 형태에서 나타나는 음운규칙이 적

용된 낱말을 제시하였다. 회기별 음운 규칙은 <표-3>에 요약하

여 제시하였다. 또한 확인 단계에서 회기 내에서 사용될 텍스

트의 정확도 및 속도를 측정하였다. 아동이 준비한 텍스트를 

90% 이상 정확하게 읽으면 설명글 및 설득글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글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도입 

단계에서는 목표 음운규칙이 적용되는 과정과 그 음운규칙이 

들어간 낱말을 아이패드와 자석판을 이용하여 짧게 소개하였

다. 중재 단계에서는 주어진 텍스트를 정확하고 적절한 운율을 

넣어 빠르게 읽기 위해 반복하여 읽기를 실시하였다. 아동이 

오류를 보일 때 치료사는 모델링 및 수정하기 등의 전략을 사

용하였다. 먼저 아동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이 먼저 읽

고, 그 다음에 치료사가 읽어서 모델링을 보여 준 후, 아동이 

다시 읽도록 하였다. 이 때 아동이 오류를 보이면 치료사는 수

정해 주고 아동이 다시 반복하여 읽도록 요구하였다.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오류 낱말을 확인하고 회기 내에서 연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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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의 정확도 및 속도를 확인하였다. 중재 프로그램의 한 

회기 구성은 <표-4>와 같다. 

2.2.2.3 사후 평가 단계

사전 평가와 동일하게 KOLRA의 하위검사 중 문단글 읽기 

유창성 검사, 훈련 과제 텍스트, 일반화 과제의 텍스트를 사용

하였고, 속도와 정확도가 측정되었다.  

3. 연구 결과

3.1 집단 간 사전․사후 읽기 유창성 능력

사전․사후 평가에서 중재집단과 통제 집단 간에 읽기 유창

성 능력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는 <표-5>와 같다. 

중재집단(n=10) 통제집단(n=10)

M SD M SD

사전-KOLRA 31.66 9.48 27.77 10.37

사후-KOLRA 37.37 10.88 27.89 9.66

표 5. 집단 간 사전․사후 문단글 읽기 유창성 

평균 및 표준편차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for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s 
on passage reading fluency abilities at pretest and posttest

<표-5>에 따르면, 사전평가에서 중재 집단은 KOLRA의 문

단글 읽기 유창성 검사에서 10초당 정확하게 읽은 음절 수는 

평균 31.66, 통제 집단은 평균 27.77로 나타났으며, 사후평가에

서 중재집단은 평균 37.37음절, 통제집단은 평균 27.89 음절로 

나타났다. 중재 프로그램이 끝난 후 중재 그룹과 통제그룹간의 

수행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에서 실

시한 KOLRA의 문단글 읽기 유창성 수행력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표-6>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KOLRA의 문단글 읽기 유창성 검사에서 10초당 읽은 음절 수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F(1,20)=-9.066, p<.01).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K
O
L
R
A

공분산

(KOLRA 
사전 

수행력)

1604.553 1 1604.553 90.554 .000

집단 160.650 1 160.650 9.066 .008

오차 301.228 17 17.719

총 23648.177 20

표 6. 집단 간 문단글 읽기 유창성 증진에 대한 사전 

수행력의 공변량 분석

Table 6. ANOVA results on passage reading fluency 

3.2 중재 집단 내의 읽기 유창성 과제에 따른 수행력

사전 · 사후 수행력

읽기 유창성 중재 프로그램이 중재 집단의 읽기 유창성 능

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추리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7>에 제시하였다. 중재집단의 사전 · 사후 

수행력 비교를 훈련과제 및 일반화 과제, 그리고 KOLRA의 문

단글 읽기 유창성 검사로 보았을 때 10초당 정확하게 읽은 음

절 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3.124, p<.05, t=-3.901, p<.01, t=-3.420, p<.01). 

사전 사후
t p

M SD M SD

훈련

과제
30.20 9.47 36.34 9.13 -3.124 .012

일반화

과제
30.53 10.86 34.52 9.33 -3.901 .004

KOLRA 31.66 9.48 37.37 10.88 -3.42 .008

표 7. 중재 집단 내 문단글 읽기 유창성 능력 사전·사후 

수행력 기술통계 및 t-검정 

Table 7. Descriptive statistics on passage reading fluency 
abilities at pretest and posttest for intervention group

4. 논의

본 연구는 반복 읽기를 통한 읽기 유창성 중재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읽기 유창성 능력을 향상시키는지를 보

고자 하였다. 특히, 대상자는 한국어 읽기검사의 낱말 읽기 유

창성 검사와 수용표현어휘력검사의 수용어휘력검사 중 어느 

한 검사에서라도 30%ile 미만의 수행력을 보이는 아동들로 이

후 읽기유창성 발달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는 아동이었다.  

중재 집단에 참여한 아동은 2주 동안 50분씩 8회기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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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개별적인 읽기 유창성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읽

기 유창성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된 전략은 반복 읽기

(guided repeated reading)이었으며, 아동이 오류를 보일 때 모델

링 및 오류 수정(corrective feedback)과 같은 도움을 제공하는 

전략이 사용되었다. 

중재 집단의 아동은 중재가 시작되기 전에 훈련과제, 일반

화 과제, KOLRA 검사의 문단글 읽기 유창성 과제 모두에서 

10초당 약 30음절을 정확하게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8회기의 

중재 프로그램이 종료한 후 연습한 훈련 과제 뿐 아니라 연습

하지 않았던 일반화 과제에서도 10초당 35-38음절을 읽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증진을 보였다.

또한 사후 검사에서 중재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했을 때에

도 통제집단은 사전 검사에서와 유사하게 10초당 약 28음절을 

정확하게 읽으며 중재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 읽기는 동일한 텍스트를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읽는 기

회가 증가되며 텍스트의 낱말 혹은 어절을 반복적으로 읽음으

로써 자동화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 결과는 읽기 유창성 증진

을 위해 사용한 반복 읽기(guided repeated reading)가 모델링 

및 오류수정(corrective feedback) 도움전략과 함께 할 때 효과

적인 읽기 유창성 프로그램이라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Kouri, Selle, Riley, 2006; Kuhn & Stahl, 2003; Meyer & 

Felton, 1999). National Reading Panel(NRP; 2000)의 읽기 유창

성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에 의하면 반복 읽기

(guided repeated reading)는 읽기 유창성 증진을 위한 가장 효

과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였으며, 낮은 유창성 능력을 보이는 

아동에게 모델링과 아동이 오류를 보인 낱말 혹은 어절을 수

정해서 다시 들려주는 전략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한 회기 동안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약 

200-250음절로 이루어진 짧은 텍스트를 선정하여 목표 준거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읽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아

동이 오류를 보일 때에는 치료사는 모델링 및 수정(corrective 

feedback)을 제공하였다. 주어진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정확하게 읽지 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받은 피드백은 아동의 

읽기 유창성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델

링 없는 반복 읽기와 모델링과 수정이 제공되는 반복 읽기와

의 중재차이를 본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읽기 유창성에 어려움

을 보이는 아동에게는 모델링과 수정이 제공되는 반복 읽기 

유창성 중재 프로그램이 모델링 없는 반복 읽기보다 더 효과

적인 방법으로 보고되었다. 

유창하게 읽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느린 낱말 해독으로 

보고 있다(Meyer & Felton, 1999). 느린 낱말 해독능력을 보이

는 아동은 저빈도 어휘이거나 자소와 음소가 불일치하는 낱말, 

음소 혹은 음절의 배열이 복잡한 낱말을 읽을 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낱말이나 어절에의 반복적인 노

출은 친숙도를 높이고 자동화를 이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

인 느리고 부정확한 낱말 해독은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에서 

나타난다고 보고 음운규칙이 적용이 된 낱말을 텍스트에 포함

하여 아동이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글과 같은 표층표기체계의 글자체계에서는 자소와 음소가 

일치하는 낱말의 해독은 일찍, 빠르게 습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자소와 음소가 불일치하는 낱말은 자소-음소가 일치하

는 낱말에 비해 낱말 해독의 정확도가 낮거나 정확하게 읽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말에서는 낱말 내에서 

일어나는 음운규칙이 있고, 낱말과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형

태소가 결합되면서 이차적으로 다시 음운규칙이 일어날 수 있

다. 그래서 저학년 시기에 습득되며 우리말에서 빈번하게 발생

하는 음운규칙인 연음화, 비음화, 7종성 규칙, 경음화 및 기식

음화가 포함된 낱말과 어절을 소개하고, 낱말과 어절 수준에서

의 정확도를 짧게 확인한 후 텍스트 수준에서 유창성을 훈련

하였다.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 및 어절의 소개 및 확인 과

정은 텍스트 내에서 전체적으로 정확도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자동화가 이루어져 속도의 증진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읽기 유창성은 낱말해독과 읽기이해를 연결해 주는 중간 다

리 역할을 하여 이후 주어진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

을 줄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읽기 유창성의 증진이 읽

기 이해의 증진을 가져오는지는 살펴보지 않아 이후 연구에서

는 읽기 유창성 증진이 읽기이해의 증진을 이끄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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