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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學校 六學年兒童의 讀畵能力育成을위한 醫廳핍究

朴 옳華 權

(敎育學科)

1. 問題의 陳述

讀書能力育成을 위 한 實驗맑究를 수행고자 다음과 같은 前提陳述을 想定하고 問題를 提

‘起했다.

첫째， “學習을 위 한 基鍵學習技能”을 讀書能力으로 想定한다.

둘째 , 讀書能力은 開發 • 育成시 킬 수 있는 心理的 技能變因이 다.

세째， 讀書能力은 敎授·學習行動戰略에 의하여 育成된다.

네째， 長期間에 걸친 讀書能力育成實驗處置敎育￡로 讀書能力水準의 育成과 學習者(被寶

;驗者)의 學習態度變化 및 學習轉移를 向上시 킨다.

즉， 學校敎育 현장에서 계획적인 지도--讀書能力育成을 위한 쭉當·可能性 있는 處置

敎育--를 한다면，

첫째， 兒童의 讀書能力은 育成될 수 있는가?

둘째， 學習態度는 向上될 수 있는가?

세째， 敎科學習의 向上을 가져올 수 있는가?

n. 理論的 背景

A. A間의 灣홉可能性으로부터 홈書能力育成의 可能性推理

A閒은 태 어 날 때부터 未完性·非決定性의 存在이기 때문에 짝홉tE可能性이 있ξL며， 學習

이 可能한 存在다. 따라서， 讀書技能도 育成될 수 있다 (鄭範讓， 1976; 46-49: 朴鍵權，

1976;54-56).

B. 홈書能力育成의 可能性 推理와 經驗的 根據

)、間은 自然現象의 一部를 知覺하고 知覺된 -部를 認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Norman

* 本 맑究는 寶驗맑究에 응하여준 K道，Y都.D國民學校 金純姬 數師의 協助로서 이 룩펀 짧文임을

밝힘니다.



- 74-

(1969;72-8I)은 基本的인 記憶(primary memory) 能力￡로 George A. Miller의 (7+2)약

原理를 說明하고 있다. 즉， 個人의 認知能力水準은(7+2)의 범위에 속한다고 제시하고 있

우며， 본 연구에서 이 原理를 想定하고 있다.

C. 寶驗맑究의 評價原理(Isaac， Stephen and Michael, W.B. , 1974:64)

實驗處置敎育期間이 長期間일 경우， 첫째， 處置內容의 育成程度를 評價하고， 둘째， 處置

內容과 관련 있는 學習態度變化 程度를 評價하고， 마지막￡로， 處置敎育內容으로 因하여

초래될 수 있는 他 敎科 및 心理的 變因들의 學習轉移程度를 評價해야 바람직하다고 L.].

Cronbach는 지 적 했다. 따라서 , 本 昭究에서는 :

먼저 , 讀書能力育成釋度를， 그 다음， 讀書에 대 한 態度를， 마지막으로， 學習轉移程度를

測定·評價했다.

D. 假 說

讀書能力育成程度와 이에 수반되는 心理的 變因의 變化程度를 檢證하커 위하여 다음과

같은 假說을 提案했다.

<讀書能力에 관한 假說>

f탱說CI -A-I) : 實驗前， 實驗集團과 統制集團間의 讀書能力水準에 意義있는 差가 없다.

假說( I -A-2) : 實驗後， 實驗集團과 統制集團間의 讀書能力水準에 意、義있는 差가 있다.

<學習轉移에 관한 假說>

假說( n -A-I) : 實驗前， 實驗集團과 統制集團間의 知能水準에 意、義있는 差가 없다.

假說( n -A-2) : 實驗後， 實驗集團과 統制集團間의 카디能水準에 意義있는 差가 있다.

{탱說 ( n -B-I) : 實驗 20日 째 , 1分間 讀書한 實驗集團과 讀書하지 않은 統制集團間의 “바

른 생 활”敎科의 전체 내용 理解度에 관한 客觀式問題의 正答反應水準에 意

義있는 差가 있다.

假說( n -B-2) : 實驗後， 1分間 讀書한 實驗集團과 讀書하지 않은 統制集團間의 “국어 ”敎

科의 전체내용 理解度에 관한 客觀式問題의 正答反應水準에 意義있는 差

가있다.

<態度에 관한假說>

{탱說(lIl -A -I) : 두 實驗集團間의 “독서능력” 主題에 대한 評價的 훨因의 意味fJ$別反應水

準은 實驗前 • 後間에 意義있는 差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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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說( ill -A~2) : 두 實驗集團間의 “독서능력 ” 主題에 대 한 能力훨因의 意味辯別反應水準은

實驗前 • 後間에 意義있는 差가 있 다.

{탱說 C ill-A-3) : 두 實驗集團間의 “독서능력”主題에 대한 活動휠因의 意味辦왔Ij反應水準은

實驗前·後間에 意義있는 差가 있다.

假說(!II -B-1) : 두 實驗集團間의 自我省察(自我懶念)水準은 實驗前 • 後間에 意、義있는 差

가있다.

假說( ill -C-1) : 두 寶驗集團間의 “독서생활”에 대한 作文짓기에 나타난 成就動機水準은

寶驗前 • 後間에 意義있는 差가 있 다.

假說( ill -D-1) : 實驗後， 實驗集團 兒童의 學習行動을 知覺한 實驗集團 學父母의 態度水準

과， 統制集團兒童의 學習行動을 쩌口覺한 統制集團學父母의 態度水準間에

意義있는 差가 있다.

JJI. 冊究方法과 節次

A. :m:究對象

〈表 111-1> 標 集

K道 Y群 | 실험 칩 단 I 6학년 2반 τ-쫓 [ ~~ I 40

D 국민학교 「싫단 I 6학년 펙 끊기각한「- Jr
* 학급선정은 의도적으로 동질적이며 相互作用을 할 수 없는 학급으로 선정했으나 小集團別 選定은

無選的 代置標集方法에 의했음，

實驗集團과 統制集團間의 心理的 特性 tt較에서 知能과 學業成績平均에 意義있는 쫓가

없는 同質的인 集團이었다.

B. 寶驗期間

處置敎育 : 1977년 5월 9일"'1977년 6월 26일 (公休B 제외 40일 간 싶시했음)

C. 實驗設計(Campbell， D.T. and Stanley, j.C;, 1963:8)

Campbell과 Stanley가 構案한 別途標集事前 • 事後檢좁 統制集團 實驗設計를 使用했다. 즉，

6-2 20명 (접 단 1) R 0 1 (X)

6-2 20명 (접 단 ~ R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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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1

20명 (집단 3)

20명 (첩 단 4)

R

R
0 3

0 4

〈模型 111-1>實驗設計와 害j當펀 標集數

1. 實驗設計와 鏡爭假說除去

대부분의 鏡爭假說은 물리 칠 수 있었지만 被驗者의 反應에서 초래될 수 있는 호손했果;

만은 I徐去시 킬 수 없었다.

D. 실험과정

1. 무선표접방법으로 실험칩단과 버교칩단(통제정단)을 선정했다.

2. 두 첩단간에 상호작용을 못하케 했다.

3. 싣험설계와 연구과정에 따라 진행했다.

4. 실험에 사용되는 독서교재는 심험에 참가한 모든 학생이 통일쿄채로 했다. 다만 싣함

대상자의 학력수준에 적합한 내용요로 했다.

5. 실험에 사용되는 교재와 측정에 사용하는 교재로 구분하여 실험했다.

6. 실험에 사용된 敎材의 크기와 活字는 4x6판 4號活字로 使用했다.

7. 실험실시 20일째 와 40일째 에 독서이해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l分間 독서시킨후

객관식문제에 의하여 테스트하였다.

처치교육은 다음과 같은 모형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독서법의 현정과.성취동랜받 l
l인지능력 확패 전략 l
1 방해요언 제거 전략|

)-월둡끊정똑|

1국넓둥|

1쪽표l

됨현둥l
l잃휴꿇「|

〈模型 III-2> 處置敎育 을 위 한 模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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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실험운영

도입단계 (15분)+독서행동 (30분)+휴식 (10분)+독서행동 (30분)+ ••• +형성적평가

F. 실험처치의 교육방법 (X program)

1.

2.

Xal: 인지능력 확대 전략

낱글자 원기→귀절읽기-→문장읽기→의미읽기

인지적망조직 : 개념， 시-실， 원리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내용과 유사하거나공

통적인 의미가 상대적으로나 또 배경요인으로 문백상에 나타나 있거나

이 학습펼 수 있다는 것을 지도한다.

연관되어 있어야만

독서행

독서내용과 개인의 선택적 경

(x)

(x)

(x)

따라

위해

1.

3. 인지양식의 개인차 : 개인의 경험은 션택적이커 때문에

험과는 相표作用이 된다는 것을 지도한다.

4. 미래지향적 독서행동 : 읽은 내용을 회상하지 않고 앞￡로 읽을 내용이 무엇얼 것인가

에 대해서 의문을 먼지게 하면서 독서시킨다.

인지능력 확대전략은 낱글자읽는 독서행동을 지양하고 캐인의 인지능력수준으로

동전략을 확대하도록 훈련시 킨다. 이째 , 認빼樣式의 個A差， 認知的 網組織， 未來指向的언

讀書行動의 方法으로 지 도한다.

Xaz: 독서땅해요인 제거전략

1. 독서행동+머리움직임 ( x )*

2. 독서행동+엽술움직임 ( x )

3. 독서행동+혀움직임

4. 독서행동+정대움직임 ( x )

5. 독서행동+발음생각

6. 독서행동+보조수단

7. 독서행동+되돌려읽기 ( x )

* ex)표는 괄호앞의 행동을 제거시킨다는 표시임

독서행동을 하면서 그 速度를 frjj害하는 讀書速똥但害行動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서， 일정한 수준이상으로 발전하는 데 방해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동을 除去시키기

서는 “혀”를 위아래 이로서 약간 깨물고 독서한다면 그 움직임을 제거시킬수 있다. 보조수

단사용， 즉， 연펄이나 자， 손가락과 같은 물건의 의지를 받오며 읽는다면 이런 행동들을

제거시키어야 독서능력이 향상띈다.

Xa3 : 시각훈련 전략(The Reading Laboratory, 1964:20)

안구의 움직임 훈련

2. 독서중 정념 생기면 속도를 더 내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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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훌훌훌훌 톨흩뿔

2 2 .~

置훌뿔흩 뿔흩톨
3 3

훌훌훌 톰뿔톰
4 경

훌훌훌뿔 嚴훌훌
5 ‘5

훌훌훌훌 § 醫뿔뿔
8

鍵體뿔 購鍵뿔
7

壘훌훌톨뿔훌

I· .........13cm····· .... ·1 I· ........·5. Scm'" ... " ··1
〈團 Ill- I ) 시 각훈련자료모형 (A) 〈圖 1I1- 2) 시 각훈련자료모형 (B)

〈圖 JII-1) 說明 : 가로길이가 약 13cm의 길이가 되도록 그림과 같이 그림을 제착하고 시각훈련을 시

킨다면 독서행동에 도웅주는 안우의 일정한 훈련이 흰다.

〈團 III-:!) 說明 : 가로걸이가 약 5.8cm의 걸이가되도록 한계정올 두고 검은 막대를 두개씩 동시에

읽어 내려간다 5. 8cm의 킬이플 設定한 이유는 明視距離 30cm전 방에 서 정상인이

실상을 맺을 수 있는 거리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以上의 處置， Xa2' Xa3는 Xal을 育成하기 위 한 보조적 수단 기능을 하는 랭동전략이 다.

導入段階로부터 形成的 評價까지의 處置敎育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1. 導入段階 : 讀書能力을 育成하겠다는 成就意짧， 讀書의 重훨씬Eo 讀書能力의 育成可能

性에 대한 信念， 하면 된다는 意짧的 自我擺念의 태도교육을 시켰다.

2. 處置敎育 : Xal(認知能力據大訓|練)

이 段階는 學生自身이 個人差에 따라 漸次 移行해 가도록 했다.

O 第1段階-單語를 1個單語씩 읽 어 가기

O 第2段階-2"'3個單語씩 읽 어 가기

O 第3段階→5"'6個單語썩 읽 어 가기

처치 교육을 진행하면서 책융 읽는 도중 내용파악이 어려워 읽은 내용을 회상하거나 읽

였던 글줄로 눈이 되돌아가는 행동을 철대 금지시키었다.

Xa2(讀書防害훨因 除去힘II練)

O 讀書行動中 머리와 혀를 움직이지 옷하게 했다.

。 讀書行動中 엽술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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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讀書行動中 聲帶를 울려서 소리내지 못하게 했다.

O 讀書行動中 글자의 發音생각을 하지못하게 했다.

o 讀書行動中 보조수단， 즉， 손가락이나， 자， 연펄 등을 읽어내려 가는 곳에 대거나 追

麻하는 행동을 금지시켰다.

Xa3(視覺힘II練)

O(圖 III -1)의 寶料를 20매 정도 제작하여 매일 눈동자 움직이는 훈련을 1回以上 했다.

O(圖 III -2)의 資料를 20매 정도 제작하여， (圖 III -1)의 훈련이 끝난 다음 바로 이어서

매일 눈동자 움직이는 훈련을 1回以上 했다.

3. 形成的 評價

접단1과 칩단2 즉， 처치교육을 받는 접단에게만 形成的 評價(字/分)를 하여， 各者의 讀

書能力向上程度를 觀察할 수 있게하여 成就意、愁을 고취시켰다.

G. 測定道具 및 方法

1. 讀書能力水準測定

讀書能力은 읽 은 글자수에 대 한 읽은 시 간의 비율로 측정 하였다. 즉， “글자수/분”의 單

f立로 하였다.

2. 쩌能測定

標準化 知能檢훌紙(金蘭洙著， 지 2가형 )를 使用했다.

3. 學習轉移水準測定

讀書能力의 量的인 水準向上이 그 質的인 面에도 向上이 올 것인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아직 한번도 학습하지 아니한 다음 學期 敎材(2학기)를， 實驗集團은 1分間 讀書시

키 었고， 統옮u班은 讀書시 키 지 아니하고 客觀式 테스트를 받게 하였다. 敎科는 국어 (6-2) , 바

른생활(6-2)의 책이었A며， 시험문제는 각 교과 전분야에서 출제되었고 각각 20 문항이였다.

실험반 학생들은 1분간에 바른생활 교과를 1회 정도 독파한 학생이 전체학생수의 3/4정 도

이었고， 국어는 모두가 1회 정 도는 독파했었다.

4. 態度水準測定

a. 意味辦別分析法(黃順奎， 1968:552'-559)

“독서능력”이란 개념에 대해서 섣험전 • 후간에 피험자가 갖는 의미변별수준， 즉， 느낌，

감정， 태도등의 총체적인 변화정도를 形容詞群에 의해서 측정했다.

b. 自我省察水準測定(朴容憲， 1975:174-176)

자아성찰은 자아 개념과 같은 의미이다. 이 검사도구는 朴容憲이 兒童의 自我擺念水準을

j則定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인데， 본 연구에서 사용했다.

C. 成就動機71<準뼈l定(朴容憲， 1975: 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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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교육을 받는 집단 1, 2의 40명 학생들로 부터， 實驗前 • 後間에 “독서생활”이란 主題

에 대해서 作文을 짓게하고 이를 成就動機測定에 使用되는 TAT 分析準據模型을 이용하여

그 內容을 分析하였다.

d. 父母의 態度測定

實驗後， 學父母가 아동에 갖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實驗集團과→

統制集團에게 1iJt究者가 제작한 檢훌紙롤 배부하여 學父母의 반응을 받아 오라 했다. 본 測t

定도구는 兒童의 學習態度에 대한 內容이 主가 되고 있었다.

IV. 結果와 論議

船究方法과 節次에 따라 檢證된 假說은 다음과 같다.

A.結果및解釋

{탱說 CI -A-I) : 實驗前， 實驗集團과 統制集團間의 讀書能力水準에 意義있는 差가 없다.

{탱說CI -A-I)은 肯定되 었다(p>0. 5) . 따라서 , 實驗前 實驗集團과 統制集團은 同質的인 集←

團이라 想定되었다.

假說( I -A-2) : 實驗後， 實驗集團과 統制集團間의 讀書能力水準에 意義있는 差가있다.

假說( I -A-2)는 매우 意義있케 肯定되었다 (p<. 0002). 본 實驗處置는 讀書能力育成을 위

한 彈力한 處置임이 증명되었다. 40 日 間의 形成的 評價를 圖表로서 表示하면 다음의 〈圖 ι

N-l)과 같다.

假說( II -A-I) : 寶驗前， 實驗集團과 統制集團間의 쩌能7.K準에 意義있는 差가 없다.

本 假說은 肯定되었다(p>. 05) . 實驗前， 두 集團間의 知能差에 意義있는 程度는 存在하

지 아니하며， 오히려 거의 同質的인 集團들이었다.

{탱說 ( II -A-2) : 實驗後， 實驗集團과 統制集團間의 知能水準에 意義있는 差가 있다.

本 假說은 否定되 었다(p>. 05) . 本 實驗處置는 讀書能力에 關한 內容이묘로， 知能에 자

극을 주어 어느정도 向上을 가져올 것이라 가정했￡나 이 가설은 租否되었다.

{탱說( II -B-I) : 實驗 20日 째 , 1分間 讀書한 實驗集團과 讀書하지 않은 統制集團間의 “바 ’
른생 활”敎科의 全體內容 理解度에 관한 客觀式 問題의 正答反廳水準에 意、義있는 差가 있다.

本 f탱說은 5% 71<.準에 서 有意義한 差로서 肯定되 었다. 즉 文章으로서 만 엮 어진 內容은

빡른 속도로 읽어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經驗的오로 증명해주었다. 즉， 實驗

班 兒童들은 讀書速度에 비례해서 그 理解度도 育成되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짧說 ( II -B-2) : 實驗後， 1分閒 讀書한 實驗集團과 讀書하지 않은 統制集團間의 “국어 ”敎

科의 全體內容 理解度에 관한 客觀式問題의 正答反廳水準에 意義있는 差가 있다.

本훌{탱說은 펙 意義있는 差로서 檢證되었다(p<. 05) . 즉， 이 실험처치는 독서능력의 量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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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IV-I) 寶驗集團 40명 의 形成的 評價

인 종가 뿐만 아니라， 그 質的 能力인 f里解度 育成에도 효과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주

었다.

假說(ll[-A-I) : 두 實驗集團間의 “독서능력” 主題에 대한 評價的 훨因의 ;意妹辦었Ij反廳水

準은 實驗前 • 後間에 意義있는 差가 있 다.

本 假說은 肯定되었다(p<. 05) . 處置敎育을 받은 實驗集團。1 독서에 대한 더 좋은 態度를

가지게 되었음을 제시해주었다.

{탱誠(ll[ -A-2) : 두 實驗集團潤의 “독서능력”主題에 대한 能力훨因의 意味辦別 反廳水準

은 實鐵前 • 後랩에 意義았는 差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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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탱說은 否定되었다Cp>. 05) . 實驗處置內容은能力育成에 關한 것이지만， 그 態度變化

에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함을 증명해 주었다.

假說c m -A~3): 두 實驗集團間의 “독서능력” 主題에 대한 活動훌因의 意味辦別反應水準은

實驗前 • 後 間에 意義있는 差가 있다.

本 假說은 肯定되 었다cP<' 05). 본 실험 처 치 는 讀書主題의 活動훨因에 關한 心理的 意味

水準向上을 위해서 效果的인 것 o로 分析되었다.

{탱說c m -B-l) : 두 實驗集團間의 自我省察(自我觀念) 水準은 寶驗前 • 後間에 意義있는 差

가 있다.

本 假說은 肯定되었다cP<' 05). 讀書能力育成이 자극이 되어 自我觀念의 水準에 向上을

가져왔다.

假說c m -C-l) : 두 實驗集團間의 “독서 생 활”에 대 한 作文짓기 에 나타난 fIX:就動機水準은

實驗前 • 後間에 意義있는 差가 있다.

本 假說은 펙 意義있게 肯定되었다. 즉， 잘험처치는 兒童의 f!X:就意愁올 充分허 刺#핏하여

1 育成시 키 었음을 입증해주고 있었다.

假說c m -D-l) : 實驗後， 實驗集團兒童의 學習行動을 知覺한 實驗集團學父母의 態度水準과

統制集團兒童의 學習行動을 까H覺한 統制集團學父母의 態度水準間에 意義있는 差가 있다.

本 假說은 펙 意義있게 肯定되었다cP<' 05). 實驗班兒童들의 學父母들은 自己子女에 대

해서 敎育的부로 바람직 한 적극적 인 태도를 統制班의 學父母보다 더 71<.準높게 반응하고 있

다는 점이 分析되었다‘

B. 論議

이상과 같은 實驗結果와 조사결과로 부터 다음과 같은 模型을 提示하고 論議했다.

〈模型 N-I)에 서 說明해주는 關係는 長期間에 걸친 實驗處置敎育은 處置內容의 學習은

물흔 그에 關聯된 態度를 變化시켜주고， 學習轉移를 초래케한다는 관계를 說明한 것이다.

따라서 , 本 %究에 있어서는 讀書能力向上은 피험 자의 學習態度變化와， -般敎科에 대 한 學

習轉移를 초래케 했을것이라 想定하여， 각 變因에 따른 위의 模型에서와 같은 內容의 心理

測定을 하였다.

휘와 같은 多面的언 測定·評價를 근거로 論議한 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 讀書能力이 란 擺念은 一種의 ↑生向擺念이 다. 따라서 , 그 操作하는 方法여 하에 따라

經驗의 세계에서 상당히 그 樣相을 달리하여 나타날 것으로 추리되고 있다. 本 昭究에서

使用된 方法과 더불어 이마 開發된 理論과의 關係를 밝힘과 同時에 새로운 操作方法을 構

案할 때 飛羅的인 發展과 진보가 올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본 맑究는 발전의 한계점을

계속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追隨昭究에서는 性向을 찰 이끌어낼 수 있는 處置方法을 操作

해야 될것우로 推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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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本 昭究의 目的은 讀書能力의 量的인 측면만을 다루어 育成하였기 때문에， 그 質

的인 水準의 구체적인 發達은 깊이 다루지 옷하였다. 理解度水準만을 약간 다루었다. 그러

나， 量的인 증가는 理解度水準 向上을 촉진하고 있었음이 分析되었다.

세째， 處置敎育우로 因해서 讀書能力向上은 물론 學習態度變化 및 學習轉移의 섰1果즐 가

져왔다. 독서능력응 하나의 學習技能이묘로 回歸現象과 같운 自然的인 退調現象을 가져올

것이 分明하다. 그렉나， 向上된 態度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것인지 마지수로 남기게 되었다.

네 째 , 本 핍究의 效果를 -→般化시 키기 위해서 追隨冊究에서 多樣한 標集이 요망된다.

다섯째， 昭究進行과 처치훈련의 성격때문에 실험운영중 피험자인 兒童들에게 호손效果의

影響이 作動되었을 것이 확실시되었다‘ 實驗處置의 新奇性이 학생들에 호기심을 갖게 하여

실험효과블 낼 수 있었고， 學校長과 담임교사의 관심￡로 인해서 學生들이 평상시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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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실험에 임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오히려 교육현장에서는 이점을 역이용하여 o}

동들의 學習效果즐 낼 수 있을 것오로 추리된다.

여섯째， 處置敎育效果로 초래된 설험접딘의 협成펀 讀書能力水準의 回歸現象을 除去시키

기 위해서， 間歐的 補彈이 요청된다. 그러나， 실제의 교육현장에서는 이 문제만은 소홀히

다루어 질수밖에 없는 교사의 무거운 점과 깎무들이 너우 많다고 안정된다.

V. 結論 및 提言

以上의 結果와 論議로부터 다음과 갚은 結論을 내럴수 있었다.

첫째， 讀書能力은 戰略的 行動變化를 감행함으로서 그 能力이 育成된다.

둘째 , 兒童의 讀書能力은 하나의 學習技能。] 며 , 힘Ii練에 의 해서 育成된다‘

세째， 讀書能力向上에 뒤이어 育없된 態度는 自我擺念7.1<準， 意味辦別水準， 피험자에 대

한 學父母의 態度가 變化되었다.

네째， 讀書能力向上어l 뒤 이 어 向上된 學習轉移는 知能에서 약간의 變化를， 국어 및 바른

생 활교과에서 상당히 큰 變化의 轉移를 가져왔었다.

위 의 結論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은 提言을 한다.

첫째， 學校敎育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基本的인 學習技能敎育의 資料를 開發

해야 될 것 같다.

둘째， 讀書能力은 育成될 수 있는 變因이기 때문에 學校正規敎育課程의 하나혹 등장되어

야 할 것 같다.

세째， 교육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자료는 간단하며 효율적무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

램오로 조직되어야 成功 될 수 있을 것 같다. 節次나 운영이 복잡한 處置는 교육현장의 환

경적 조건을 통제해야 될 變困들이 많기 때문에 實現될 可能性이 적다.

네 째 , 敎育力의 極大化를 위 한 鐘經은 잘 開짧된 理論과 더 불어 敎育現場에서 寶錢에 임

해줄 훌륭한 敎師의 實錢力에 期待해야 될 것 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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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erimentalStudy on the Children's Reading Skill Improvement

in Primary School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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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effects of the frequencies of the children’s

:.reading skill practices which were mainly operated by the speed-oriented strategi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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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school context. The assumption was that reading-speed skill development is

related with the level of the frequencies of the foUowing manipulated variables. They

were as the followings; such as, (1) the strategy for developing the span of cognitioIL

ability, (2) strategy for getting rid of the hindrance behaviors as concurred while reading,

(3) strategy for developing eye-movement relevant to the reading-speed behaviors for skill

improvement.

To verify the hypotheses from the above assumption, the plan of the experiment was·

executed under the principle of randomization in experimental procedures, such as in

selecting samples , manipulating the treatment; and controlling the other rival-hypotheses.

After the 40 days' experimentation, the results were positively verified at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ey were the reading-speed skill improvement, which was ad hoc:

program manipulated, and positive changes in their attitudes and transfer level to the

other subject matters, such as Korean language and nation-oriented social studies of

primary school curricu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