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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반복읽기 프로그램이 읽기학습부진아동들의 읽기 유창성과 오독률, 그리고 독해 능
력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경기도 김포시 K 초등학교 2, 3학년 아동들 중에서 읽기 과목의 학업 
성취도가 또래보다 0.5~1년 정도 낮고, 진단평가 결과 성취수준이 60%미만인 아동 20명을 선정하여 실험집단
에게는 체계적인 반복읽기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통제집단에게는 혼자 단순 7회 반복읽기를 하도록 했다. 연
구 결과,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읽기 속도가 유의하게 향상하였다. 하지만, 집단 간 변화량 차이를 
검증한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더 많이 향상하였다. 둘째, 읽기 오독률 측면에서도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오독률이 감소하였지만,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더 많은 감소를 보였다. 
셋째, 읽기 독해력을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취도가 상승하였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반복읽기는 그 자체로도 읽기 유창성과 독해력 향상에 
효과적이지만, 교사의 시범, 피드백, 동기적인 요소, 자기 읽은 목소리 녹음하기 등을 포함하여 이를 보다 체계화
할 경우 더 높은 향상을 가능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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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읽기는 학습과 사회활동에 있어 가장 기본 인 요소이며 아동이 사회  환경과 상호 작용하

기 해서는 습득해야만 하는 기  기술 의 하나는 읽기이다. 한 읽기는 인간의 지 , 정

서  발달에 크게 향을 미치며, 인간이 여러 상황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서 잘 읽을 필

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읽기는 학업뿐만 아니라 사회 , 개인  응과 련되어 있으므로 세상

에서 독립 으로 생활하기 해서도 요한 능력이다. 학령기 동안의 읽기 수행 정도는 비단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학령기 이후 사회에도 지 한 향을 미친다. 어렸을 때의 읽기 경험의 

질이 이후 삶에 미치는 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던 Cunningham과 Stanovich(1998)에 따르면, 

학령기 때 잘 읽었던 학생들은 졸업 후에 사회 경제 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그 지 않았던 학

생들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읽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 인 문제는 자동 이고 빠르게 단어들을 읽고 해독하고, 구와 문장

들을 읽을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이처럼 텍스트를 빠르고 정확하게 별 무리 없이 그리고 표

력 있게 읽는 것을 읽기 유창성이라 한다(Carnine, Silbert, Kame'enui, Tarver, & Jungjohann, 

2006). 읽기 유창성은 단어 인식과 독해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다리이고, 자동화된 단어 인식은 

읽기 유창성에 필수 이다(Carnine, et al., 2006). 따라서 읽기 유창성은 단어 읽기에서 독해로 

가기 한 필연 인 간계인 셈이다. 김동일(1997)에 따르면, 등학교 학년 수 에서 기  

읽기 능력은 문자해독과 유창성, 기 인 독해로 구성되는데, 해독 단계나 유창성 단계와 단

어 해독 읽기 오류간의 상 계는 유의하게 나타났고, 읽기 유창성이 독해력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읽기에 학습 부진을 가진 아동들은 읽기 유창성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가

장 시 한 문제이다(Meyer & Felton, 1999). 

이러한 읽기 유창성에 곤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의 문제 을 해결해주기 한 방법으로 오래 

부터 제시되어왔던 방법  하나가 바로 반복읽기이다. 반복읽기에 한 선행 연구들

(Amlund, Kardash & Kulhavy, 1986; Dowhower, 1987; Moyer, 1982; Samuels, 1979)은 반복읽

기 차가 같은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정확한 단어 재인과 읽기 속도에 정 인 

향을 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최정임(1998)은 학교 2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반복읽

기 략 효과를 연구한 결과, 반복읽기가 텍스트 재인에 효과 이었다고 보고했다. 송정연

(2001)에 따르면, 반복읽기는 시력 아동의 읽기 유창성 증진에도 효과 이었다. 이 리(2005)

의 연구에서도 정신지체 아동들이 그림이야기책을 반복읽기 했을 때 낱말 수, 평균 발화 길이 

등이 증가했다. 

반복읽기가 읽기에 효과 인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반복읽기는 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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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인식 자동성을 획득하도록 연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반

복하여 사용하면 그 과정들이 진 으로 자동화될 수 있으며, 그 게 됨으로써 독자는 을 

읽을 때 주 하거나 오류를 만들지 않고 유연하게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Moyer(1982)

에 따르면, 반복읽기는 체 텍스트를 반복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단지 단어 수 뿐만이 아닌 언

어 구종의 모든 수 을 통합하는 연습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향상된 기술들은 새로운 읽기 

자료에도 용되어서 결국 읽기 유창성은 새로운 텍스트 속에서도 향상될 수 있다. 

반복읽기가 유창성을 획득시킨다는  하나의 근거는 반복읽기가 독자로 하여  텍스트의 

형태론 이고 구문론 인 단서를 발견하도록 함으로써 유창성을 획득시킨다는 것이다

(Schreiber, 1979). 그러한 힌트들은 같은 텍스트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발견될 수 

있고, 한 일단 발견되고 나면 이런 단서들은 새로운 텍스트에도 사용된다. 한편 독자의 태도

면에서 반복읽기의 효과성을 설명한 Chomsky(1978)는 반복읽기 략이 독자들에게 동기를 부

여하고 자신감을 심어주어 자연스  새로운 텍스트를 읽도록 고무시킨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문제는 반복읽기를 어떻게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인가 하는 이 아직 분명하지 않

다. 산발 으로는 반복읽기를 보다 효과 으로 용하는 방안이 연구된 바 있다. 가령, Rose와 

Beattie(1986)는 3개의 유창성 향상을 한 반복읽기 개입 들 에서 교사의 시범이 있는 재

가 읽기 유창성을 향상시켰다고 했으며, O'shea, Sindelar, O'Shea(1987)는 7번 반복 읽는 횟수

가 아동의 읽기 유창성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 다. 한 Smith(1979)는 반복읽기를 

하는 동안 학생이 단어들을 틀리게 읽을 때 오류를 수정한 결과 읽기 유창성에 효과가 있었다

고 하 다. Carnine 등(2006)은 피드백과 안내를 수반한 반복읽기는 읽기 유창성을 향상시키고 

독해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에 해서는 확실한 연구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반복읽기를 용하는 방법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다양한 방법의 반복읽기가 읽기 유창성에 미치는 효과는 이미 많이 연구되어 왔지만, 효과 인 

반복읽기의 방법들에 한 연구가 부분이고 효과 인 방법들을 하나로 종합하여 체계 인 

반복읽기 로그램을 구안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과 인 반복읽기에 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체계 인 반복읽기 

로그램을 구안하고자 하 다. 한 체계 인 반복읽기 로그램이 읽기학습부진아동들의 읽기 

유창성에 미치는 효과를 밝  읽기학습부진아동들을 한 효과 인 읽기 로그램이 부족한 

교육 장에서의 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

를 설정하 다.

첫째, 체계 인 반복읽기 로그램이 읽기학습부진아동의 읽기 속도의 증가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체계 인 반복읽기 로그램이 읽기학습부진아동의 읽기 오독률 감소에 효과가 있는가?

셋째, 체계 인 반복읽기 로그램이 읽기학습부진아동의 읽기 독해력 증가에 효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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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읽기 능력 발달 단계 내에서의 읽기 유창성의 역할

읽기에 한 체계 인 단계이론  표 인 것으로 Jean S. Chall(1989)의 읽기발달이론을 

들 수 있다. 이 모형은 읽기가 평생을 통해 어떻게 발달, 변화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시작부터 성숙한 수 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0에서 5단계로 가정하고 있다. 이 모형에 의하면 

제 1 단계는 기해독 단계로, 시각 , 청각 , 정보처리를 통해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자음, 모

음 등의 문자와 단어의 해독이 가능하다. 일반 으로 등학교 1학년 때에 나타나는 첫 단계에

서 아동은 인쇄된 단어를 해독하기 하여 철자와 소리를 상응시키는 방법을 배운다. 제 2 단

계는 유창성 단계로, 문자 해독 과정이 자동화됨에 따라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도가 높아

진다. 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말까지 계속되는 2단계에서 아동은 연습을 통해 읽기가 제법 

유창하게 된다. 제 3 단계는 의미 악을 한 읽기 단계로, 4학년 경에 시작되며 아동은 비로소 

읽는 학습이 아닌 학습하기 하여 읽기 시작한다. 이때 아동들은 많은 종류의 인쇄물을 읽음

으로써 풍부한 어휘와 개념은 물론 기본 인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 고등학교 때 부분의 

학생들이 들어가는 제 4 단계는 련성과 을 악하는 단계로, 이 때 학생들은 다양한 정

보를 상호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제 5 단계는 통합단계로, 이때서야 학생들은 비로소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합하고 가설을 설정하게 된다. 5단계와 같은 높은 수 의 읽기 기술과 

능력은 특정한 문 연구 분야에 한정된다. 

Chall의 읽기 능력 발달 단계 이론의 특징은 각 단계는 기본 으로 선행단계의 발달을 그 

제로 한다는 이다. Chall(1983)에 의하면 읽기 능력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인 문

자해독의 기술을 획득하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읽기 유창성을 회득하게 된다. 등학교 1,2학

년 때에는 문자를 소리로 바꾸어 읽는 단계로 이 시기에 아동들은 문자나 문자패턴들과 음 사

이의 특수한 응 계에 한 지식을 획득하게 되고, 아동은 이러한 법칙에 따라서 모든 문자

에 주목하여 읽기를 하게 된다. 문자를 소리로 바꾸어 읽는 것을 성공 으로 완수한 아동은 더 

이상 문자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않는 단계로 이행한다. 이 단계에서 아동은 읽기의 유창성을 

획득하여 문자를 소리로 바꾸어 읽는 것을 자동 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의식 인 주의집 도 

덜 하게 된다. 따라서, 읽기 기 단계에서 문자를 소리로 바꾸어 읽는 과정을 습득하고 이 과

정이 많은 훈련을 통하여 자동화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문자를 해독하는 데 의식 인 노력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문자를 읽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단계가 유창성을 획득한 단계라고 보

고, 유창성이 획득된 단계에서는 문자를 지각하고 그것의 의미를 악하는 과정이 자동 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Chall의 읽기 단계 이론에서의 유창성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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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복읽기와 유창성

읽기 과정에 있어 독자가  체의 의미를 정확하고 효과 으로 구성하기 해서는 에 

제시된 정보를 물이 흐르듯이 매우 유연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독자가 

읽기 과정에서 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를 효과 으로 처리하기 해서는 우선 단어를 정확하

고 신속하게 식별해 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창성은 텍스트를 정확하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유창한 독자는 읽을 때 미숙한 독자에 비해 철자 확인, 정확한 발음, 강세, 

성조, 휴지 등의 기계 인 부분을 보다 잘 처리한다. 유창하게 읽는 학생들은 단어를 자동 으

로 인식하고 읽은 것의 의미를 악하기 해 의미 단 로 신속하게 단어들을 묶는다(Carnine 

et al., 2006). 유창한 독자들의 읽기 속도는 말하기 속도와 거의 유사하고, 이해력 역시 훌륭하

다. 유창한 독자가 이들 기계 인 부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미숙한 독자에 

비해 나은 읽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될 만큼 이들 

요소들을 거의 무의식 으로 즉, 자동 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정임, 1998). 유창하게 

읽지 못하는 미숙한 독자들은 단어를 습득하는 기술을 익 야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자동

으로 수행되기 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이때 반복읽기 방법이 그 필요한 연습을 제공

할 수 있다. 이는 반복읽기를 통해 여러 번 반복해서 어떤 단어를 읽으면 그만큼 단어가 많이 

반복되므로 좀 더 유창하게 읽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단어의 빠른 인식만으로는 독해를 보장

할 수 없다. 독해에는 텍스트의 구조 악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3. 반복읽기와 독해

반복읽기는 한 독자를 텍스트의 구문 인 구조에 친숙하게 만듦으로써 독자에게 텍스트의 

구조를 습득 는 숙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때 반복읽기는 단지 단어 수 뿐만 아니라, 

언어 구조의 모든 수 을 통합하는 연습을 제공한다. 따라서 반복읽기는 이해력을 높이는 데 도

움을 주며, 심도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해 다. 반복읽기는 학습의 내용과 구조에 질 으로 변화

를 래한다. 반복읽기는 독자가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읽기 과정 에 텍스트에 제시된 구 이나 

상황에 합한 설명을 제공해 주는 한 스키마를 발견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Bransford, 1979; Mayer, 1983). 한, 반복읽기는 독자가 텍스트의 개요를 조직할 수 있게 도우

며, 독자가 텍스트의 개요를 조직한 후에는 그 개요를 채우는데 주의를 집 시킴으로써 그들의 

주의의 을 이해에 맞추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자들은 텍스트에 제시된 내용을 독자 

자신의 기존 지식과 결부시킴으로써 텍스트의 이해 과정으로 나아간다. 이와 같이 반복읽기 략

은 텍스트의 개념  틀을 자세히 살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특히 기술 (記述的)이거나 친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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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반복읽기는 기계 인 방식의 암기를 끌

어낼 뿐만 아니라 의미의 활동 인 추상  개념을 높이는 데에도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다. 

한, 반복읽기는 개념  원리에는 향을 주지만 유추나 상세한 회상에는 향을 미치지 않으며, 

반복읽기 횟수의 증가와 함께 문제 해결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경향도 있다(Mayer, 1983). 

Baker와 Brown(1984)은 독자가 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실패했을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간

단한 략은 문제의 명료화를 해 이미 읽은 텍스트를 다시 읽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능숙

한 독자들은 이러한 반복읽기 략을 거의 자동 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 다. , 

반복읽기 략을 인지 개념에 인지과정에 한 조정으로 간주했다. 자신의 이해 정도를 스스

로 검하고 평가하는 일은 읽기 과정 조정의 핵심 인 요소이므로 독자 스스로 내용 이해 정

도를 검하고 평가하는 읽은 요하다. 반복읽기를 통해 독자들은 1회 읽기에서 놓친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심 내용을 식별해 냄으로써 상  수 의 정보를 악할 수 있다. 

Mayer(1983)는 학생들에게 텍스트를 몇 번 반복해서 읽게 했을 때 그들의 읽기에서의 기호

화 과정의 변화를 다음의 세 가지로 특징지었다. 첫째, 재  과정으로, 텍스트의 상  구조 

정보에 주의를 할당하는 과정이다. 둘째, 재조직 과정으로, 텍스트의 정보와 선행 지식을 바탕

으로 자신의 인지 틀에 맞게 정보를 재조직한다. 셋째, 다시 말하기 과정으로, 실재하는 지식에 

핵심 정보를 련시키고 그 정보를 에 진술된 말보다는 자신의 말로 표 한다.

이상의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결국 반복읽기는 읽기 유창성 자체의 향상뿐만 아니라 

텍스트 구조 악  읽기 과정의 인지 략 사용 능력 향상 등을 통해 독해 능력 향상에도 

정 으로 향을 미치는 방안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효과 인 반복읽기 방법이라

도 구체 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그 효과의 크기는 달라질 것이다. 이하에서는 반복읽기 

효과에 향을 주는 변인들을 개 하고자 한다. 

4. 효과적인 반복읽기 방법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반복읽기는 어떻게 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제까지 반복읽기의 효과에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변인들에는 모델의 사용 여부, 오디오 

테이  사용 여부, 텍스트의 난이도, 반복횟수, 그리고 피드백의 유형 등이다. 각각에 해 좀 

더 구체 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모델이 있는 반복읽기

읽기 유창성 지도방법과 련하여 주로 다루어진 주제  하나는 스스로 혼자 조용히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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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학생들이 텍스트를 크게 소리 내어 몇 번 읽고 교사로부터 안내와 피드백을 받는 반복읽

기  어느 것이 더 효과 인가 하는 것이었다. 미국읽기 원회(National Reading Panel, NRP)

에 따르면, 혼자 조용히 읽는 것이 읽기 유창성과 반 인 읽기 성 을 향상시키는 수단이라

는 것에 해 아직 연구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지 했다(Carnine et al., 2006). 

여러 연구들이 실제로 교사나 기타 성인에 의한 반복읽기 시범이 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에 

효과 이엇음을 보고하고 있다. 가령, Monda(1989)는 학생이 혼자서 구 을 다시 읽기 에 교

사가 그 구 을 그 학생에게 두 번 읽어주는 방법의 효과를 분석하 다. 그 결과, 성인 모델을 

용한 방법이 읽기 유창성에 효과 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Smith(1979)는 교사에 의해 분당 

100개 단어들의 속도로 읽 진 구 을 학생들에게 제시하 다. 교사에 의한 읽기가 끝나면, 학

생은 그 교사가 단한 부분에서부터 읽기를 계속하 다. 이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는 2명의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그 교사의 시범 단계 에 그리고 후에 읽기 유창성이 

략 분당 6개의 올바른 단어들로부터 14개의 올바른 단어들로 향상되었다. 이러한 유창성의 

향상은 사후 검사에서도 유지되었다. 한편, Rose와 Beattie(1986)는 3개의 유창성 향상을 한 

개입들(하나의 교사가 모델이 되는 조건, 구두 읽기  기술에 한 교수를 포함하는 하나의 기

선 조건, 하나의 테이 로 미리 듣기를 하는 조건)을 비교하 다. 이러한 것들을 교 로 하게 

하는 처치 설계에 속한 4명의 참가 학생들 의 3명에게 있어서, 교사가 모델이 되는 조건은 기

선 조건과 테이 로 미리 듣기를 하는 조건 보다 더 높은 구두 읽기 유창성을 보 으나, 읽기 

정확성은 그 여러 가지의 미리 듣기(혹은 보기) 차들에 의해 향받지 않았다. 이와 유사한 

연구에서 Rose(1984)는 하나의 미리 듣기(교사 모델) 조건이 하나의 미리 듣기 없는 기 선 조

건과 혼자서의 반복읽기 조건 보다 더 빠른 읽기 속도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증명하 다. 

2) 오디오 테이 에 의한 시범

Daly와 Martens(1994)는 구  읽기의 테이  녹음된 모델과 모델 없는 반복읽기를 비교했고, 

그리고 한 련된 단어 목록의 테이  녹음된 읽기와 비교하 다. 구  읽기 정확성과 유창

성을 측정해본 결과, 테이  녹음된 읽기 모델은 모델 없는 반복읽기 조건과 테이  녹음된 단

어들을 듣는 것보다 일 되게 더 뛰어난 성과를 내었다. 이 연구의 4명의 참가자들  3명에게 

있어서, 테이  녹음된 단어들 조건은 단어 읽기 정확성의 측정하 을 때 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었다. Gilbert, Williams, McLaughlin(1986)은 3번의 반복읽기를 하는데 유창한 읽기의 테이

 녹음된 모델을, 교사가 어휘와 요한 발음 요소들을 도입하고 학생은 조용히 구 을 한 번

만 읽도록 되어 있는 하나의 기 선 조건과 비교하 다. 이 두 조건 모두에 있어서, 3명의 학생

들 모두는 유창성과 정확성의 향상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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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텍스트( )의 난이도 

Sindelar, Monda, O'Shea(1990)는 지도 수 의 텍스트(두 개 이하의 오류와 분당 50～100개

의 단어들의 속도로 읽힐 수 있는 텍스트)의 반복읽기와 숙달 수 의 텍스트(분당 100개가 넘

는 단어들의 속도로 읽힐 수 있는 텍스트)의 반복읽기를 비교하 다. 구두 읽기 유창성을 측정

한 결과, 숙달수 의 텍스트를 읽은 집단에서 반복읽기 효과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정확도 측

면에서는 지도 수 의 텍스트를 반복읽은 집단이 숙달 수 의 텍스트를 반복읽은 집단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텍스트의 난이도에 따라 반복읽기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반복 횟수

유창성을 최 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알아보기 해 학생들이 반복 으로 읽어야 하는 횟수

에 한 연구로 O'shea 등(1987)은 반복 횟수가 유창성에 미치는 상 인 향을 연구하기 

해 요인 인 설계를 사용하 다. 그들은 세 개의 독립변인(단 한 번 읽기, 세 번 반복읽기, 7번 

반복읽기)을 사용하 다. 그 결과, 반복읽기 횟수 간에는 구두 읽기 유창성 측면에서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7번 읽기는 3번 읽기 보다 더 높은 유창성을 보 고, 3번 읽기는 단 

한 번 읽기 보다 상당히 더 좋은 결과를 보 다. 이와 비슷하게, Sindelar 등(1990)은 3번 반복

읽기가 단 한 번 읽기보다 유창성에 더 효과 이라는 것을 발견하 다. 이해력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다. 

5) 피드백의 유형들 

Smith(1979)는 구두 읽기를 하는 동안에 학생이 단어들을 잘못 틀리게 읽을 때 올바른 단어

들을 제시하면서 교사의 유창한 읽기 시범을 따라하게 하는 것이 기 치보다 분당 20개가 넘

는 정확한 단어들의 증가를 가져왔고 오류는 분당 13.6개로부터 9.4개로 감소했다는 사실을 발

견하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결국 반복읽기는 그 자체로도 읽기 유창성 증진에 효과가 있지

만 어떻게 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반복읽기 효과를 보다 크게 해주는 변인들을 추출해서 이를 하나의 로그램 속에 모두 반 시킬 

수 있다면 반복읽기 효과를 보다 극 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읽기부진학생들을 

상으로 이와 같이 보다 체계화된 반복읽기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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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경기도 김포시 K 등학교의 2, 3학년에 재학 인 읽기학습부진아동 20

명이다. 연구 상 선정은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선정은 읽기 과목의 학업 성취도가 동학

년에 비해 0.5∼1년 정도 낮고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동 20명을 담임 교사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2차 선정은 1차 선정자 에서 학기  기 ․기본 학습 부진아 진단 평가 결과 성취 

수 이 60% 미만이고, 감각이나 기능 장애가 없고, KEDI-WISC 결과 IQ 80 이상인 아동들로 

선정하 다. 아동들의 IQ를 80이상으로 한 이유는 읽기 학습 문제 련 선행 연구들의 경향에 

따른 것이다. 3차 선정은 BASA 읽기 검사 결과 읽기 학습 성취도가 4단계와 5단계의 아동들로 

선정하 다. 단, 1차 인 장애와 경제 ․환경 ․문화 인 조건은 배제시켰다. 에서 제시된 

읽기 학습 부진아동의 IQ와 기 ․기본 학습 부진아 진단 평가 수(국어), 기 학습 기능 검

사결과 비교표는 <표 1>과 같다.

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차이
대상 아동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t

성별 남 남 남 남 여 남 남 여 남 남 남 남 남 남 남 남 여 남 남 남 NA
나이 9 9 9 9 9 9 10 10 10 10 9 9 9 9 9 10 10 10 10 10 NA
KEDI

-WISE 105 96 104 89 92 92 102 96 105 106 102 116 88 112 90 103 95 86 94 89 .311
진단 평가 40 20 48 36 28 40 44 32 44 52 44 32 16 40 48 36 36 20 32 28 1.300
BASA

읽기검사 4 5 4 4 4 5 4 5 5 4 4 4 5 4 5 4 5 5 5 5 -.866
기초

학습기능
검사

(읽기Ⅱ)
19 60 7 31 35 6 9 7 54 2 35 50 55 9 13 5 9 3 16 10 .268

<표 1> 상아동의 기 검사결과표

연구에 들어가기  실험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BASA 읽기 

검사 지수와 오독률, 읽기 독해력 검사 지수를 t검증을 하 다. 사 에 배치한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BASA 읽기 검사와 오독률, 읽기 독해력 검사의 지수를 t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검사 결과 집단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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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목 실험집단(n=10) 통제집단(n=10) tM SD M SD
읽기 속도 123.30 25.20 124.20 20.40 -0.09

오독률 12.15 8.30 10.76 4.52 0.46
읽기 독해력 23.00 21.06 20.50 19.06 0.28

<표 2> 읽기속도, 오독률, 읽기 독해력 검사 결과

2. 실험 설계

본 실험에서는 사 검사를 K 등학교에 재학 인 2. 3학년 아동들  선정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 었다. 실험설계로는 통제집단 사 -사후 검사 설계를 용하 다. 실험집단

에는 체계 인 반복읽기 로그램을 투입하 고, 통제집단에는 모델 없이 혼자서 반복읽기를 7

회 하는 방법을 투입한 후 사후 검사를 통하여 성취도 향상 정도를 확인하 다. 

3. 중재 절차와 방법

실험 처치는 1주에 3회기씩(1차시는 40～50분) 4주 동안 12회기에 걸쳐 방과 후에 실시하

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일한 읽기 자료를 따르나 실험집단은 매시간 체계 인 반복읽기 

로그램을 지도하는 수업을 용하는 반면, 통제집단은 혼자서 읽기 자료를 7회 반복하여 읽

는 방법을 용하 다.

1) 읽기 자료

본 연구에 사용한 읽기 자료는 아동의 흥미 유발을 해 이야기 에서 선정하 다. 아동의 

수 에 맞도록 난이도와 문장의 수를 고려하여 선정하 고, 동물 등이 등장하는 친숙한 소재로 

된 자료를 선정하 다. 화 이 히 섞여 있고, 반복 인 문장이나 어휘가 많고, 계속 인 

후렴구가 있는 측이 가능한 이야기 을 선정하 다. 실험에 활용한 읽기 자료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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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 독서 자료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까마귀와 물병
여우와 포도
욕심많은 개

소꿉질
바빠요 바빠
남만 믿다가

심심해서 그랬어
강아지똥

바람과 해님
양치기 소년

호랑이과 곶감
냄새 맡은 값

이솝우화
이솝우화
이솝우화

유아용 도서
유아용 도서
유아용 도서
유아용 도서
유아용 도서

이솝우화
이솝우화
전래동화
전래동화

<표 3> 읽기 자료

2) 체계 인 반복읽기 로그램

지 까지 연구된 반복읽기는 아동의 읽기 능력에 매유 효과 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반

복읽기를 지루해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선행 연구에서 이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반복읽기 요소를 종합 이고 체계 으로 종합

하여 하나의 로그램화하 다. 이 논문에서는 효과 인 반복읽기 요소로 교사를 따라 읽기, 

혼자 읽기, 녹음하기, 녹음한 내용을 정정하기 등 4단계를 설정하 다. 반복읽기 횟수는 

O'shea(1987)의 연구에서 7회가 가장 효과 이었던 결과를 토 로 총 7회 반복해서 읽는 것으

로 정하 다. 체계 인 반복읽기 로그램의 구성 단계는 [그림 1]과 같다. 

 

 

교사
시범

혼자
읽기

녹음
하기

피드백

3회 반복읽기 ⇨

∙ 교사가 큰 소리로 읽으면 글자를 하나하나씩 따라 
3회기 읽는다. 

∙ 아동들이 불분명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읽으면 
곧바로 수정하고 다시 읽는다.



2회 반복읽기 ⇨

∙ 아동들이 큰 목소리로 2회 반복해서 읽는다.
∙ 아동들이 불분명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읽으면 

곧바로 교사가 수정해주면 다시 읽는다.


테이프 
녹음하기 ⇨ ∙ 테이프에 자신의 큰소리로 읽는 소리를 녹음한다.


정정하기 ⇨

∙ 자신이 녹음한 내용을 들으며 틀린 글자를 정정하여 
다시 읽는다.

[그림 -1] 체계 인 반복읽기 로그램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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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사 시범(1～3회)

교사가 정확한 발음으로 큰 소리로 읽으면 아동들이 큰소리로 따라 읽었다. 교사는 읽기 자

료를 아동들에게 복사하여 주고, 읽기 자료 내용을 아동들이 복 수 있도록 젠테이션으로 

만들어 교실에 있는 TV로 보여주며 따라 읽게 하 다. 이때 읽기는 실험집단 10명이 다 같이 

읽는 체 활동으로 진행하 으며 읽기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을 3회 반복하 다. 아

동들의 입모양과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 TV 화면을 통해 정확한 자를 크게 보여주며 반복하

여 읽어주어 아동들이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정정하여 주었다. 교사가 읽기 자료를 읽을 

때 무 긴 문장은 문장의 의미에 맞게 하게 띄어 읽었다. 아동들은 교사를 따라 큰소리로 

3회 반복하여 읽었다. 

나) 혼자 읽기(4～5회)

교사를 따라 3회를 반복하여 읽은 다음은 아동들이 교재를 보고 혼자서 큰 소리로 천천히 

박 박 2회를 읽었다. 이때 무 빨리 읽거나 교사가 도와주어야지만 읽을 수 있거나(교사의 

도움), 발음이 잘못되었거나(잘못된 발음), 다른 자로 체한다거나( 체), 빠뜨리고 읽거나

( 락), 잘못 읽어서 다시 고쳐 읽는 다거나(수정), 없는 자를 임의로 첨가하여 읽는다거나(삽

입), 같은 자를 반복해서 읽는다거나(반복), 곧바로 읽지 못하고 3 이상 머뭇거리다가 읽는

(주 ) 등의 오류를 보이면 에서 지켜보다가 그 즉시 수정하여 주었다. 교사가 수정해  내용

을 아동이 제 로 읽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 다. 

다) 녹음하기(6회)

교사와 2회 반복읽기를 끝낸 후, 아동들로 하여  녹음기를 통해 자신이 읽은 내용을 녹음하

도록 하 다. 이때 아동 2명씩 짝을 지어 한 명이 읽을 동안 다른 한명이 녹음을 해주도록 했

다. 녹음기는 3 를 비하여 교실에 오른쪽, 왼쪽, 뒤쪽에 각각 책상 에 배치해 놓고, 녹음할 

때 아동들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녹음될 수 있도록 헤드셋을 사용하 다. 아동들 각각 자신의 

이름이 붙여진 테이 를 한 개씩 가지고 자신의 테이 에  회기 마다 계속 이어서 녹음을 해

나가도록 했다. 이때 먼  녹음한 내용이 지워지지 않게 듣고 난 다음 반드시 마지막 읽은 부

분의 끝으로 테이 를 맞추어 놓도록 아동들에게 숙지시켰다.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할 아동은 

헤드셋을 끼고 비를 하면 도와주는 아동은 친구의 테이 를 넣어 녹음을 비하도록 했다. 

비가 다 되면 한명씩 번갈아 녹음을 시작하 으며, 읽기 자료를 읽기 에 먼  날짜를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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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녹음을 시작하도록 했다. 녹음할 때는 되도록 일정한 속도와 정확한 목소리로 녹음을 하도

록 당부했다. 녹음 기계의 원활한 작동을 해 실험에 들어가기 에 녹음하는 방법을 아동들

에게 훈련시켰다. 

라) 피드백(7회)

아동들이 녹음한 테이 는 교사와 같이 다시 듣도록 했다. 들으면선 아동이 읽은 내용 에 

잘못 읽거나 부정확한 발음은 녹음한 테이 를 멈추고 다시 읽으며 수정하도록 하 다. 녹음한 

내용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읽기 자료를 으로 보면서 자신이 읽은 내용을 확인하여 아동들

이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아동들이 잘못 읽은 내용을 스스로 찾지 못할 경우에는 

에서 교사가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4. 검사 도구

1) BASA(Basic Academic Skill Assessment : Reading) 기 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읽기 

검사 

BASA(Basic Academic Skill Assessment : 기 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김동일, 2000)는 안

인 평가체제의 심인 교육과정 심측정(Curriculum-Based Measurement) 차에 의해 제작

되었는데, 아동의 읽기수행수 에 해 명확하고 효과 인 의사소통이 필요할 때 사용된다. 그 

 읽기 검사 자료 1-(1),(2)는 개인 검사로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자를 얼

마나 정확하게 읽는 가를 측정하는 내용을 구성되어 있다. 읽기검사는 총 3회 실시하 으며 1

회는 읽기 검사자료 1-(1)(토끼야 토끼야), 2회는 읽기검사자료 1-(2)(분명히 내동생인데), 3회는 

다시 읽기검사자료 1-(1)을 실시하 다. 

2) 읽기 독해력 검사

아동들의 독해 능력을 측정하기 하여 한국 박경숙, 윤 룡, 박효정(2002)이 제작한 기 학

습기능검사  읽기Ⅱ를 사  검사와 사후 검사에 사용하 다. 이 검사는 의 구조 악, 동사

의 수, 수식언의 수, 사동  피동, 어휘의 친숙도, 지시어, 명사  재귀사의 용법 등이 그 측

정 요소가 되며 어휘의 의미 악은 특수조사의 의미 악, 용  표 과 복합어의 의미 악, 

비유나 상징  표 의 이해  개념 발달 수  등이 측정 요소가 된다. 문항 구성은 단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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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전(n=10) 사후(n=10) 집단 내 사전-사후 
차이 t검증 집단 간 사후 t검증M(SD) M(SD)

실험집단 123.30(25.15) 137.00(23.02) 6.02***
2.63*

통제집단 124.20(20.41) 127.60(19.16) 3.29**

*p < .05, **p < .01, ***p < .001

<표 4> 읽기 속도(cpm)의 집단 간 사 , 사후 검사 결과

아질수록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친숙한 것에서 생소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연령

에 한 단계의 내용만 용하지 않고 몇 단계 씩 첩되어 측정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수는 총 50문항이다.

5. 통계 처리

통계처리를 해 WIN SPSS PC+ 로그램을 사용하 고, 유의 수 은 p<.05 다. 구체 으

로는 첫째, 동질집단임을 확인하기 해 집단간 독립표본 t검정을 하 다. 둘째, 집단 내 사  

사후 변화 정도를 알아보기 해 종속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셋째, 집단 간 사후검사 결과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Ⅳ. 연구 결과

1. 체계적인 반복읽기 프로그램이 집단 간 읽기 속도에 미친 효과

4주 간의 실험 처치 후 BASA읽기 검사를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 사후검사의 1

분간 읽은 자 수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의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사후검사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읽기 유창성 향

상을 보 다. 실험집단의 경우 사 검사 때 1분당 정확하게 읽은 자 수 평균은 약 123 자

지만 사후검사 때에는 137 자로 약 14 자의 향상을 보 다. 통제집단 역시 그 증가폭은 상

으로 작았지만 여 히 통계 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 다. 집단 간 비교에서는 실험집단이 통

제집단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향상을 보 다(t=2.63,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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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계적인 반복읽기 프로그램이 집단 간 오독률에 미친 효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 사후 검사의 분당 오독률의 집단 간 사 , 사후 검사를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오독률 역시 두 집단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그러나 감소하는 정도는 실험집단에서 상 으로 훨씬 더 컸다(t=-3.30, p< .01). 

구분 사전(n=10) 사후(n=10) 집단 내 사전-사후 
차이 t검증 집단 간 t검증M(SD) M(SD)

실험집단 12.15(8.30) 5.27(4.69) -4.41*
-3.30**

통제집단 10.76(4.53) 9.17(4.22) -3.26*

*p < .05, **p < .01

<표 5> 집단 간 분당 오독률의 집단 간 사 , 사후 검사 결과

3. 체계적인 반복읽기 프로그램이 집단 간 읽기 독해력에 미친 효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 사후 검사의 읽기 독해력(기 학습기능검사의 읽기Ⅱ)의 차이

를 비교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두 집단 모두 반복읽기 결과로 사후검사에서의 읽기 독해력

이 사 검사 때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집단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구분 사전(n=10) 사후(n=10) 집단 내 사전-사후 
차이 t검증 집단 간 사후 t검증M(SD) M(SD)

실험집단 23.00(21.06) 29.30(23.48) 3.68*
0.34통제집단 20.50(19.06) 25.80(23.11) 3.17*

*p < .05

<표 6> 읽기 독해력의 집단 간 사 , 사후 검사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체계 인 반복읽기 로그램을 이용한 읽기 지도가 읽기 부진아동의 읽기 속도와 

읽기 독해력을 향상시키고 오독률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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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체계 인 반복읽기 로그램과 단순혼자 7회 반복읽기 모두 읽기학습부진아동들의 읽기 속

도, 오독률 감소, 독해력 증진에 효과 이었다. 특히, 체계 인 반복읽기 로그램은 읽기 유창

성 향상과 오독률 감소에 단순 반복읽기보다 상 으로 높은 효과를 보 다. 

이론  배경에서도 언 했듯이, 반복읽기 효과의 핵심 인 근거는 개별 단어 인지의 자동화

로 인해 여유가 생긴 정신 에 지(이 경우에는 주의력과 사고력)를 의미 탐색과 재구성에 할당

할 수 있게 해 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최정임, 1998; Sindelar, Monda & O'Shea, 1990). 반

복읽기를 통한 독해 상 자료의 재조직 효과이다. 반복읽기를 통해 독자는 제시된 아이디어 

간의 정보와 계를 악하고 이를 자신의 인지 틀에 맞게 재구조화해 나간다(Baker & Brown, 

1984; Mayer, 1983).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물론 반복을 통해 구문구조에 친숙해지기 때문이다. 

한 반복 읽기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이해 정도를 반복 으로 스스로 검하고 평가하여 자신

의 인지과정에 조정을 가하는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Baker & Brown, 1984). 물론 일부 학

생들에게는 이 과정은 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거나 심각한 학력 

부진을 보이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를 기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필요한 것이 교사

나 래의 시범이나 피드백 혹은 스스로 자기가 읽은 것을 검할 수 있도록 읽은 것을 녹음하

여 들려주는 등의 추가 인 지원 활동이라는 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와 같은 근거 이외에 이 연구에서는 체계  반복읽기가 읽기 유창성 향상에 효과 이었던 

이유로 다음 두 가지 역시 요하게 작용했다고 본다. 첫째는 로그램 내의 활동의 다양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읽기학습부진아동은 학교에서 읽기와 련된 활동을 할 때마다 읽기를 유

창하게 읽기 못하고,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 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러한 읽기학습부진아동들이 주어진 읽기자료를 반복 읽게 하기 해서는 이들이 흥미를 가

지고 활동할 수 있는 체계 인 반복읽기 로그램이 필요한데, 체계 인 반복읽기 로그램 속

에는 아동들이 7회기 반복해서 읽는 동안 아동들이 자칫 지루해하거나 하기 싫어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컨 , 맨 처음 아동들은 교사가 읽는 것을 3번 반복해서 따라 

읽으면서 정확한 발음을 익히고, 두 번째로 아동들이 2번 혼자서 읽을 때 교사가 에서 잘못 

읽는 부분에 한 오류 수정을 함으로써 아동들이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 혼자서 읽을 수 있다

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6번째 반복읽기는 아동 스스로 자신이 읽는 목소리를 녹음해 으로써 

아동들이 반복읽기에 한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 긴장하여 정확하게 읽으려는 동기를 부여하

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을 다시 들으면서 잘못 읽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수정하는 방법은 아동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듣는 것을 굉장히 좋

아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반복읽기를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는 반복읽기가 독자로 하여  텍스트의 다양한 음소론 이고 통사론 인 힌트(morphological 

and syntactical cues)를 발견하도록 함으로써 유창성을 획득시킨다는 Schreiber(1980)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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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7회기 동안의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된 반복읽기는 한

편으로는 읽기 능력 향상에 기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들의 흥미를 유지시키는 역할

을 한 셈이다. 

둘째, 체계 인 반복읽기 로그램이 읽기학습부진아동들의 읽기 오독률을 감소시키는데 효

과 이었던 이유는 물론 교사의 명시  시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체계 인 반복읽기 

로그램에서 아동들의 피드백은 총 세 차례 이루어진다. 맨 처음 교사가 모델이 되어 3회기 반

복읽기를 할 때에는 부분의 아동들은 교사가 읽는 소리를 듣고 잘 따라한다. 하지만 그 다음 

혼자서 2회기 반복해서 읽기 때에는 그동안의 잘못 학습된 많은 사  읽기 지식들을 이용하

여 다양한 방법으로 읽는다. 이때 교사는 아동의 오류를 즉시 수정하여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아동들이 자신이 녹음한 것을 같이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아동들 부분

이 수정하여 읽기 오독률을 감소시켰다. 이는 구두 읽기를 하는 동안에 학생이 단어들을 잘못 

틀리게 읽을 때 올바른 단어들을 제시하면서, 교사의 유창한 읽기 시범을 따라하게 하는 것이 

기 치 보다 분당 20개가 넘는 정확한 단어들의 증가시키고, 오류는 분당 13.6개로부터 9.4개 

감소했다는 Smith(197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체계 인 반복읽기 로그램과 단순 반복읽기 로그램 간에 읽기 독해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지 않은 이유로는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실험기간이 4주간 12회기로 비교  짧

아, 고등 사고 능력을 많이 요구하는 독해능력에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 으로 충분하지 않

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둘째,  자체의 난이도가 두 방법의 효과를 구분해  만큼 충

분치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즉, 단순 반복읽기만으로도 독해가 충분한 만큼의 낮은 난이도를 

가진 텍스트는 체계  반복읽기 로그램의 효과를 정확하고도 충분하게 반 하지 못했을 가

능성이 있다. 

주요 연구 상은 아니었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다른 을 발

견할 수 있었다. 그 에서도 수업 분 기면에서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실험집단이 통

제집단보다 더 활발하고 극 인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체계 인 반복읽기 로그램을 진행

하면서 교사가 실험집단 학생들에게 3회 반복해서 따라 읽기를 시켰을 때에는 아동들이 좀 지

루해하 으나 혼자 2회기 반복읽기를 할 때 교사가 아동들의 읽기를 듣고 오류를 수정해  때

마다 아동들은 차 오독률이 낮아지는 것을 체험하고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 다. 한 자신

이 읽는 목소리를 녹음하고 자신이 녹음한 내용을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하 으나 회

기가 지남에 따라 차 틀리지 않고 박 박 읽은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을 때 스스로를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해당 아동들에게  다른 성취

동기를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 과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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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김포의 K 등학교 2, 3학년 20명의 아동을 상으로 하 다. 

집단의 크기도 실험집단, 통제집단 각각 10명씩으로서 다른 지역, 보다 큰 집단을 상으로 확

하여 체계 인 반복읽기 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들의 

반응과 호응도, 만족도 등의 체계 인 연구와 체계 인 반복읽기 로그램을 수업 장에서 구

체 으로 실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연구된다면 아동들의 성취도 향상에 정 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체계 인 반복읽기 로그램을 읽기학습부진아동들에게 국한하는 

게 아니라, 1학년 학년 아동들에게 투입, 활용하여 아동들의 읽기 유창성을 능력을 향상시켜 

읽기학습부진을 미연에 방지하는 구체 인 방법이 모색되어야겠다. 넷째, 읽기학습부진아동들

은 읽기활동에 해 이미 실패했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읽지 않으려는 회피행동이 두드러져 

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읽기에 해 아동들이 친숙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게임

이나 놀이 등의 방법을 병행한다면 더 큰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텍스트의 난이도를 조 하여 각 난이도 정도별로 체계 인 반복읽기 로그

램의 효과를 검증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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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 Systematic Repetitive Reading Program on 

Reading Fluency and Reading Comprehension of 

Underachieving Elementary Students

2)Min, Hae-sook*⋅Lee, Daesi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a systematic repetitive reading program 

had any effects on the reading fluency, error rates, and reading comprehension of 

reading-underachieving students. A total 20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were in 2nd and 

3rd grade and showed low achievement in reading participated in this study. Reading education 

was provided to the experimental group by applying a systematic repetitive reading program, 

and the control group just kept reading books alone seven times without being offered any 

intervent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both groups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increasing reading fluency and decreasing error rates. The systematic repetitive 

reading program, however, was relatively more effective than the simple repetitive reading 

program. Second, with regard to reading comprehension, the both group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lthough the both group improved significantly in reading 

comprehension. Thes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features of a repetitive reading program such 

as teacher's modeling, corrective feedback, motivational consideration, and self recording of 

own voice can mediate potential effects of repetitive reading on reading ability. 

Key words: repetitive reading, children with low achievement in reading, reading fluency, 

reading comprehension, systematic repetitive reading.

 *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ssociate Professor(daesikl@ginue.ac.kr)

** Gimpo Pungmu Elementary School(joyjjang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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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반복 읽기 지도 자료 

1회기 - 까마귀와 물병

어느 무더운 여름 날이었어요. 까마귀 한 마리가 목이 몹시 말랐어요.

‘어휴, 목말라...’

갈증이 나는 까마귀는 물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맸어요.

한참을 날은 뒤 까마귀는 어느 농부의 마당에서 물병을 발견했어요.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어서 까마

귀는 무 기뻤어요.

까마귀는 물병 속에 부리를 넣었어요. 

하지만 물병주둥이가 무 길어서 물이 닿지 않았어요. 까마귀는 무 지쳤어요. 다른 곳으로 물을 

찾아 갈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날개까지 다쳐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어떻게 할까?’

까마귀는 농부의 마당 를 빙빙 돌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옳지... 그러면 되겠다.’

까마귀는 방법이 떠올랐어요.

까마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돌멩이를 주어다 날랐어요.

하나,둘...

몇 번을 돌을 나르니 물병에 가득 찼어요.

까마귀는 물을 아주 많이 마셨어요.

까마귀는 다시 기운을 차리고 다시 날게 되었어요.

※읽을 때마다 ○표 하세요.

1번

선생님

따라읽기

2번

선생님

따라읽기

3번

선생님 

따라읽기

4번

혼자 읽기

5번

혼자 읽기

6번

녹음하기

7번

정정하고 

다시읽기

이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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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기-양치기 소년

“하늘에는 둥둥둥 새햐얀 구름 풀밭에는 메애애 새하얀 양 떼 나는 나는 심심해 무엇을 할까?”

양치기 소년는 팔베개를 하고 날마다 노래를 불 어. 하루종일 끝도 없이 펼쳐진 원과 양 떼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 얼마나 심심하겠니?

“늑 가 나타나면 곧바로 알려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지만 늑 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

매일매일을 같이 지내던 양치기 소년은 무나 지루했어. 어느 날, 양치기 소년은 늑 가 나타나

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지 궁 해졌어. 

그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 지.

“늑 가 나타났어요, 도와 주세요!”

헐 벌떡 허둥지둥,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어.

“헉헉헉, 늑 는 어디 있니?”

“늑 는 없어요. 늑 가 나타나면 이 게 소리치면 되는 건가요?”

사람들은 맥빠진 얼굴로 돌아갔어.

그 모양이 어 나 우습던지 양치기 소년은 떼굴떼굴 구르며 웃었단다. 

며칠이 지났어. 양치기 소년은  심심해졌어.

“늑 가 나타났어요, 도와 주세요!”

지난번보다 더 큰 소리로, 더욱 다 하게 마을을 떠나가라 소리를 질 지. 헐 벌떡 허둥지둥 후다

다닥,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어.

“헉헉헉, 늑 는 어디 있니?”

“늑 는 없어요. 늑 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연습을 해 본거 요.”

“뭐라고? 이런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우리를 두 번씩이나 속이다니!”

마을 사람들은 씩씩거리면서 화를 냈단다.

하지만 양치기 소년은 깔깔거리면서 재미있어했어.

그런데 어느날, 정말로 무서운 늑 가 나타났어.

 “늑 가 나타났어요, 도와 주세요!”

양치기 소년은 산꼭 기로 올라가 큰 소리로 외쳤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어.

“엉어엉, 진짜 늑 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정말이에요!”

양치기 소년은 울면서 소리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코웃음만 쳤어. 그 사이에 늑 는 양들을 모두 잡

아먹고, 천천히 돌아가 버렸단다.

※읽을 때마다 ○표 하세요.

1번

선생님

따라읽기

2번

선생님

따라읽기

3번

선생님 

따라읽기

4번

혼자 읽기

5번

혼자 읽기

6번

녹음하기

7번

정정하고 

다시읽기

이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