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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5세, 6세, 7세 아동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

(Rapid Automatized Naming)와 읽기 능력

    읽기 기술 능력을 예측해주는 중요한 두 가지 지표로 음운인식과 빠른 자동 이름

대기가 보고되고 있다. 한글에서의 학령전기 및 학령초기 읽기 능력을 예측하는 요소

로서 지금까지 중요하게 연구되었던 음운인식보다는 빠른 자동 이름대기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세, 6세, 7세 일반아동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 능력의 발달을 살펴봄으로써 첫째, 읽기장애아동을 위한 조기 선별 · 진단 

및 중재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둘째,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 변인 중 어떤 

과제가 아동의 읽기 능력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 · 경기 ·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아동으로, 만 5세 30명, 만 

6세 30명, 만 7세 30명을 포함한 총 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빠른 자동 이름대기 

검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색깔, 숫자, 사물, 글자’의 네 가지 과제로 나누어 아동

에게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읽도록 하고, 각 과제에서 자극 항목의 이름을 다 말하

는데 걸린 전체 반응시간을 비교하였다. 읽기 검사는 기초학력검사(KISE-BAAT)의 

읽기 검사를 실시하여 선수 기능, 음독 능력, 독해 능력, 그리고 이 세 가지 검사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 읽기 능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5세, 6세, 7세 아동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은 색깔, 숫자, 사물, 글

자 과제 모두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빠른 반응시간을 나타냄으로써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다. 둘째, 성별에 따른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의 

경우, 네 과제 모두에서 남녀 간의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인 

색깔 과제 반응시간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기보다는 색깔 개념의 습득 및 발달에 관여

하는 문화적 · 환경적 · 교육적 경험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숫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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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세, 6세, 7세 모두에서 다른 세 과제들에 비해 반응시간이 유의하게 빨랐고, 색깔 

과제는 5세에서만 사물, 글자 과제에 비해 유의하게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다. 이는 연

령별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유형 내 상대적 반응시간 차이는 성장과정에서 명칭을 

습득해가는 순서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었고, 5세 아동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

응시간에 있어서 낱말 사용 빈도뿐만 아니라 자극 식별력도 주요한 변인으로 고려해

야 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빠른 자동 이름대기의 네 과제 모두의 반응시간이 빨라질

수록 아동의 선수 기능, 음독 능력, 독해 능력, 전체 읽기 점수가 높았다. 그 중 숫자 

과제 반응시간은 선수 기능에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물 과제 반응

시간은 음독 능력, 독해 능력, 전체 읽기 능력에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 중, 숫자 과제와 특히 사물 과제가 읽기 성취

를 예측할 수 있는 학령전기 및 학령초기 검사로서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5세, 6세, 7세 아동의 연령, 성별, 과제유형에 따른 빠른 자동 이

름대기 능력의 발달을 확인함으로써, 일반아동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 능력 발달의 기

준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와 읽기 능력과의 상관성 및 색깔, 

숫자, 사물, 글자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 중 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관련 과제의 검사를 통하여 읽기 능력을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앞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령대 및 다양한 장애군을 대상으로 하는 빠

른 자동 이름대기와 관련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길 기대해본다.

                                                                                

핵심되는 말 :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 선수 기능, 음독 능력, 독해 능력, 읽기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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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6세, 7세 아동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

(Rapid Automatized Naming)와 읽기 능력

<지도교수 박 은 숙>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김 민 선

제1장 서론

   1.1. 이론적 배경

       1.1.1. 읽기장애

   읽기는 다수의 인지적이고 언어적인 능력의 습득이 요구되는 복잡한 행동이다.1 

읽기는 말하기와는 달리 언어활동 중에서도 매우 교육적인 동시에 학습적이기도 하

다. 특히 학령기 동안 읽기 능력의 습득은 지식 획득, 탐구 기술, 폭넓은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므로 학교생활의 성패와 밀접히 관련된다.2 따라서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업성취 수준도 떨어지게 되며, 계속되는 학업 실패는 심리적 무력감과 

사회적 적응상의 문제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읽기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3

   읽기에 관한 연구에서 음운처리(phonological processing)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견은 대부분 일치된다. 여기서 음운처리란 문자를 해석하는데 있어 말



- 2 -

소리의 음운 또는 소리 구조를 사용하는 개인의 정신적 작용을 말한다.4 Wagner와 

Torgesen(1987)은 읽기 기술을 습득할 때 작용하는 음운처리 과정 기술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음운인식(phonological awareness)이다. 음운인식이란 

일반적으로 단어의 음운 구조에 대한 확실한 인식 또는 어떤 감각으로 정의되며, 낱

말에서 개별 음소를 변별 · 분리 · 합성하는 것으로 측정된다. 둘째는 작업 기억

(working memory)에서의 음운 재부호화(phonetic recoding)이다. 이것은 작업 기

억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문자 상징을 소리에 기초한 표상 체계로 재

부호화하는 능력으로, 언어적 단기 기억 과제로 일련의 수나 단어, 문장 등을 불러주

고 즉각적으로 회상하도록 하는 과제로 평가된다. 셋째는 어휘집(lexicon)에서의 음

운 재부호화(phonological recoding)이다. 이것은 장기 기억력에 저장되어 있는 음

운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용하는 능력으로, 빠른 자동 이름대기(Rapid Automatized 

Naming, RAN)과제로 평가된다. 이러한 음운기술의 세 가지 유형은 정상적인 읽기 

발달에서의 개인 간 차이와 정상 읽기 발달에 있는 사람과 읽기장애가 있는 사람 간

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과 관련된다.5

   초기 읽기장애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읽기장애의 원인이 시각적인 능

력의 결손에 있다는 주장이 1960년대까지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 들어와서 

읽기장애의 원인은 시각적 처리과정의 결손이 아닌 음운처리과정의 결손이라는 주장

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6 최근에 읽기에 관한 연구에서 음운처리과정의 중요성에 대

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7 음운처리란 구어와 문어의 처리과정에

서 음에 기초한 정보 즉, 음운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Stanovich(1988)는 

음운처리과정에서의 결손이 읽기장애의 핵심적 결손이며, 음운처리과정은 지능검사

로 측정되는 일반적인 지능과는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8

   음운인식과 읽기와의 관계나 이름대기 속도와 읽기와의 관계가 연구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거의 30년간 많은 연구에서 읽기장애의 주된 원인을 음운기술

(phonological skills)의 결손으로 보았지만,5,8 빠른 자동 이름대기 속도 문제 역시 

많은 연구에서 읽기장애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읽기장애의 원인과 

관련하여 두 가지 가설이 주장되었고 있다. 한 가설로는 단어 읽기의 곤란은 음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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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또는 무의미 단어인지 검사 결과에 의해 평가되는 음운기술의 결손만이 읽기에 

작용한다는 음운 핵심 가설(phonological core hypothesis)이 있다.4,8,9 또 다른 가

설로는 음운인식과 이름대기 속도 기전이 독립적으로 읽기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이중 결손 가설(double-deficit hypothesis)이 있다.10-12 Wolf와 Bowers(1993, 

1999)에 의한 이중 결손 가설에 의하면 읽기장애의 원인으로 음운 핵심 가설은 불

완전하다고 제안하면서 읽기의 어려움을 음운인식 결손과 더불어 이름대기 속도의 

결손으로 본다. 즉, 읽기장애는 음운 기술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상징적 이름대기

의 속도가 느린 결과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10,11 

   많은 연구에서 음운인식과 빠른 자동 이름대기가 읽기 기술 능력을 예측해주는 중

요한 두 가지 지표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13-15 음운인식과 이름대기 속도 결손이 

서로 별개의 결손인지 아니면 서로 관련이 있어 음운처리 결손의 범주 속에 포함할 

수 있는가는 최근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음운 핵심 

결손 가설과 이중 결손 가설이 대립되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중 결손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7 이처럼 읽기장애의 원

인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연구 성과와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초기 읽기문제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지금까지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16

       1.1.2. 빠른 자동 이름대기(Rapid Automatized Naming)

   읽기의 발달에서 단어인지가 아주 정확하게 처리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자동적인 읽기를 위한 빠른 처리가 일어난다.17 이러한 빠른 처리와 관련하여 장기기

억력에 저장되어 있는 음운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용하는 능력은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로 평가될 수 있다. 즉, 빠른 자동 이름대기는 어휘집에서의 음운 재부호화 능력

을 검사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으며,18 어휘집에 있는 음운 정보로의 신속한 접근은 

효율적이고 유창한 읽기를 위해서 필수적이다.19

   시각적 상징의 이름을 인출하는데 있어 신속성을 측정하는 이름대기 속도 연구는 

원래 신경과학 연구에서 시작되었다.17 Geschwind(1965)는 색깔 이름대기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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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추상적이고 시각적인 상징에 구두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와 유사한 

인지적 수행을 요하는 읽기 수행에 대한 예측 변인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였

다.20 이 가설을 받아들인 Denckla와 Rudel(1974, 1976)은 빠른 자동 이름대기 검

사를 소개하였는데,21,22 이는 아동에게 친숙한 다섯 가지 다른 색깔, 숫자, 사물, 글

자를 무작위로 가로 5열, 세로 10열씩 배열하여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연속적으로 

이름대기를 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이름대기 측정은 연구자들에 따라 이름대기의 정확성과 속도 능력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연구자들은 단일 항목 이름대기와 연속 항목 이름대기로 구분하여 과제 수

행 능력과 읽기와의 관련을 비교함으로써 읽기와 보다 더 관련이 있는 요소를 찾아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20 연구 결과, 단일 항목 이름대기 과제보다 연속 항목 이름대

기가 읽기 능력의 예측에 더 좋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는데,23,24 Wolf(1986)는 유치원

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단일 항목 이름대기와 연속 항목 이름대기 능력과 읽기와

의 상관관계를 본 종단 연구에서 읽기장애로 판별된 아동이 유치원 시기에 실시한 

연속 항목 이름대기의 수행이 부진했으며 이들 과제가 2학년까지의 읽기 성취와 관

련됨을 증명하였다.23 

   또한 읽기에 문제가 있는 대다수의 아동들과 성인들은 친숙한 시각적 상징 즉, 

색깔, 숫자, 사물, 글자를 연속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이름을 빠르게 말하도록 요구받

으면 일반아동들이나 성인들에 비해 그 반응시간이 느리고 부정확하게 나타났다.25 

이것은 그들이 찾는 단어를 어휘집에서 빨리 인출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구어나 문어와 관련된 모든 과제의 수행을 어렵게 만든다.7 

   이와 같이 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단어인지의 중요성은 여려 연구

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Wolf 등(2000)은 빠른 자동 이름대기 능력이 생기면 자

동적으로 더 빨리 읽기를 수행할 수 있고, 실수도 적어지며, 유창하게 읽을 수 있게 

된다고 하면서 취학 전 아동이나 저학년 아동의 선별 검사에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

응시간 측정을 추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2 그러면 후에 글자는 읽을 

수 있지만 읽기의 자동화가 어려워 읽기 이해가 지체될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조기

에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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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빠른 자동 이름대기와 관련된 선행연구

   Denckla와 Rudel(1974)은 빠른 자동 이름대기 검사를 소개하면서 5세부터 10세

의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빠른 자동 이름대기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모든 과제에서 

연령이 높은 아동들이 50개 항목의 이름을 말하는데 걸린 평균 반응시간이 더 빨랐

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찾을 수 없었으나 색깔 과제에서만 여자 아동들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6세 이상의 아동들에게서는 오류를 거의 발견하지 못하였

고, 숫자, 글자 과제가 색깔, 사물 과제에 비해 빠른 반응시간과 적은 오류수를 보였

다고 하였다.21 Di Filippo 등(2005)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빠른 자동 이름대기 검사와 취소 속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빠른 자동 이

름대기의 모든 과제에서 학년에 따라 반응시간이 유의하게 빨라졌고, 성별에 대한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물 과제에서만 여자아동들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

며, 숫자 과제가 색깔, 사물 과제에 비해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다고 하였다.26

   빠른 자동 이름대기와 읽기 능력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몇 십 년 간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뒷받침되고 있으며,9,27-32 빠른 자동 이름대기가 읽기와 상관성이 지

속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한 종단 연구 결과들이 많았다.33,34 또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는 지능과 같은 다른 인지적 과제와는 상관이 없으며,22 읽기 경험이나 사회 경

제적 상태, 그 밖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등을 고려하여도 읽기와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되는 결과

들도 많았다.25,35 

   Blachman(1984)은 빠른 자동 이름대기와 언어분석 능력으로 음절 및 음소 분석 

과제, 운율 맞추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학령기 이전인 유치원 아동에게는 색

깔 과제 반응시간과 언어분석 능력으로는 운율 맞추기가, 학령기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에게는 색깔, 글자 과제 반응시간과 언어분석 능력으로는 음소분절이 읽기와 의

미 있는 예측요소로 나타났다고 한다.36 Catts 등(2001)이 언어장애 아동과 정상아동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유치원 때의 5가지 변수, 즉, 글자 읽기, 문장모방, 음운



- 6 -

인식, 빠른 자동 이름대기, 엄마의 교육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읽기 능력 예측에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국내의 경우, 송승하(2001)는 만 5세, 6세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음운인식, 빠른 

자동 이름대기, 말 · 언어 능력을 중심으로 읽기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서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읽기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중재에 

관련하는 요소가 예측 가능할 수 있다고 하였다.37 이진옥(2002)의 연구에서도 초등

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빠른 자동 이름대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빠른 자동 이름대

기가 읽기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를 통해 연구자들은 정확성보다는 반응시간이 읽기 기술

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많은 연구자들은 읽기의 초기단계에서 읽기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음운인식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읽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빠른 

자동 이름대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읽기장애 아동들은 글을 유창하게 읽을 수

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12,38-41 Denckla와 Rudel(1976)은 특히 색깔 과제와 사물 

과제의 정확성보다는 반응시간이 읽기장애와 관련되어 난독증 환자를 일반인과 더 

잘 구분하는 변인이 된다고 밝혔다.22 

   한편, 빠른 자동 이름대기가 읽기 검사의 하위 유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낸

다는 보고들이 있다. Catts(1993)는 음운인식, 빠른 자동 이름대기, 언어능력이 읽

기와 관련되는 방식은 읽기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는데, 읽

기를 낱말 읽기로 측정할 경우에는 음운인식과 빠른 자동 이름대기가 중요한 변인

으로 작용하고, 읽기를 문장 읽기 이해로 측정할 경우에는 의미론, 구문론의 언어능

력이 더욱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42 Bower(1995)의 연구에서는 

어휘 지식, 음운인식, 빠른 자동 이름대기 측정은 읽기의 하위기술 요소의 예측에 

다르게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빠른 자동 이름대기는 단어 읽기의 속도에 독립

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휘 지식은 읽기 이해를 예측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하였

다.31 Badian(1998)은 글자 과제 반응시간은 단어인지에 가장 크게 독립적으로 기

여하며, 사물 과제 반응시간은 읽기 이해에 가장 크게 독립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고

하였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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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는 읽기장애의 연구에서 폭넓게 사용되어 읽기장애

아동이 음운인식 이외에 빠른 자동 이름대기에 결손이 있음을 제시하였고, 읽기문제

의 결손을 설명하는 데에 음운인식보다 빠른 자동 이름대기가 읽기 능력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들도 많았다.17,27,43,44 특히 초기에 음운인식 문제가 있었던 

아동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운인식 능력은 일반아동과의 간극이 줄었으나, 빠른 자

동 이름대기 능력에서는 여전히 일반아동 뿐만이 아니라 읽기 능력을 맞춘 아동보다

도 유의미하게 느린 반응을 보여, 빠른 자동 이름대기가 고학년의 읽기문제를 예측

하는 데 가장 유력한 요소였다.14 

   Felton과 Brown(1990)의 연구에서는 음운인식과 빠른 자동 이름대기 중에서 빠

른 자동 이름대기가 차후의 읽기 능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7 

Scarborough(1998)의 연구에서도 읽기를 예측하는 요소로 읽기장애 집단에서는 음

운인식 능력보다 빠른 자동 이름대기 능력이 가장 의미 있는 요소임을 밝히고 있

다.14 Meyer 등(1998)이 초등학교 3학년 일반아동과 동일 학년 읽기부진아동을 대

상으로 종단 연구를 한 결과에서도 읽기부진아동의 3학년 때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가 이후의 읽기 능력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읽기부진아동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 결손은 적어도 8학년 동안 지속되며, 초기 읽기 기술 습득에 영향을 

미쳐 또래에 비해 읽기 능력의 지체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32

   특히 영어와 같은 심층 표기 체계의 언어는 읽기장애의 원인을 음운인식의 결손

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한글과 같은 표층 표기 체계의 언어는 음운인식보다 빠른 

자동 이름대기의 결손으로 설명된다.43,45 이러한 차이는 심층 표기 체계인 영어와 표

층 표기 체계인 한글의 특수성의 차이 때문이다. 영어의 경우 자소의 소리 값이 단

어 내의 위치나 단어 자체가 바뀜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글은 스페인어, 독일어, 그리스어와 같이 자소-음소 대응 관계가 비교적 규칙적인 

체계에서는 규칙을 터득하면 대다수의 단어를 읽을 수 있는 반면 심층 표기 체계에

서는 대응 규칙을 알아도 바르게 읽을 수 없는 단어가 많은 편이다.17 우리나라 아동

의 음운인식은 영어권 아동보다 더 어린 연령에서 습득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

침해준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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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우리와 같은 표층 표기 체계에 속하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초등학교 1학

년 읽기 장애아들을 일반아동과 비교한 결과, 음운인식 능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읽기 속도는 매우 느렸다.45 Wimmer(1993)는 독일 읽기장애아동을 대상으

로 음운인식과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를 실시한 결과, 음운인식보다 빠른 자동 이

름대기가 후기 읽기 능력을 예측하였고,43 Wolf 등(1994)이 독일 읽기부진아동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음운인식 능력보다 빠른 자동 이름대기 능력이 단어인지에 가

장 의미 있는 요소였다.44 이는 표층 표기 체계에 속하는 언어권의 아동을 위한 초기 

읽기 능력 측정 및 중재와 관련하여 읽기를 자동화할 수 있는 처리 속도 변인이 중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16

   국내의 경우, 송은영(2003)은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빠른 자동 이름대

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읽기부진아동은 일반아동보다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

이 느렸으며, 집단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17 김애화 등(2010)의 연구에서는 

6세에서는 유의한 설명량이 없던 빠른 자동 이름대기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유의

한 설명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글과 같은 표층 표기체계에서

는 음운인식 이외에 빠른 자동 이름대기가 향후 읽기 능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

임을 지지하는 결과로써, 읽기장애아동의 조기선별을 위해서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

제가 유효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47

   색깔, 숫자, 사물, 글자의 네 가지 유형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에 대한 연구

자들의 입장은 차이가 있다. Geschwind(1965)는 색깔 과제가 읽기수행에 대한 예측

변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20 Cornwall(1992)은 심도 읽기장애를 지닌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글자 과제는 아동들의 단어인지 뿐 아니라 산문 읽

기 속도와 정확성까지도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13 이진옥(2002)은 초등학교 1학년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숫자 과제 반응시간이 무의미 단어인지에 대한 읽기 능력

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Denckla와 Rudel(1976)은 특히 색깔, 사물 과제가 7세부터 10세 아동의 읽기장

애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밝혔고,22 Blachman(1984)의 연구에서는 색깔, 글자 과제가 

초등학교 1학년 읽기장애아동의 읽기 능력을 예측하였으며,36 Felton과 Brown(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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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치원에서 숫자, 글자 과제만이 초등학교 1학년 단어인지의 가장 중요한 예측치

의 하나라고 보고하였다.27 박유정(2006)은 숫자, 사물 과제가 초등학교 1학년 읽기 

저성취 아동의 선별에서 중요한 예측변수임을 시사해 주었다.16 Badian(1993)은 숫

자, 사물, 글자 과제가 후의 읽기 성취와 상관이 있었다고 하였다.28 이혜숙(1997)의 

연구에서는 색깔-숫자-글자 과제가 읽기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는 아동의 조기 선

별을 위한 유용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밝혀졌으며,48 송은영(2003)도 색깔-숫자-글자 

과제가 초등학교 2학년의 읽기 유창성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라는 결과를 얻었

다.17 Wolf 등(1994)의 연구에서도 네 가지의 모든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가 읽기 

능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4 

   이와 같이 색깔, 숫자, 사물, 글자의 네 가지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에 대한 국

내외 선행연구에서는 과제유형별로 읽기 능력을 예측하는 하위 변인들이 다르게 나

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ompton 등(2001)은 네 가지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

와 각각의 읽기 하위 기술 간의 상관성은 다르기 때문에 네 과제를 모두 측정하여 

빠른 이름대기 과제 측정의 신뢰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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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연구 목적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읽기는 초기 학교학습에 기초가 되는 기술로 교과과정을 이

해하고 접근하는 수단이 된다. 일반아동 및 읽기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음운인식과 읽

기에 관련된 연구는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음운인식 외에 빠른 자동 이름대기 능력도 

읽기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학령전기 및 학령초

기 읽기 능력을 예측하는 요소로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연구되었던 음운

인식보다는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글 초기 읽기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읽기장애아동, 읽기부진아동 및 정상아

동을 대상으로 음운인식 능력과 읽기정확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18,19,48,50-52 

외국의 많은 연구와는 달리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빠른 자동 이름대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빠른 자동 이름대기에 관한 연구는 음운인식, 작업 기억과 같은 다

른 읽기 관련 요소들과의 상관 연구3,17,47와 학령초기 읽기장애아동, 읽기부진아동 및 

정상아동과의 수행력 비교16,35를 중심으로 연구되어지는 등 한글에서의 학령전기 및 

학령초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빠른 자동 이름대기 능력의 발달을 면밀히 밝힌 

연구는 없어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학령전기 및 학령초기의 일반아동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 능력에 대한 정보는 본격적으로 학교에서의 기초 학습이 시작되기 전 

단계인 유치원에서부터 읽기부진 및 읽기장애가 예상되는 아동들에 대한 선별과 중

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5세에서 7세 사이가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의 

변화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 시기라는 Denckla와 Rudel(1974)의 연구 결과21에 근거

하여 초기 읽기를 학습하는 5세 유치원 아동, 6세 1학년 아동, 7세 2학년 아동을 대

상으로 빠른 자동 이름대기 검사를 실시하여 일반아동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와 읽기 

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학령전기 및 학령초기 아동의 기초 읽기 

능력 변인들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빠른 자동 이름대기 능력의 발달과 기

준치를 제시하고 그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빠른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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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대기가 읽기 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검토하고, 읽기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초기 읽기를 학습하는 일반아동의 빠른 자동 이

름대기와 읽기 능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앞으로 읽기장애아동을 위한 조기 선별 · 

진단 및 중재에 있어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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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5세 유치원 아동, 6세 1학년 아동, 7세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빠

른 자동 이름대기와 읽기 검사를 실시하고 그 수행력을 비교하여 빠른 자동 이름대

기 능력의 발달 및 읽기 능력과의 상관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

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연령에 따라 네 가지 유형(색깔, 숫자, 사물, 글자)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 반응시간에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성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색깔, 숫자, 사물, 글자)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 반응시간에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과제유형에 따라 네 가지 유형(색깔, 숫자, 사물, 글자)의 빠른 자동 이름대

기 과제 반응시간에 차이를 보이는가?

   넷째, 읽기 능력과 네 가지 유형(색깔, 숫자, 사물, 글자)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 반응시간 간에는 상관성이 있는가?

   다섯째, 네 가지 유형(색깔, 숫자, 사물, 글자)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 중 어

떤 과제가 읽기 능력을 예측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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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5세, 6세, 7세 일반아동 총 

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표집된 아동은 총 132명이었으나, 대상자 선정 기

준에 부합하지 않는 아동 42명을 제외한 총 90명을 최종적인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아동은 5세 30명, 6세 30명, 7세 30명으로, 성비는 1 : 1(남:15, 여:15)

로 동일하게 하였다. 전체 대상 아동의 생활월령(연령)의 범위 및 평균은 다음과 같

다. 5세는 60개월(5세 0개월)~71개월(5세 11개월)로 평균 66.10개월(SD = 3.34개

월)이었고, 6세는 72개월(6세 0개월)~83개월(6세 11개월)로 평균 78.73개월(SD = 

3.03개월)이었으며, 7세는 87개월(7세 3개월)~95개월(7세 11개월)로 평균 92.83개

월(SD = 2.63개월)이었다. 

   대상자의 연령을 5세, 6세, 7세로 설정한 이유는 Denckla와 Rudel(1974)의 연구

에서 5세에서 7세 사이가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의 변화율이 가장 크게 나타

난 시기라고 밝혔기 때문이다.21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일반아동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

로 선정하였다.

1. 각 유치원 및 학교에서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학급에 속한 아동.

2. 청각장애가 없는 아동.

3. 색맹검사(한식 색각 검사표, 초등학생용)에서 정상 범주에 해당하는 아동.

4. 과제 수행 시 반응을 식별하지 못할 정도의 조음장애가 없는 아동.

5. 빠른 자동 이름대기 글자 과제 수행이 가능한 아동.

   또래의 아동이어도 초등학교 재학 중인지의 여부와 몇 학년인지의 여부에 따라 

읽기 교육에 노출 정도가 다르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행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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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인들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를 읽기 학습에 노출된 정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5세 아동은 유치원 아동으로, 6세 아동은 초등

학교 1학년 아동으로, 7세 아동은 초등학교 2학년 아동으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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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연구 절차 및 검사도구

   검사는 각 기관에서 마련해준 피검자가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에서 연구자

와 일대일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각 대상자에게 빠른 자동 이름대기 검사, 읽기 검사

를 한 회기에 모두 실시하였고, 평균 소요 시간은 약 30분이었다. 모든 아동의 반응

은 SONY ICD-UX71F 녹음기로 녹음하였고, 음성 분석 프로그램인 Praat version 

5.2.22를 이용하여 빠른 자동 이름대기 각 과제별 반응시간을 정확하게 산출하였다. 

       2.2.1. 빠른 자동 이름대기(Rapid Automatized Naming) 검사

   이름대기 속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검사인 빠른 자동 이름대기(Rapid 

Automatized Naming, RAN) 검사는 Denckla와 Rudel(1976)의 선행연구22를 바탕

으로 ‘색깔, 숫자, 사물, 글자’의 네 가지의 과제로 나누었으며, 그 중 글자 과제는 

한글 학습 상황의 실정에 맞게 자극 항목을 재구성하여 실시하였다. 각 과제의 모든 

자극 항목은 Denckla와 Rudel(1974, 1976)의 연구21,22와 ‘3∼8세 아동의 자유 발화 

분석을 바탕으로 한 한국어 말소리의 빈도 관련 정보’(신지영, 2005)54를 참고하여, 

선행연구 Denckla와 Rudel(1974, 1976)에서처럼 사용빈도수가 높은 항목으로 구성

하였다. 각 과제들의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색깔 과제

   선행연구 Denckla와 Rudel(1974, 1976)에서 사용한 색깔인 ‘빨강, 초록, 검정, 

파랑, 노랑’의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 숫자 과제

   선행연구 Denckla와 Rudel(1974, 1976)에서 사용한 숫자인 ‘2, 6, 9, 4, 7’의 5

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16 -

   (3) 사물 과제

   선행연구 Denckla와 Rudel(1974, 1976)에서 사용한 사물인 ‘시계, 우산, 가위, 

빗, 열쇠’의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사물 과제의 모든 그림은 이 연령대의 인지 

반응을 필요로 하는 친숙한 그림을 사용하였다. 

   (4) 글자 과제

   선행연구 Denckla와 Rudel(1974, 1976)에서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알파벳 글자

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것을 참고로 하여, 신지영(2005)의 연구에서 한국 아동 

발화 시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5개의 말소리 ‘ㄴ, ㄱ, ㄹ, ㅁ, ㅈ’로 선정하였다.54  

   네 과제 중에서 숫자와 글자의 ‘빗’ 항목만이 일음절 반응이 필요한 항목을 포함

하고, 다른 모든 과제의 항목은 다음절 단어 반응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이름대기 

반응시간을 연구한 Oldfield(1966)는 단어빈도를 비교하여 이름대기 반응시간과 단

어 발성상의 길이에는 별다른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였다.55

       2.2.2. 빠른 자동 이름대기 검사 절차

   자극 항목은 A4 크기 용지에 5개의 항목을 무작위로 10번을 반복하여 나열하는

데, 가로 한 줄에 10개의 자극을 만든 세로줄 5개, 총 50개의 항목을 제시하였다. 

검사의 네 가지 이름대기 과제는 순서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아동에게 제시하는 과

제의 순서에 차이를 두어 실시하였다.   

   검사 전에 아동에게 지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제부터 선생님이 보여주는 

단어들을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처음에는 천천히 이 5가지의 이름을 

선생님한테 하나하나 말해주세요”라고 지시하고, 연구자는 아동이 이름을 말하면서 

반응할 때까지 각각의 항목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선생

님이 ‘시작’이라고 말하면, 마지막 항목까지 계속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 반응시간

은 “시작”이라고 말한 후 아동이 첫 응답을 한 순간부터 마지막 항목의 이름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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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녹음기로 녹음하고, 보다 정확한 반응시간의 측정을 위하

여 음성 분석 프로그램인 Praat version 5.2.22를 사용하여 빠른 자동 이름대기의 

각 과제별 반응시간을 산출하였다.

   처음 5개의 항목의 이름을 말하는데 시간제한은 없었고, 아동이 “이건 뭐에요?”

라고 묻거나 혹은 실수를 했을 때 아동에게 답을 알려주거나 첨삭지도를 하지는 않

았다. 이는 아동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학습 경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학

습 경험은 검사의 목적을 훼손시켜, 해당 연령의 아동들이 특정 항목의 이름을 말하

는데서 범하는 오류와 이런 항목의 카테고리를 말하는데 걸리는 속도 사이의 관계를 

연구자가 확인하기가 어려워진다.21

   아동이 각 과제에 표현된 50개의 자극 항목의 이름을 다 말하는데 걸린 전체 시

간, 빠른 자동 이름대기에서 아동 스스로 고쳐서 말한 자가수정 수를 포함한 정반응 

수, 그리고 잘못 이름을 말한 오류 수로 구분하여 검사 기록지에 기록하였다. 오류는 

과제에 인쇄된 정확한 명칭 위에 틀린 내용을 기록하였다. 자가수정한 이름대기는 

기록은 하지만 오류로 간주하지는 않고, 검사를 끝마치는데 걸린 전체 시간에 포함

하였다. 

       2.2.3. 기초학력검사(KISE-BAAT)의 읽기 검사 

   기초학력검사(Korea National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Basic Academic 

Achievement Tests: KISE-BAAT, 박경숙 외, 2009)53는 아동 · 청소년 검사로 만 

5세부터 14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규준참조검사이다. 이 검사는 학교 학습 특히 국어

와 수학에서 부진을 나타내는 아동을 선별 또는 진단하고 이들이 부진을 나타내는 

영역과 수준을 파악하여 이들의 교육계획의 수립과 적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읽기, 쓰기 및 수학 기초학력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기초학력검사의 읽기 영역을 활용하였다. 기초학력검사의 읽기 검사에는 선수 기능

(the initiative functions), 음독 능력(vocal reading ability), 독해 능력(reading 

comprehension)의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 검사 영역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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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행력과 빠른 자동 이름대기와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선수 기능, 음독 능력, 

독해 능력, 그리고 이 세 가지 검사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 읽기 능력으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1) 선수 기능

   기초학력검사의 선수 기능 검사는 도형 변별, 낱자 변별, 낱말 변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별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점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2) 음독 능력

   기초학력검사의 음독 검사는 낱자 읽기, 낱말 읽기, 문장 읽기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별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점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3) 독해 능력

   기초학력검사의 독해 검사는 낱말 이해, 문장 완성, 어휘 선택, 문장 배열, 짧은글 

이해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별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점하여 총점을 산출하

였다. 

   (4) 전체 읽기 능력

   기초학력검사의 선수 기능, 음독 능력, 독해 능력의 3가지 소검사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 각 문항별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점하여 읽기 검사의 전체 총점을 산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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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검사 자료들을 각 연구가설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통계 분

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5세, 6세, 7세 일반아동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 특성

을 살펴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사용된 분석 기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빠른 자동 이름대기 능력 검사 결과를 연령, 성별, 과

제유형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연령, 성별, 과제유형에 따라 빠른 자

동 이름대기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 측정 3요인 분산분석

(repeated measures of thre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경우에는 투키(Tukey)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유형과 읽기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test)을 통해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읽기 예측 과제 요인을 변별하기 

위해 단계별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학적 분석은 PASW(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version 18.0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 20 -

제3장 연구 결과

   3.1. 5세, 6세, 7세 아동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 능력 

       3.1.1. 연령에 따른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

   연령 간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표 1)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색깔 과제 반

응시간 평균은 5세 66.33초, 6세 59.86초, 7세 50.81초였고, 숫자 과제 반응시간 

평균은 5세 39.82초, 6세 30.45초, 7세 23.56초였으며, 사물 과제 반응시간 평균은 

5세 82.03초, 6세 64.63초, 7세 50.27초였고, 글자 과제 반응시간 평균은 5세 

76.26초, 6세 61.05초, 7세 49.16초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이 유의하게 빨라졌다(p < .001)(표 2). Tukey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5

세와 6세 간, 5세와 7세 간, 6세와 7세 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5)(표 3), 빠른 자동 이름대기의 색깔, 숫자, 사물, 글자 과제 모두에서 7세가 6세

보다, 6세가 5세보다 유의하게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다(p < .05)(표 5).

       3.1.2. 성별에 따른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

   성별 간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표 1)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5세, 6세, 

7세 아동의 색깔 과제 반응시간 평균은 남자 아동 58.48초, 여자 아동 59.52초였

고, 숫자 과제 반응시간 평균은 남자 아동 31.51초, 여자 아동 31.05초였으며, 사

물 과제 반응시간 평균은 남자 아동 67.21초, 여자 아동 64.07초였고, 글자 과제 

반응시간 평균은 남자 아동 61.90초, 여자 아동 62.41초로 5세, 6세, 7세 아동의 

성별 간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777)(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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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과제유형에 따른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

   과제유형 내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표 1)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5세, 6

세, 7세 아동의 색깔 과제 반응시간 평균은 59.00초, 숫자 과제 반응시간 평균은 

31.28초, 사물 과제 반응시간 평균은 65.64초, 글자 과제 반응시간 평균은 62.15초

로 5세, 6세, 7세 아동의 과제유형 내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은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p < .001)(표 2). Bonferroni 다중비교를 실시한 결과, 색깔 과제와 숫

자 과제 간, 색깔 과제와 사물 과제 간, 숫자 과제와 사물 과제 간, 숫자 과제와 글

자 과제 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빠른 자동 이름대기 숫자 과제가 색깔, 사물, 

글자 과제에 비해, 색깔 과제가 사물 과제에 비해 반응시간이 유의하게 빨랐다(p < 

.05)(표 4). 숫자 과제는 5세, 6세, 7세 모두에서 색깔, 사물, 글자 과제에 비해 반응

시간이 유의하게 빨랐고, 색깔 과제는 5세에서 사물, 글자 과제에 비해 유의하게 빠

른 반응시간을 보였다(p < .05)(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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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연령, 성별, 과제유형에 따른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

과제유형 성별
연령

5세 6세 7세 전체

색깔 남자  63.89(±17.64)  56.78(±11.04) 54.76(±8.85)  58.48(±13.36)

여자  68.77(±19.15)  62.93(±15.11) 46.86(±6.29)  59.52(±17.02)

전체  66.33(±18.26)  59.86(±13.37) 50.81(±8.55)  59.00(±15.22)

숫자 남자  40.24(±10.10) 30.33(±6.20) 23.96(±3.65) 31.51(±9.74)

여자 39.40(±7.68) 30.57(±6.86) 23.16(±4.91) 31.05(±9.30)

전체 39.82(±8.82) 30.45(±6.42) 23.56(±4.27) 31.28(±9.47)

사물 남자  84.96(±15.81)  64.04(±12.18) 52.63(±7.32)  67.21(±18.09)

여자  79.09(±16.53)  65.21(±10.23) 47.92(±6.81)  64.07(±17.36)

전체  82.03(±16.17)  64.63(±11.07) 50.27(±7.35)  65.64(±17.70)

글자 남자  77.13(±15.06)  59.09(±10.25)  49.47(±10.25)  61.90(±16.54)

여자  75.38(±18.90)  63.00(±12.72) 48.85(±7.04)  62.41(±17.35)

전체  76.26(±16.81)  61.05(±11.52) 49.16(±8.64)  62.15(±16.86)

 단위는 초, 각 값은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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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연령, 성별, 과제유형에 따른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의 분산분석

변수
통계값

제곱합 자유도 F

개체 간

연령 30849.004 2   52.679***

성별 23.613 1   .081

연령 * 성별 616.602 2  1.053

개체 내

과제유형 66803.600 3  257.890***

과제유형 * 연령 3031.600 6    5.852***

과제유형 * 성별 232.699 3   .898

과제유형 * 연령 * 성별 643.056 6  1.241

 ***p < .001.

 표 3. 연령에 따른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의 사후검정

연령 평균차이(I-J) 표준오차

5세 6세   12.1117* 2.2091

7세   22.6568* 2.2091

6세 7세   10.5452* 2.2091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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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과제유형에 따른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의 다중비교

과제유형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색깔 숫자  27.722* 1.328

사물  -6.643* 1.363

글자  -3.155 1.607

숫자 사물 -34.365* 1.042

글자 -30.877* 1.281

사물 글자   3.488 1.607

 *p < .05.

 표 5. 과제유형 내 연령에 따른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의 사후검정

과제유형 연령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색깔 5세 6세  6.4720* 3.6061

7세 15.5177* 3.6061

6세 7세  9.0457* 3.6061

숫자 5세 6세  9.3703* 1.7472

7세 16.2590* 1.7472

6세 7세  6.8887* 1.7472

사물 5세 6세 17.3967* 3.1195

7세 31.7537* 3.1195

6세 7세 14.3570* 3.1195

글자 5세 6세 15.2077* 3.3006

7세 27.0970* 3.3006

6세 7세 11.8893* 3.3006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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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연령 내 과제유형에 따른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의 다중비교

연령 과제유형 평균차이(I-J) 표준오차

5세 색깔 숫자  26.508* 2.833

사물 -15.697* 2.791

글자  -9.927* 3.423

숫자 사물 -42.205* 2.002

글자 -36.435* 2.649

사물 글자   5.770 3.215

6세 색깔 숫자  29.407* 2.362

사물  -4.772 2.750

글자  -1.191 2.760

숫자 사물 -34.179* 1.966

글자 -30.598* 2.242

사물 글자   3.581 2.909

7세 색깔 숫자  27.250* 1.657

사물    .539 1.441

글자   1.652 1.995

숫자 사물 -26.710* 1.385

글자 -25.597* 1.532

사물 글자   1.113 1.996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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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과제유형과 연령에 따른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

  

   과제유형과 연령에 따라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본 

결과, 연령에 따라 과제유형별 반응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네 과제유형과 

연령 간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p < .001)(표 2)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과 같이 

연령의 수준에 따라 과제유형별 반응시간이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반응시간이 가장 

긴 경우는 5세가 사물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였으며, 가장 짧은 경우는 7세가 숫자 

과제를 수행할 때였다. 따라서 연령의 수준에 따라 과제유형별 반응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상호작용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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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과제유형과 연령에 따른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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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5세, 6세, 7세 아동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와 읽기 능력

       3.2.1. 5세, 6세, 7세 아동의 읽기 능력

   연령별 읽기 능력을 살펴본 결과, 5세 아동의 선수 기능, 음독 능력, 독해 능력, 

전체 읽기 능력 각각의 점수 평균은 14.63점, 10.77점, 14.87점, 40.27점이었고, 6

세 아동의 선수 기능, 음독 능력, 독해 능력, 전체 읽기 능력 각각의 점수 평균은 

14.83점, 16.37점, 30.27점, 61.47점이었으며, 7세 아동의 선수 기능, 음독 능력, 독

해 능력, 전체 읽기 능력 각각의 점수 평균은 14.93점, 19.47점, 40.93점, 75.33점

이었다(표 7). 연령별로 읽기 능력 점수 평균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선수 기능 점

수, 음독 점수, 독해 점수, 전체 읽기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 7. 5세, 6세, 7세 아동의 읽기 능력 기술통계량 

읽기 영역

연령
선수 기능 음독 독해 전체 읽기

5세 14.63(±0.49) 10.77(±6.58) 14.87(±9.54) 40.27(±15.68)

6세 14.83(±0.38) 16.37(±4.97) 30.27(±9.78) 61.47(±13.05)

7세 14.93(±0.25) 19.47(±3.51) 40.93(±9.04) 75.33(±11.05)

 단위는 점, 각 값은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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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과 선수 기능 점수 간 상관성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과 선수 기능 간 상관성을 피어슨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빠른 자동 이름대기의 4개 과제 변인 모두가 5세, 6세, 7세 아동의 선

수 기능과 유의한 음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색깔 r = -.216, p < .05, 숫

자 r = -.380, 사물 r = -.331, 글자 r = -.318, p < .01). 빠른 자동 이름대기의 

색깔, 숫자, 사물, 글자 과제 모두에서 반응시간이 빨라질수록 선수 기능 점수가 유

의하게 높아졌다(색깔 p < .05)(숫자, 사물, 글자 p < .01)(표 8).

 표 8.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과 선수 기능 간의 상관분석

읽기 영역 과제 변인 상관계수

선수 기능

색깔 -.216*

숫자  -.380**

사물  -.331**

글자  -.318**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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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과 음독 점수 간 상관성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과 음독 능력 간 상관성을 피어슨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빠른 자동 이름대기의 4개 과제 변인 모두가 5세, 6세, 7세 아동의 음

독 능력과 유의한 음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색깔 r = -.387, 숫자 r = 

-.503, 사물 r = -.556, 글자 r = -.320, p < .01). 빠른 자동 이름대기의 색깔, 숫

자, 사물, 글자 과제 모두에서 반응시간이 빨라질수록 음독 능력이 유의하게 높아졌

다(p < .01)(표 9).

 표 9.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과 음독 능력 간의 상관분석

읽기 영역 과제 변인 상관계수

음독

색깔 -.387**

숫자 -.503**

사물 -.556**

글자 -.320**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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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과 독해 점수 간 상관성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과 독해 능력 간 상관성을 피어슨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빠른 자동 이름대기의 4개 과제 변인 모두가 5세, 6세, 7세 아동의 독

해 능력과 유의한 음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색깔 r -.338= , 숫자 r = 

-.605, 사물 r = -.640, 글자 r = -.471, p < .01). 빠른 자동 이름대기의 색깔, 숫

자, 사물, 글자 과제 모두에서 반응시간이 빨라질수록 독해 능력이 유의하게 높아졌

다(p < .01)(표 10).

 표 10.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과 독해 능력 간의 상관분석

읽기 영역 과제 변인 상관계수

독해

색깔 -.338**

숫자 -.605**

사물 -.640**

글자 -.471**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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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과 전체 읽기 점수 간 상관성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과 읽기 능력 간 상관성을 피어슨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빠른 자동 이름대기의 4개 과제 변인 모두가 5세, 6세, 7세 아동의 전

체 읽기 능력과 유의한 음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색깔 r = -.374, 숫자 r 

= -.608, 사물 r = -.649, 글자 r = -.450, p < .01). 빠른 자동 이름대기의 색깔, 

숫자, 사물, 글자 과제 모두에서 반응시간이 빨라질수록 읽기 능력이 유의하게 높아

졌다(p < .01)(표 11).

 표 11.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과 전체 읽기 능력 간의 상관분석

읽기 영역 과제 변인 상관계수

전체 읽기

색깔 -.374**

숫자 -.608**

사물 -.649**

글자 -.450**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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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 변인

       3.3.1. 선수 기능에 관련된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 변인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에서 5세, 6세, 7세 아동의 선수 기능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빠른 자동 이름대기의 색깔, 숫자, 사물, 글자 과제의 총 

4개 변인에 대해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숫자 과제 반응시간만

이 5세, 6세, 7세 아동의 선수 기능 점수에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df = 

1, F = 14.872 (p < .001)].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숫자 과제 반응시간은 5

세, 6세, 7세 아동의 선수 기능 점수에 대하여 13.5%의 설명력을 갖는다. 나머지 세 

변인인 색깔, 사물, 글자 과제 반응시간은 5세, 6세, 7세 아동의 선수 기능 점수에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표 12. 선수 기능에 관련된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 변인과의 회귀분석

읽기 영역 과제 변인 기울기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선수 기능

색깔  .001 .003  .031

숫자 -.016 .004   -.380***

사물 -.001 .004 -.063

글자 -.003 .003 -.113

 종속변인 : 아동의 선수 기능 점수 

 R2 = .145; ΔR2 = .13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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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음독 능력에 관련된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 변인

   5세, 6세, 7세 아동의 음독 능력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빠른 자동 이름대

기의 색깔, 숫자, 사물, 글자 과제의 총 4개 변인에 대해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사물 과제 반응시간만이 5세, 6세, 7세 아동의 음독 점수에 영향

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df = 1, F = 39.314 (p < .001)]. 다중회귀분석 결과

에 의하면, 사물 과제 반응시간은 5세, 6세, 7세 아동의 음독 점수에 대하여 30.1%

의 설명력을 갖는다. 나머지 세 변인인 색깔, 숫자, 글자 과제 반응시간은 5세, 6세, 

7세 아동의 음독 점수에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표 13. 음독 능력에 관련된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 변인과의 회귀분석

읽기 영역 과제 변인 기울기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음독

색깔 -.032 .047 -.079

숫자 -.137 .105 -.207

사물 -.197 .031   -.556***

글자  .044 .046  .117

 종속변인 : 아동의 음독 점수 

 R2 = .309; ΔR2 = .3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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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독해 능력에 관련된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 변인

   5세, 6세, 7세 아동의 독해 능력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빠른 자동 이름대

기의 색깔, 숫자, 사물, 글자 과제의 총 4개 변인에 대해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사물 과제 반응시간만이 5세, 6세, 7세 아동의 독해 점수에 영향

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df = 1, F = 61.071 (p < .001)]. 다중회귀분석 결과

에 의하면, 사물 과제 반응시간은 5세, 6세, 7세 아동의 독해 점수에 대하여 40.3%

의 설명력을 갖는다. 나머지 세 변인인 색깔, 숫자, 글자 과제 반응시간은 5세, 6세, 

7세 아동의 독해 점수에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표 14. 독해 능력에 관련된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 변인과의 회귀분석

읽기 영역 과제 변인 기울기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독해

색깔  .118 .098  .126

숫자 -.376 .216 -.250

사물 -.516 .066   -.640***

글자 -.064 .095 -.076

 종속변인 : 아동의 독해 점수 

 R2 = .410; ΔR2 = .403.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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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 전체 읽기 능력에 관련된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 변인

   5세, 6세, 7세 아동의 전체 읽기 능력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빠른 자동 

이름대기의 색깔, 숫자, 사물, 글자 과제의 총 4개 변인에 대해 단계별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물 과제 반응시간만이 5세, 6세, 7세 아동의 전체 읽기 점

수에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df = 1, F = 63.952 (p < .001)]. 다중회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물 과제 반응시간은 5세, 6세, 7세 아동의 전체 읽기 점수에 

대하여 41.4%의 설명력을 갖는다. 나머지 세 변인인 색깔, 숫자, 글자 과제 반응시

간은 5세, 6세, 7세 아동의 전체 읽기 점수에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표 15).

 표 15. 전체 읽기 능력에 관련된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 변인과의 회귀분석

읽기 영역 과제 변인 기울기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전체 읽기

색깔  .086 .135  .067

숫자 -.524 .298 -.253

사물 -.720 .090   -.649***

글자 -.023 .131 -.020

 종속변인 : 아동의 전체 읽기 점수 

 R2 = .421; ΔR2 = .414.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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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찰

   빠른 자동 이름대기 능력은 여러 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연령

은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변인으로서,21,26 연령이 높아

짐에 따라 빠른 자동 이름대기 능력이 발달한다. Denckla와 Rudel(1974)은 5세부터 

10세의 일반아동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는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 모두에서 유의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21 Di Filippo 등(2005)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

학년까지의 일반아동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에서 학년에 따라 반응시간이 유의

하게 빨라졌다고 밝혔다.26 본 연구에서도 역시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 모두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의하게 빠른 반응시간을 나타냄으로써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뒷

받침하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성별에 따른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의 경우, 과제 모두에서 남녀 간

의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Denckla와 Rudel(1974)의 연구에서는 숫자, 사물, 글

자 과제에서 성별의 차이가 없었으나 색깔 과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는 일반적으로 여자 아동이 언어 습득이 더 빠르고, 좌측 

대뇌반구에서 우세한 구어의 이분청취(dichotic listening) 발달이 더 빠르며, 읽기 

준비성을 미리 알려주는 시간제한 없는 이름대기 과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으므로 

여자 아동의 색깔 과제 반응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빠를 수 있다는 것이다.21 

Denckla와 Rudel(1974)의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는 모든 과제에서 성

별에 따른 반응시간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아 색깔 과제의 경우에만 결과가 일치되지 

않는다. 이는 한글에서의 색깔 이름의 사용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고,56 오

늘날의 아동들은 컴퓨터, 텔레비전, DVD 등 영상 매체의 발달로 과거보다 더 다양

한 색깔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과거의 동일한 시기 아동들과 많은 문화

적, 환경적, 교육적 차이점을 보이기57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Di Filippo 등(2005)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일반아동의 색깔 과제에서 성별에 대한 차이는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여26 본 연구와 입장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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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보다 색깔 과제에서 빠른 반응시간을 보

인다고 하기도 하고, 성별에 따라 색깔 과제 반응시간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색깔 과제 반응시간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기보다는 

색깔 개념의 습득 및 발달에 관여하는 문화적, 환경적, 교육적 경험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과제유형 내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은 차이가 있었다. 먼저 숫자 

과제는 5세, 6세, 7세 모두에서 다른 세 과제들에 비해 반응시간이 빨랐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관찰되었는데,21,26 이는 연령별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

제유형 내 상대적 반응시간 차이는 성장과정에서 명칭을 습득해가는 순서와 일치하

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아동 발달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물 이름대기는 2세 초반

에 시작된다. 색깔 이름대기는 상대적으로 유년기 후반인 5세에 이루어진다. 숫자와 

글자의 명칭은 더 늦은 시기에 배우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정규 교육을 시작하는 시

기인 6세와 관련이 있다. Denckla와 Rudel(1974)은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유형별 

예상 습득 연령을 제시하였는데, 사물은 4세, 색깔은 5세, 숫자와 글자는 7세였다. 

그러나 연구 결과, 연령별 과제유형 반응시간 순서는 명칭 습득 연령과 달라 본 연

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21 본 연구에서도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비교적 늦게 습득하

는 숫자의 이름을 보다 친밀하고 일찍 학습한 색깔, 사물보다 더 빨리 말하였다. 

   또 색깔 과제는 5세에서만 사물, 글자 과제에 비해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다. 낱말 

사용 빈도(word frequency)는 이름대기 반응시간을 판단할 때 가장 흔하게 연관시

키는 요인이다.55 3세, 4세, 5세 아동의 일상회화에 나타난 어휘를 조사한 국내 연구

에서 네 가지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 중 색깔 과제 자극 항목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는데,58 이러한 낱말 사용 빈도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5개의 사물 과제 자극 중 실제로 색깔, 숫자 과제의 자극 항목보다 

낱말 사용 빈도가 낮은 “빗, 열쇠”가 포함되었고, 글자 과제 자극은 다른 과제의 자

극 항목보다 낱말 사용 빈도가 매우 낮았다. 하지만 색깔 과제 자극 항목보다 낱말 

사용 빈도가 비교적 낮은 숫자 과제 반응시간이 색깔 과제보다 더 빠른 것을 고려하

였을 때 낱말 사용 빈도를 통한 설명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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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이상의 자극을 서로 다른 것으로 구별하여 지각할 수 있는 자극 식별력

(stimulus discriminability)이 있다. 이는 자극 식별력은 색깔에서 가장 두드러지지

만 유치원 이후의 색깔 이름대기는 낮은 속도 순위로 밀려난다는 Morin 등(1965)의 

연구 결과와 입장을 같이한다.59 이로써 5세 아동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에 

있어서 낱말 사용 빈도뿐만 아니라 자극 식별력도 주요한 변인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빠른 자동 이름대기의 네 과제 모두의 반응시간이 빨라질수록 선수 기능, 음독, 

독해, 전체 읽기 능력이 높아지는 것은 빠른 자동 이름대기가 읽기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네 가지의 모든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가 읽기 

능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난 Wolf 등(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44 몇 십 

년 간 지속적으로 빠른 자동 이름대기와 읽기 능력간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많은 선

행연구와도 입장을 같이한다.3,9,25,27-35,37 이와 같은 결과는 후에 읽기 능력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빠른 자동 이름대기 검사가 유용함을 보여

주었으며, 취학 전 아동이나 저학년 아동의 선별 검사에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

간 측정을 추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Wolf 등(2000)의 연구를 지지한다.12 

   읽기 능력과 관련이 있는 빠른 자동 이름대기의 색깔, 숫자, 사물, 글자 과제의 

반응시간을 가지고 회귀분석을 한 결과, 숫자 과제 반응시간은 선수 기능에 대해 

13.5%, 사물 과제 반응시간은 음독 능력에 대해 30.1%, 독해 능력에 대해 40.3%, 

전체 읽기 능력에 대해 41.4%의 설명력을 가졌다. 즉,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에서 

숫자 과제 반응시간은 선수 기능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고, 사물 과제 

반응시간은 음독 능력, 독해 능력, 전체 읽기 능력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

로 나타났다. 이는 숫자, 사물 과제가 초등학교 1학년 읽기 저성취 아동의 선별에서 

중요한 예측변수임을 시사해 준 박유정(200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16 사물 

과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동의 읽기 이해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한 

Badian(1998)의 연구,29 색깔, 사물 과제가 7세부터 10세 아동의 읽기장애와 관련된

다는 사실을 밝힌 Denckla와 Rudel(1976)의 연구22 결과와도 입장을 같이한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숫자, 사물 과제 반응시간이 한글에서의 선수 기능, 음독 능력,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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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전체 읽기 능력에 의미 있는 예측요소이며,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 중, 숫자 

과제와 특히 사물 과제가 읽기 성취를 예측할 수 있는 학령전기 및 학령초기 검사로

서 유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숫자 및 사물 과제가 읽기 능력에 의미 있는 예측요소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색깔이나 글자 과제가 읽기 성취를 

예측한다고 하기도 한다. 예컨대, 색깔 이름대기가 읽기수행의 예측변인이 될 수 있

다고 한 Geschwind(1965)의 연구,20 글자 과제가 단어인지와 산문 읽기 속도 및 정

확성을 예측한다고 보고한 Cornwall(1992)의 연구,13 색깔, 글자 과제가 읽기 능력

을 예측하였다는 Blachman(1984)의 연구,36 색깔-숫자-글자 과제가 읽기장애아동의 

조기 선별을 위한 유용한 예측변인이라고 밝힌 이혜숙(1997)의 연구,48 색깔-숫자-

글자 과제가 읽기 유창성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라는 결과를 보고한 송은영(2003)

의 연구가 있다.17 이 연구들과 본 연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Geschwind(1965)

는 가설을 제기한 것으로 연구 결과를 나타낸 것은 아니며, Blachman(1984)은 분

절, 각운의 언어 분석 과제를, Cornwall(1992)은 단어 공략, 단어 인지, 독해, 철자 

기술을 검사하여, 읽기 영역을 선수 기능, 음독, 독해 능력으로 나눈 본 연구와 읽기 

검사 영역이 다르다. 또 Cornwall(1992)의 연구는 평균 9세 7개월(7세 5개월~12세 

3개월)의 학습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혜숙(1997)은 초등학교 3학년 읽기장

애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만 5세, 6세, 7세의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연

구 대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혜숙(1997)과 송은영(2003)의 연구에서는 빠른 이름

대기 검사 과제를 색깔, 숫자, 사물, 글자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 본 연구와 달리 

색깔-숫자-글자, 사물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색깔-숫자-글자 과제 

선정 시 예를 들면, ‘빨강-2-ㄴ-초록-6-ㄱ' 식으로 자극 항목을 교대로 배열한 빠른 

교차 이름대기(Rapid Alternating Sequences, RAS) 방식으로 구성하여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방식으로 구성한 본 연구와 달랐다.

   Compton 등(2001)은 색깔, 숫자, 사물, 글자의 네 가지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

제와 각각의 읽기 하위 기술 간의 상관성은 다르다고 주장하였으며,49 네 가지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과제유형별로 읽기 능력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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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하위 변인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읽기 검사 영

역, 연구 대상, 빠른 자동 이름대기 검사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연구 결과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5세, 6세, 7세 일반아동의 연령, 성별, 과제유형에 따른 빠른 자동 

이름대기 능력의 발달을 확인함으로써, 일반아동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 능력 발달의 

기준치를 제시하여 읽기장애아동을 위한 조기 선별 · 진단 및 중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임상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

와 읽기 능력과의 상관성 및 색깔, 숫자, 사물, 글자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 중 

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관련 과제의 검사를 통하여 읽기 

능력을 예측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5세, 6세, 7세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별 읽기장애 아

동을 추가로 표집하여 정상아동과 읽기장애아동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 능력의 발달

을 비교해 본다면 읽기장애아동의 선별을 위한 한계치 제시에 보다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7세 이후의 아동을 표집하여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빠른 자동 이름대기 능력의 발달 및 읽기와의 지속적인 상관성을 살펴봄과 동시에 

각 과제에 따른 최고한계선(ceiling)의 연령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

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5세 아동의 경우, 읽기 검사에서 낱말 읽기, 문장 읽기가 가능

함에도 빠른 자동 이름대기의 글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아동들이 관찰되었다. 연

구자는 글자 과제의 자극 항목 선정 시, 선행연구에서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알파벳 

글자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것을 참고로 하여 한국 아동 발화 시 사용빈도가 가

장 높은 5개의 말소리 ‘ㄴ, ㄱ, ㄹ, ㅁ, ㅈ’를 선정하였다.54 읽기 검사의 낱말 읽기, 

문장 읽기가 가능함에도 빠른 자동 이름대기의 글자 과제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은 

빠른 자동 이름대기의 글자 과제가 음가(phoneme sound)대로 읽을 수 없는 음소로 

구성되어 있어 5세 아동에게는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권의 연

구에서 알파벳 글자는 비교적 음소를 음가대로 읽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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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이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ㄱ’ 음소는 음가대로 읽을 경우 ‘그’로 읽는 것이 

바르지만, 아동들은 ‘ㄱ’을 보면 자동적으로 ‘기역’으로 읽는 문제점이 나타난다.3 따

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빠른 자동 이름대기의 글자 과제 자극 항목 선정 시, 

일음절 단위의 무의미 단어로 구성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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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5세, 6세, 7세 일반아동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 능력의 발달과 읽

기 능력 예측 과제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유형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 즉, 색깔, 숫자, 사물, 글자 과제의 반응시간과 읽기 능력과

의 상관성을 고찰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5세, 6세, 7세 아동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은 색깔, 숫

자, 사물, 글자 과제 모두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빨라졌다. 둘째, 성별에 따른 빠

른 자동 이름대기 반응시간의 경우, 네 과제 모두에서 남녀 간의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셋째, 숫자 과제는 5세, 6세, 7세 모두에서 다른 세 과제들에 비해 반응시간

이 유의하게 빨랐고, 색깔 과제는 5세에서만 사물, 글자 과제에 비해 유의하게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다. 넷째, 빠른 자동 이름대기의 네 과제 모두의 반응시간이 빨라질

수록 선수 기능, 음독 능력, 독해 능력, 전체 읽기 능력이 높아지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다섯째,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에서 숫자 과제 반응시간은 선수 기능을 설

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고, 사물 과제 반응시간은 음독 능력, 독해 능

력, 전체 읽기 능력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를 통하여 5세, 6세, 7세 일반아동의 연령, 성별, 과제유형에 따른 빠른 

자동 이름대기 능력의 발달과 읽기 능력과의 상관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일반아동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 능력 발달의 기준치를 제시함으로써, 읽

기장애아동을 위한 조기 선별 · 진단 및 중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임상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과제의 평가를 통하여 읽기 능력을 예측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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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참가 안내문

연구 참가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연구자는 현재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에서 일반아동의 초기 읽기

능력을 주제로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의 일환으로 빠른 이름대기(Rapid

Automatized Naming) 능력에 관한 선별용 언어검사를 시행하고자 안내 말씀 드립니다.

빠른 이름대기는 빠르고 정확하게 명명하는 능력으로, 모든 학업의 기초가 되며 학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읽기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

다.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해 일반아동의 빠른 이름대기 발달을 확인하고, 연령별 기준

치를 제시하여 읽기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조기에 선별하고 중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한 차례에 걸쳐 개별검사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검사 결과는 통계적

으로 처리됩니다. 객관적인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전반적인 읽기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리고, 아울러 필요할 경우 전문적인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각 아동의 검사 결과는 연구와 교육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연구에 참여해 주신다면 아동의 읽기 능력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앞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가는데 큰 보탬

이 될 것입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연구 윤리를 철저히 준수할 것과 검사의 결과는

연구 목적에만 국한되어 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본 연구에 할애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 아 래 -

1. 검사기간 : 2011. 03. 01. ～ 2011. 04. 30.

2. 검사시간 : 아동 당 약 30분

3. 검사대상 : 만 5세, 6세 7세 (유치원, 1학년, 2학년) 아동

4. 검사내용 : 기초학력검사(KISE-BAAT) 중 읽기 영역

빠른 이름대기 검사(RAN)

※검사료는 내지 않습니다.

2011년 3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담당 연구자: 김 민 선



- 50 -

부록 2. 빠른 자동 이름대기 검사 기록지

빠른 자동 이름대기(RAN) 검사 기록지

이 름 (남 / 여) 학 년

생년월일

(생활연령)

년 월 일

( 세 개월)
검 사 일 년 월 일

검사 1. 빠른 자동 이름대기: 색깔

<연습문항>

빨강 초록 검정 파랑 노랑

빨강 초록 검정 파랑 노랑 검정 노랑 초록 빨강 파랑
검정 파랑 빨강 노랑 빨강 초록 검정 노랑 파랑 초록
파랑 빨강 검정 초록 노랑 검정 노랑 초록 빨강 파랑
초록 검정 빨강 노랑 빨강 초록 파랑 검정 파랑 노랑
검정 파랑 초록 빨강 노랑 빨강 노랑 초록 검정 파랑

시 간 : 초

자가수정 : 회

오 류 수 : /50

정반응수 : /50

검사 2. 빠른 자동 이름대기: 숫자

<연습문항>

2 6 9 4 7

2 6 9 4 7 9 4 6 7 2
7 2 4 6 2 4 9 7 6 9
6 9 2 4 7 6 2 9 4 7
9 6 7 2 4 2 7 6 9 4
2 4 6 7 9 4 9 7 6 2

시 간 : 초

자가수정 : 회

오 류 수 : /50

정반응수 : /50

검사 3. 빠른 자동 이름대기: 사물

<연습문항>

시계 우산 가위 빗 열쇠

시계 우산 가위 빗 열쇠 빗 가위 시계 열쇠 우산
빗 열쇠 시계 가위 우산 가위 시계 열쇠 우산 빗
가위 우산 열쇠 시계 빗 시계 우산 빗 가위 열쇠
빗 열쇠 가위 우산 시계 열쇠 가위 우산 시계 빗
열쇠 빗 우산 가위 빗 시계 열쇠 시계 가위 우산

시 간 : 초

자가수정 : 회

오 류 수 : /50

정반응수 : /50

검사 4. 빠른 자동 이름대기: 글자

<연습문항>

ㄴ ㄱ ㄹ ㅁ ㅈ

ㄴ ㄱ ㄹ ㅁ ㅈ ㅁ ㄹ ㄱ ㄴ ㅈ
ㄹ ㄴ ㄱ ㅈ ㅁ ㄴ ㅁ ㅈ ㄱ ㄹ
ㄱ ㅈ ㅁ ㄴ ㄹ ㅈ ㄴ ㅁ ㄹ ㄱ
ㄹ ㅁ ㅈ ㄱ ㄴ ㄱ ㄹ ㄴ ㅈ ㅁ
ㄱ ㄴ ㄹ ㅁ ㅈ ㅁ ㄴ ㄹ ㄱ ㅈ

시 간 : 초

자가수정 : 회

오 류 수 : /50

정반응수 : /50



부록 3. 빠른 자동 이름대기 검사도구: 색깔 과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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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빠른 자동 이름대기 검사도구: 숫자 과제

2 6 9 4 7 9 4 6 7 2

7 2 4 6 2 4 9 7 6 9

6 9 2 4 7 6 2 9 4 7

9 6 7 2 4 2 7 6 9 4

2 4 6 7 9 4 9 7 6 2

-
 5

2

 -



부록 5. 빠른 자동 이름대기 검사도구: 사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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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빠른 자동 이름대기 검사도구: 글자 과제

ㄴㄱㄹㅁㅈㅁㄹㄱㄴㅈ

ㄹㄴㄱㅈㅁㄴㅁㅈㄱㄹ

ㄱㅈㅁㄴㄹㅈㄴㅁㄹㄱ

ㄹㅁㅈㄱㄴㄱㄹㄴㅈㅁ

ㄱㄴㄹㅁㅈㅁㄴㄹㄱㅈ

-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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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기초학력검사(KISE-BAAT)의 읽기 검사: 선수 기능 검사 문항의 예1)

1. 이것과 모양이 같은 것을 찾아 손가락으로 짚어 보세요.

□

□ △ ○

2. 이것과 같은 낱말을 찾아 손가락으로 짚어 보세요.

나이

-----------------------------

가마 나이 도시 우비

3. 다음 낱말 중에서 같은 낱말이 두 번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낱말을 찾아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세요.

풍덩 풀잎 풍년

풍경 풍작 풍덩

퐁당 필통 팔찌

1) 본 읽기 검사 문항의 예는 기초학력검사(KISE-BAAT)의 개발자인 송영준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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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기초학력검사(KISE-BAAT)의 읽기 검사: 음독 능력 검사 문항의 예2)

1. 이 글자를 정확히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오

2. 이 낱말을 정확히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이튿날

3. 이 문장을 바르게 띄어 읽어보세요.

오랫만에햇볕이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2) 본 읽기 검사 문항의 예는 기초학력검사(KISE-BAAT)의 개발자인 송영준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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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기초학력검사(KISE-BAAT)의 읽기 검사: 독해 능력 검사 문항의 예3)

1. 이 낱말을 읽고 반대말을 말해 보세요.

위

2. 빈 칸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 에서 찾아 넣어보세요.

바람이 붑니다.
--------------------------------------

아래

데굴데굴 살랑살랑

딸랑딸랑 소곤소곤  

3.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넣어 읽어 보세요.

우리 모두 도서관에서는

앞으로 떠들지 .

3) 본 읽기 검사 문항의 예는 기초학력검사(KISE-BAAT)의 개발자인 송영준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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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낱말들을 서로 연결하여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바람개비가⦁
⦁잡니다.
⦁웁니다.
⦁흐릅니다.
⦁돕니다.

5～6. 글을 잘 읽고 묻는 말에 답해 보세요.

  한수는 물 속에서 눈을 떠보았습니다.

물뱀 한 마리가 부리나케 저 쪽으로 달아

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돌 밑으로 살금살

금 숨는 가재도 보입니다. 송사리들도 어

지럽게 헤엄치고 있습니다. 다슬기들은

나 죽었다 하고 돌 옆으로 벌렁 드러누워

있습니다.

5. 돌 밑으로 숨는 것은 무엇인가요?

6. 한수가 물 속에서 본 것(생물)을 모두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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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pid Automatized Naming as a Predictor of Reading Ability 

in Five, Six, and Seven-year-old Children

                                               Kim, Min Sun

                                               The Graduate Program in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Yonsei University

    Phonological awareness and rapid automatized naming (RAN) have been 

reported as two important indices predicting reading skill ability. However,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at RAN is more important than phonological 

awareness, which has been extensively studied as a factor predicting reading 

skill ability in Korean preschool children and early primary childre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basis for the early screening, diagnosis, and 

intervention of children with difficulty in reading by reviewing the 

development of RAN ability of 5, 6, and 7-year-old children. Furthermore, 

this study identified which tasks among the tasks of RAN were related to the 

reading ability in children. 

  Ninety children were used as the subjects of this study. There were 30 

five-year-olds, 30 six-year-olds, and 30 seven-year-olds that lived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The RAN test consisted of four-task tests, which 

were ‘color, number, object, and letter’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children were asked to read them as promptly and exactly as they could, and 

the overall reaction times for naming all of the task stimulus item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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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The reading test, which was based on the KISE-BAAT, assessed 

three items: initiative functions, vocal reading ability, and reading 

comprehension. The overall reading ability was estimated by summing up the 

three detail inspections.

  The results and main poi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action time of the 5, 6, and 7-year-olds for RAN became 

significantly faster as the children got older for all of the tasks (color, 

number, object, and letter) which supports the assertions of previous studies. 

Second, in all four tasks, there were no differences observed in the reaction 

time between boys and girls for RAN. The color task reaction time that 

showed some disagreement in the results as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does not differ according to the sex of the student but can change with the 

cultural/environmental/educational experience that relates to the acquisition 

and development of color notion. Third, the number task had significantly 

faster reaction times than the other three tasks for all three age levels, and 

the color task showed notably faster reaction times compared to that of 

objects or letters in 5-year-olds. This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RAN 

reaction time for age groups did not correlate with order of acquiring names 

in the developmental process. Moreover, it was noted in the RAN reaction 

time of 5-year-olds that not only word frequency but stimulus discriminability 

must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variable. Fourth, the faster the reaction 

times were for all the tasks of RAN, the scores for initiative functions, vocal 

reading ability, reading comprehension and overall reading ability were higher. 

Among the tasks, the reaction time for the number task was highly 

explanatory of initiative functions, while the reaction time for object task was 

most highly explanatory of vocal reading ability, reading comprehension and 

overall reading ability. Through these results, it could be determined that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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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N tasks, the number and especially the object task are useful for 

estimating reading achievement in preschool and early primary children.

  This study showed the norms for the development of RAN ability in 

children by confirming the development of RAN ability in 5, 6, and 

7-year-olds according to their age, sex, and task types. Moreover, the study 

found that the tests for the related tasks could predict reading ability by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of the RAN tasks with reading ability and by 

determin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d reading ability among the tasks (color, 

number, object, and letter) for RAN. The author expects that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foundation study for further follow-up studies. Further studies 

related to RAN evaluating a larger range of ages and various disorders need 

to be done.

                                                                                

Key words : rapid automatized naming (RAN), reaction time, initiative functions, 

vocal reading ability, reading comprehension, reading 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