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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가교육과정에서 문자 교육 입문기인 등학교 1학년을 상으로 하여 자크기와 성별

에 따른 가독성 차이를 알아보기 한 연구로서 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교과서 본문에 쓰이는 자

크기는 실제 학습에 있어 가독성에 유의미한지 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성별에 따라 본문 읽기는 어

떤 다른 가독성 효과를 보이는지에 하여 살펴보았다. 본 논문 주제에 한 근방법으로 먼 , 가독

성의 개념, 가독성에 향을 미치는 요소, 가독성 측정방법에 한 고찰과 함께 등학교 1학년 교과

서 본문 자 크기와 성별에 따라 가독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하여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 다. 

등학교 1학년 상으로 자 크기에 따른 가독성 차이를 살펴 으로써 행 교과서의 체제 개선에 

필요한 기  자료를 마련하고 성별에 따라 가독성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 으로써 성별에 

따른 남녀의 언어 발달 차이에 한 이해와 성별에 따른 읽기 지도 략에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국가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해 사용되는 주요 교육 

매체 의 하나는 교과서이다. 교과서의 주된 독자층이 성

인에 비해 집 력이 떨어지는 아동들임을 고려할 때, 문자

들을 잘 구성하고 조합하여 보다 효율 으로 읽 서 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은 매우 요

하다. 교과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독서에 직 ․간 으로 

향을 입히고 있는 가독성 요소가 갖는 심리를 구체 으

로 분석하여 효과 으로 용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학습 효율성에 미칠 수 있는 요성에 비하여 교과서의 

외  체제에 한 연구는 체계 인 연구 시도나 기  연

구 자료가 거의 축 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부재의 실을 개선하기 

하여 국가교육과정에서 문자 교육을 처음 시작하는 등

학교 1학년 상으로 자 크기에 따른 가독성 차이를 살

펴 으로써 행 교과서의 체제 개선에 필요한 기  자료

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 성별에 따라 가독성 효과가 어

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 으로써 성별에 따른 남녀의 언

어 발달 차이에 한 이해와 성별에 따른 읽기 지도 략

에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

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자크기에 따라 가

독성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2. 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가독성

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3. 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가독성에는 자크

기와 성별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인가?

1.3. 용어의 정의

1.3.1 가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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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가독성을 1분 동안 읽은 총 자 수로 

한다.

1.3.2 자의 크기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 크기는 행 등학교 1학

년 읽기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자 크기인 

20pt(7.00×7.00mm)와 주창 (1987)과 정찬섭(1992)의 연구

에서 등학교 학년 상으로 가장 높은 가독성을 나타

낸 자 크기인 14pt(4.90×4.90mm)이다. 

1.3.3 등학교 1학년

  본 연구의 상은 등학교 1학년으로 만 7~8세의 연령

의 아동이다. 

1.4. 연구의 제한

  첫째, 본 연구는 연구 상을 등학교 1학년으로 한정

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른 연령을 상으로 할 경우 결과

가 달라질 수도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가독성을 측정하기 해 실험재를 무의

미철자로 구성하 다. 낱말, 문장, 문단이 존재하고 의미 

이해에 을 두게 되는 유의미 텍스트에서는 결과가 동

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가독성에 향을 미치는 타이포그래피

의 요소  자크기에 한정하여 조사하 다. 타이포그래

피의 요소는 서로 유기 으로 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해 제작된 실험재의 자크기를 비롯하여 다

른 요인들을 변형시킨다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짧은 시간의 낭독으로 인한 가독성을 

측정하 다. 장시간 독서나 묵독의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도 있다.

2. 이론  배경

2.1. 가독성의 개념

  가독성이란 본문 내용의 시각  인식으로 인해 독서속

도에 향을 미치는 타이포그래피 요소를 통합하고 조정

하는 것과 련된 독서재의 읽기 쉬움의 정도로 한정 짓

는다. 본 연구에서 가독성은 1분 동안 읽은 총 자 수로 

하고 정독률로 나타내었다. 이를 다시 반복, 삭제, 추가, 

오류 등의 경우를 체 읽은 자 수에서 빼어 교정정독

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2.2. 가독성에 향을 미치는 요소

  가독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크게 두 분야로 나  

수 있는데 첫째는 메시지의 내용이 어떻게 표 되었는가 

하는 언어학 분야의 문장론과 어의론 향이며 둘째는 

메시지의 시각  특성, 시각화된 낱 자의 구조, 낱말의 

형태 등에 련되는 심리학, 안과학과 미학  향이다[3].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분야에서 말하는 타이포그래피의 

요소와 련된 인쇄물의 시각  특성에 따른 가독성을 다

루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란 활자에 의

한 인쇄술 반을 포 하는 용어로서 단순한 활자 배열이 

아니라 활자를 조 하여 기능화 함으로써 체가 쉽게 읽

지게끔 구성하는 것[8]을 말한다. 타이포그래피에 있어

서 가독성에 향을 미치는 독서재의 요소는 크게 네 가

지로 ➀ 자의 모양  ➁ 자의 크기 ➂ 자사이의 공

간 ➃ 정보의 면 으로 생각할 수 있다. 

2.3. 가독성의 측정방법

  일반 으로 가독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지각속독 측정법(The Short-Exposure Method)

② 거리 지각도 측정법(Distance method)

③ 변화장치(Focal Variator)를 이용한 측정법

④ 가시도 측정법(Visibility measurement)

⑤ 깜박임수 측정법(Blinking Method)

⑥ 독서 속도 측정법(Speed-of Reading Method)

⑦ 동자 움직임 측정(Measurement of Eye Movements)

⑧ 피로도 측정[1][2][4][5]

3. 연구방법

3.1. 연구 상

  실험 상으로 구 역시 소재 J 등학교의 1학년 두 

학 을 임의 선정한 후 무선으로 표집하여 총 남자 22명 

여자 20명이 실험에 참여하 다. 이를 다시 성별(남, 여)과 

자 크기에 따른 실험 순서(14pt → 20pt, 20pt → 14pt)

에 따라 무선 으로 할당하 다.

글 자 크 기

14pt 20pt 전체

성 별
남아 22 22 44

여아 20 20 40

전체 42 42 84

[표 1] 연구의 상

3.2. 실험도구

3.2.1 실험재 제작

  기존의 본문 자크기에 한 가독성 연구는 유의미한 

텍스트로 근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무의미한 철자로 피험자간 인지  능력 차이로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를 최소한으로 여보고자 하 다. 2차 비 

실험에서 선정된 무의미 철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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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어보다 받침이 있는 낱 자 비율이 무 높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낱 자도 많다는 지 에 따라 본 실험에서

는 등학교 3학년 읽기 교과서의 낱 자를 선정하 다. 

이 게 선정된 낱 자를 다시 무선으로 재배치하여 무의

미철자로 자 크기 14pt와 20pt의 실험재를 제작하 다. 

3.2.2 가독성 측정

  가독성을 측정하기 해 본문의 가독성 측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믿을만한 방법으로 명된 독서 속도 

측정법(Speed-of Reading Method)을 사용하 다. 학생들

이 1분간 읽은 총 자 수를 측정하여 정독률을 나타내었

으며, 그  반복, 삭제, 추가, 오류 등의 경우를 체의 

자 수에서 빼어 교정정독률을 다시 분석하 다.

3.3. 실험 차

  본 실험은 2006년 11월 10일 요일 오  9:00~11:30에 

실시하 다. 실험은 실험자가 피험자 개개인의 행동을 통

제하고 피험자가 읽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한명씩 실험실에 들어와 제시된 실험재를 소리 내어 

읽도록 하 다. 그리고 이것을 분석하기 하여 모든 내용

을 녹음을 하 다. 즉, 한명씩 실험실로 들어와 덮어두었

던 실험재를 보여 과 동시에 피험자는 제시된 실험재를 

소리 내어 읽다가 1분이 경과한 후 실험자가 신호를 하면 

읽는 것을 단하고 그 때까지 읽은 곳을 연필로 표시하

다. 피험자가 읽은 내용을 모두 녹음한 자료를 가지고 

실험이 끝난 후 정독률과 삭제, 삽입, 오류, 반복 등의 교

정 정독률을 분석하 다.

  실험 시 주의 사항으로 피험자에게 이것은 시험이 아님

을 알려 평소와 같은 속도로 차분히 읽을 것을 강조하

고, 모르는 자는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안내하

다. 한 잘못 읽은 자는 굳이 고쳐 읽을 필요가 없음을 

알렸다.

  특히, 을 읽는 속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며, 가독성에 미치는 타이포그래피 요소가 매우 복

잡하여 매개변수를 모두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반복설계를 

하 다.

3.4. 자료의 처리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1학년 읽기 교과서 본문에 쓰

이는 자 크기는 실제 학습에 있어 가독성에 유의미한지, 

한 성별에 따라 본문 읽기에 어떤 다른 가독성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해 알아보기 하여 성별과 자 크기에 

따라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 다. 통계 로그램은 SPSS 

7.5를 사용하 다.

4. 결과  논의

  등학교 1학년 자크기에 따른 가독성을 측정한 결과

는 다음 [표2]와 같다.

구분
14pt 20pt 합계

M SD n M SD n M SD n

정독 93.64 18.70 42 93.95 17.00 42 93.80 17.76 84

교정정독 90.38 17.54 42 92.31 16.66 42 91.35 17.03 84

[표 2] 자크기에 따른 정독률과 교정정독률의 평균  표 편차

  등학교 1학년 성별에 따른 가독성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과 같다.

구분
남아 여아 합계

M SD n M SD n M SD n

정독 88.30 14.29 44 99.85 19.35 40 93.80 17.76 84

교정정독 85.50 12.37 44 97.78 19.17 40 91.35 17.03 84

[표 3] 성별에 따른 정독률과 교정정독률의 평균  표 편차

  성별과 자크기에 따른 가독성의 변량분석 결과는 다

음 [표4]와 같다.

유일접근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교
정
정
독

주효과
크기 80.977 1 80.977 .311

성별 3157.013 1 3157.013 12.132***

2원배치
상호작용

크기×
성별

12.881 1 12.881 .050

잔  차 20816.986 80 260.212

전  체 24064.988 83 289.940

[표 4] 자크기와 성별에 따른 가독성의 이원변량 분석 결과

(N=84)

p>.001

  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가독성을 측정한 결

과 성별에 따른 가독성의 차이는 여아 집단이(교정 정독 

M=97.78, 정독 M=99.85) 남아 집단(교정 정독 M=85.50, 

정독 M=88.30)보다 교정정독과 정독 모두 평균 수가 높

았고 이러한 차이는 0.1%의 유의수 에서 여아가 남아보

다 가독성에 (F=12.132, p<.001)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자크기에 따른 가독성의 차이와 자크

기와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등학교 1학년 학생에서는 자크기에 따라 가독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를 5가지로 추론

해 보았다.

  첫째, 독서 습 이 형성되지 않아서 안구운동 상에서 정

류나 역행 운동 등이 빈번히 일어났을 가능성 둘째, 을 

단편 으로 낱말 하나하나를 읽어 결국 독서속도를 떨어

뜨렸을 가능성 셋째, 배경 경험과 언어 지식이 부족으로 

인한 의 내용을 미리 측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독서 

속도가 히 떨어졌을 가능성 넷째, 단어 인지에 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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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보다 단어를 이해하고 반응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었을 

가능성 다섯째, 안구운동, 자의 단편  인식, 독서 경험

과 언어지식의 부족, 이해와 반응의 지체 등의 요인이 상

호 복합 으로 작용하여 가독성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을 가능성이다.

  등학교 1학년 여아가 남아보다 가독성에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차가 나타난 원인에 해서 

고찰해 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가독성이 높은 까닭은 생물

학  측면에서 여성의 육체  성장이 남성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언어능력 측면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가독

성을 나타냈을 가능성과 사회학  측면에서 남녀가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경험으로 여아가 언어 학습 측면에서 

남아보다 유리한 학습을 경험했을 가능성이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학교 1학년 학생에서는 자크기에 따라 가독

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등학교 1학

년 여아가 남아보다 가독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가독성에는 자크

기와 성별 간에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성인을 상으로 한 다른 가독성에 한 연구결과들과

는 달리 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자크기에 따라 

가독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해 다음

같이 5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독서 습 이 형성되지 않아서 안구운동 상에서 독

서의 방해 요소인 정류나 역행 운동 등이 빈번히 일어나 

독서속도가 하게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을 

체어형 으로 보지 못하고 낱말을 한 자(字) 한 자 단편

으로 인식하여 결국 독서속도를 떨어뜨렸을 가능성이다.  

 셋째, 독서를 한 배경 경험과 언어 지식의 부족으로 

의 내용을 미리 측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독서 속도가 

히 떨어졌을 가능성이다. 넷째, 단어 인지에 걸리는 

시간보다 단어를 이해하고 반응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었을 

가능성이다. 다섯째, 안구운동, 자의 단편  인식, 독서 

경험과 언어지식의 부족, 이해와 반응의 지체 등의 요인이 

상호 복합 으로 작용하여 가독성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을 가능성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가독성의 차이를 나타

냈는데 이는 남녀의 언어 발달의 차이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다.

  먼  생물학  측면에서 여성의 육체  성장이 남성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언어능력 측면에서도 여아가 남아보

다 발달이 빨라 높은 가독성을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사회학  측면에서는 남녀가 서로 다른 사회화 과

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여아가 의사소통 련 놀이와 련

하여 남아보다 유리한 언어 학습을 경험하여 여아가 남아

보다 높은 가독성을 나타났을 가능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교과서를 만들 때 등학

교 1학년 학생은 자를 인식하는 것에는 자 크기 자체

에는 크게 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행 교과서 외형

체제에서 학년별로 다른 자 크기를 주는 것은 별다른 

근거가 없어 보인다. 독서 능력이 발달된 성인일수록 보다 

작은 자에 높은 가독성을 보이는데 이는 독서 내용에 

한 배경지식으로 인해 내용을 미리 추측하고 빠른 안구 

운동으로 낱말을 체어형 으로 인식하여 빠르게 본문 

을 읽어 나가기 때문이다. 반면에 등학교 1학년 아동

들은 성인과는 다른 독서 진행 과정을 보인다. 문자 교육 

입문기의 아동들은 자 크기에 따라서 빠르게 시각  인

지에 성공하 더라도 이해가 더디고 반응에 시간이 지체

되기 때문에 결국 자크기로 인해 시야에 들어오는 자

의 양이 가독성에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교

과서의 자크기를 어린 학생의 교재라고 해서 무조건 크

게 할 필요는 없다. 획일 인 자크기의 고정 념에서 탈

피하여 단 시간당 수업해야 할 정보의 양이 학생들에게 

부담스럽지 않는 분량 내에서 다양한 자 크기로 배치하

여 교과서를 구성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한, 교사들은 

문자 교육의 입문기인 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읽기 능

률 정도와 가독성의 성차에 한 고찰을 통해 남․녀 학

습 지도 략으로 자료 제시 시간과 방법 등에 한 조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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