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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creen students with dyslexia or reading
difficulties, in order to provide them with reading programs being applied with
the RTI (Response-to-Intervention) approach, and to check effects of the program.
The research subjects were 56 students from elementary schools and/or child
welfare education institutions of the north region of Gyeonggi-do in Republic of
Korea. To those students, the program offered reading strategies in phonological
awareness, reading fluency, vocabulary acquisition and reading comprehension
programs consisting of 8-10 sessions along with consultation sessions on dyslexia
and comprehensive reading instruction programs to the teachers and educators of
each school and institution. To verify the effect of the program, T-test was used
for pre and post test result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were significant
effects in all areas of intervention programs. As part of the research, satisfaction
surveys were also collected upon the completion of the program, which indicated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in all questions exceeding 4 points. In the final
section, based 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om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were discussed.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재반응모형을 적용한 읽기 영역별 프로그램이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들의 읽기 수행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
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북부 지역 소재 학교와 아동복지시설 학생 56명이었으
며, 음운인식, 읽기유창성, 어휘 및 읽기이해 영역별 교수 프로그램을 8-10회
기 실시하였다. 또한 각 학교 및 기관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난독증 및 종합적
인 읽기 교수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
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음운인식, 읽기 유
창성, 어휘 및 읽기이해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종결 후 만족도 조사 결과 모든 문항에서 4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
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라 향후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
생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적용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에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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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포함한 학습부진 학생 지원을 위한「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읽기 부진을 보이는 난독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난독증 및 읽기 부진을
보이는 학생들이 실제로 특정학습장애로 판별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난독증과
같은 읽기 어려움의 문제는 장애위험아동이 보이는 ADHD, 우울과 같은 정서·행동상의 문제,
낮은 사회 경제적 환경 문제, 아동의 교육적 요구와 다른 교사 및 학교 체제의 문제와 같다(김
우리, 김지선, 2017).
OECD(2008)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이 아닌 특별한 요구의 교육
(special needs education)으로 지칭하며, 특별한 교육적 요구라는 것은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
원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적으로 교수자와 교수자료와 같은 인적 및 물적 자원과 행정적 지원
과 같은 추가적 자원(resources)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OECD, 2008). 또한 특별한 교육
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인한 장애학생, 정서 및 행동, 학습에
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 사회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결손으로 인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학생들 모두에게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서
장애로 판별되지 아니한 장애위험 학생들 모두가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뿐만 아니라 장애위험아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실제로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다양한 학습 부진
의 원인에 대한 진단 기준의 부재로 학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적절한 교육 서
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난독증 학생을 대상으로 적합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교 현장 교사 및 전문가, 부모들의 요구 조사 분석 연구(우정한, 강옥려, 김소희, 김요섭,
김윤옥, 허승준, 2016) 결과는 난독증 학생들이 보이는 읽기 부진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
과 판별 및 교수 학습 자료 제공이 난독증 교육 서비스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연구 결과,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 내에서는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
었으며, 상담센터 및 병원 내 학습 치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난독증 및 읽
기 부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
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국제난독증협회(International Dyslexia Association, 2002)와 DSM-5(2013)에 따르면 난독증은 특정
학습장애의 하나로 보며, 정확하고 유창한 단어 재인, 철자 및 해독의 문제로 특징지어진다. 난
독증의 문제는 어휘 및 읽기이해, 쓰기 표현과 같은 2차적인 문제로 확대되어 질 수 있으며
(Moats et al.,2010), 우리나라의 경우 난독증은 학습부진으로 분류되거나 방치되어 교육의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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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으로(김윤옥 외, 2015) 이들의 누적된 학습부진은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
라 읽기뿐만 아니라 학업 전반 및 사회적인 부적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김근하, 김
동일, 2007; 김동일, 이대식, 신종호, 2016).
Bakker(2006)는 난독증 치료 및 중재에 대한 연구가 1975년 이후 32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
고, 많은 기관들에서는 난독증의 읽기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
며, 연구 기반(research-based)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축적되어야 한다고 제안하
였다. 국내의 경우 교육 분야에서 난독증에 대한 관심은 2010년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
작하였으며, 난독증 아동 선별 및 진단 검사도구 개발 관련 연구(김용욱, 2016; 김윤옥 외,
2015), 난독증에 대한 이해와 교육적 지원 요구 조사 연구(김용욱 외, 2015; 우정한 외, 2016) 등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재프로
그램을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난독증 중재 및 치료에 관한 연구들은
음운인식에 기반한 한글 파닉스 교수와 단어인지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들과(김용욱 외, 2016;
정혜림 외, 2016), 예술심리치료, 청·지각 훈련을 통한 난독증의 원인 및 심리적 증상을 개선하
고자 하는 중재 프로그램 연구들(김상인, 2015; 김은희, 송선희, 2016)로 크게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난독증 치료 및 중재 프로그램들은 음운인식에 초점화된 한정된 영역만을 다루고
있으며, ‘읽기’ 문제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정서 및 심리와 같은 2차적인 어려움이나 생물학
적 결손을 완화시키려는 데에 목적을 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난독증 및 읽기
부진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실제적으로 사용가능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김동일 외, 2017; 김중훈, 2016). 그러나 실제로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들이 보이는 읽기
성취 수준이 다르며, 해독과 철자, 유창성과 자동성, 독해 등 읽기 어려움을 나타내는 영역도
다양하므로(강옥려 외, 2014; Feifer, Della, & Toffalo, 2007), 음운인식, 유창성, 어휘, 읽기이해와
같은 읽기 관련 하위 변인별 집중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
다.
현재 미국의 경우 많은 학교들이 중재반응(Response-to-Intervention, RTI)모델에 따른 교수 모형
을 적용하여, 3-4단계의 체계적으로 강도 높은 중재를 일반교육 및 특수교육에서 시행하고 있
다(Brown-Chidsey & Steege, 2005). 난독증 및 읽기 부진의 문제는 다양한 이유로 야기 될 수 있기
때문에 RTI체계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별하기에는 불충분할 수 있으나(Berninger, 2011), 모든
학생들이 학업 및 정서·행동영역에서 실패하기 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기에 중재를
제공한다는 점과 특수교육의 적격성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교수의 최적 시기
를 놓치지 않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난독증 및 읽기 부진을 RTI체계에서 다루는데
그 의의가 있다(Brown-Chidsey & Steege, 2011). 특별히 최근에는 난독증 및 읽기 부진의 문제가
비단 학습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다문화 학생과 정서·행동상의 문제, 낮은 사회 경제적 환경 문
제로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RTI는 이들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교육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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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고 할 수 있다.
RTI는 본래 Fuchs 등에 의하여 2000년도 초기부터 학습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에서 많은 지지를 받아왔으며(Vaughn & Fuchs, 2003), 국내에서도 Fuchs가 제안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1,2단계에서의 일반학급 내 집중교육 후 3단계에서 1,2단계에서 반응하지 않은 학생
을 잠재적으로 학습장애로 규정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여부를 의뢰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Brown-Chidsey와 Steege(2011)가 제안하는 일반교육 내에서의 RTI는 3-4단계의 체계적으로 강도
높은 중재를 일반교육 내에서 시행하게 된다. 1수준에서는 약 80%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과학적이고 증거기반에 입각한 핵심적인 수업을 연 3회 실시하고, 2수준에서는 1수준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은 약 15%학생들에게 정기적인 진전도 파악과 전략적인 소집단 수업을 실시
하며, 3수준에서는 약 5% 학생들에게 집중교육과 평가를 실시하여, 학업 및 행동 중재의 연속
적 수준을 제시한다. 특수교육 및 의뢰는 어느 단계에서나 가능하나, 3수준에서도 일반교육 내
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여전히 집중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학습 부진 가운데 난독증 및 읽기 부진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일반 교사들 또한 다양한 배경 및 요구를
지닌 학생들에 민감해야 하며, 이들이 가지는 독특한 읽기 어려움에 대하여 교육과정 및 교실
수업에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난독증 및 읽기 부진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이 부
재하며, 교육프로그램도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김중훈, 2016). 따라서
Brown-Chidsey와 Steege(2011)가 제안하는 일반교육 내에서의 RTI 체계를 도입하여 난독증 및 읽
기 부진으로 인해 학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 정책과 법률로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에게 초점화된 책임교육을 제공하고, 난독증 및 읽기 부진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 및 지원할 교육체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의 특성 및 읽기 어려움의 양상에 따른 증거기반 교수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적인 교
수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지역사회 내 기관의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을 위한 학
습 컨설팅과 실제 운영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들을 위한 교수 학
습 및 프로그램 운영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난독증 및 읽기 부진 문제를 보이는 학령기 학생들이 사회 취약계층과 저소
득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이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진단 및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어려
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과 기초학력향상 학교들을 대상으로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적절한 읽기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함으로써 그 효
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난독증 및 읽기 부진에 대한 전반적인 이
해를 향상시키고자 학습 컨설팅 및 교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학생 및 교사 모두에게 실시함으로서 개선점을 찾아내어 향후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학생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과 참여는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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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학습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읽기 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결국 읽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난독증 및 읽기 부진 교수와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현장 교사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들을 위한 교수 학습 및 프로그램 효과가 검증 된 후, 현장에서 적극
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교수할 현장의 교사 만족도와 필
요도가 높아야 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대상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의 교사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가능성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A.

연구 절차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선별하고 종합적인 읽기 교수를 제공 후 최
종으로 중재 대상 학생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북부 지역의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에 모
집 공고 후, 선별 의뢰를 요청한 곳에 한해 학습장애 선별검사 및 기초학습기능수행평가체제
검사를 통하여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들을 1차적으로 선별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학교 및 기관의 교사들이 종합적인 읽기 교수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학습 컨설팅 및 교사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읽기
에 진전을 보이지 않거나, 교사들의 지명에 의하여 집중적인 읽기 영역별 프로그램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3개월에 걸쳐 8-10회기의 중재가 제공되었으며, 중재 강사는 특수교육 및 교육상담
전공의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들이며,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
험이 있으며, 중재 실시 전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연수를 받도록 하였다. 중재가 종료된 후에는
선정 아동에게 중재를 제공한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교사 20명과 3단계 중재에 참여한 5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재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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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단계

B.
1.

연구 대상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

연구 대상은 경기도 북부 초등학교 3개교와 11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56명을 3단계의 절차
를 통해 선정하였다. 먼저, 경기도 북부 초등학교 4개교와 지역아동센터 12곳의 연구참여 신청
을 받아 493명을 대상으로 1차 선별 검사지를 제공하였고 총 399명의 검사지를 회수하였다. 제
공된 검사지는 표준화된 검사도구인 학습장애선별검사지(LDST)와 읽기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읽기검사(빈칸채우기) 및 기초학습기능수행평가체제-어휘검사, 이해
검사로 구성되었다. 학습장애선별검사(LDST) 점수는 1학년과 2학년들은 교사들이 작성한 결과
를 반영하도록 하였고,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은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1학년과 2학년을 제외한 다른 학년들에게는 추가로 기초학습기능수행평가체제-어휘 검사와 읽
기 이해검사가 실시되었다. 위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하위 25%에 해당하는 135명을 2차 선별과
정에 포함시켰다. 2차로 선발된 135명 중에서 학습장애선별검사(LDST)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
된 32명,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된 아동 중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읽기검사(BASA-Reading)
에서 하위 15%를 보이는 아동 17명과 지역아동센터장 및 담당교사, 학부모등과의 개별면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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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학생 직접 면담 및 개별 추가 평가를 통하여 선별된 7명의 학생을 포함한 56명을 3차 중재
제공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개별 추가 평가로는 BASA 음운인식, 읽기유창성 등의 기초평가와
교구(라온, 이야기 짓기) 등을 활용하여 기초실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3차에 최종
선별되지 못한 2차 선별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BASA 알자(ALSA)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각 센
터 및 학급 교사들이 직접 소규모 학습을 지도하고 필요에 따라 강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BASA 알자 프로그램은 인지전략기르기, 동기와 자아효능감 기르기, 교과학습전략 기르
기 총 3권이 제공되었다. 3차에 걸친 아동 선별 과정은 <표 ]>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 선별과정

1차
총 493명
(경기도 북부 초등학
교 4개교, 지역아동센
아동 수 터 13곳)

2차
3차
총 135명
총 56명
(학습장애선별검사지[LDST], 수행평가 ( 학습장애선별검사
체제-읽기검사(빈칸채우기), 기초학습 (LDST) 고위험군 32명,
기능수행평가체제-어휘검사 및 이해검 잠재적 위험군 중,
사 하위 25%)
BASA 읽기검사에서 하
위 15% 17명, 교사추
천 7명)
Ÿ 학습장애선별검사 Ÿ 지역아동센터장 및 담당교사 개별 진전도 점검
지(LDST)
면담
Ÿ BASA 유창성
Ÿ BASA 읽기검사
Ÿ 선별학생 직접 면담
Ÿ BASA 빈칸채우기
검사지 Ÿ (빈칸채우기)
Ÿ BASA 음운인식, 읽기유창성 등의 Ÿ BASA 어휘
Ÿ BASA 어휘검사,
기초평가
읽기이해검사 (1,2 Ÿ 교구(라온, 이야기 짓기) 등 활용
학년제외)
기초실력 평가
정상범위의 아동이므 Ÿ 인지전략기르기 : 인지퍼즐, 예상, 본 연구에서 개발한
로 추가 중재 없음
반복 요약, 표로 나타내기, 이야기 음운인식, 유창성, 어
만들기, 질문, 암기 등의 인지전략 휘, 이해영역의 3단계
활동지 포함
중재 프로그램 제공
Ÿ 동기와 자아효능감기르기 : 다른것
중재
의 중요성, 학습장애, 나의 학습기
제공
술 진단, 내 감정 알기, 소중한 나,
공부감정 알기, 귀인 알기, 나의
귀인 파악하기, 귀인학습하기, 나
의 성취경험 적기 등 포함
Ÿ 교과학습전략 기르기: 읽기, 수학,
쓰기 영역에서의 학습전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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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별된 56명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이 9명(16.0%), 2학
년이 15명(26.8%), 3학년이 11명(19.6%), 4학년이 17명(30.4%), 5학년이 3명(5.4%), 6학년이 1명
(1.8%)이다. 이들의 성별은 남학생 36명(64.2%), 여학생 20명(35.8%)으로 남학생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교사

2.

본 프로그램의 연구 대상은 중재를 제공받는 학생뿐만 아니라 본 프로그램의 구성, 평가 등
에 부분적으로 기여한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교사들 또한 포함되었다. 각 기관 교사들은 1차
전체 선별 검사에서 선정된 135명을 대상으로 2차 중재를 제공하여 최종 난독증 학생을 선발하
는 과정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RTI 모델은 최종적으로 선별된 아동에게 제공되는
중재뿐 아니라 학생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중재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는 모델이기에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도록 하였
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내 교사 20명이었으며, 장애학생 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는 12명(60%), 없는 교사는 7명(35%), 무응답 1명(5%)이었다. 학생 지도 경력의 경우, 2
년 미만인 교사가 4명(20%), 2년~5년 미만인 교사가 3명(15%), 5년~10년 미만인 교사가 5명
(25%), 10년 이상인 교사가 8명(40%)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2명(10%), 여성이 18명(90%)으로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연구 도구 및 중재 프로그램

C.
1.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들이 보이는 읽기 어려움의 영역에 따라 음운인식
및 유창성, 어휘 및 읽기 이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사전-사후에 다음과 같은 검사를 활용하
였다.
a.

읽기 유창성 검사

본 연구에서는 음운인식 및 읽기유창성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기능 수행평
가체제 읽기검사(BASA-R)를 활용하였다.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읽기검사(김동일, 2008)는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프로그램 운영 사례 및 효과성 분석

9

교육과정중심측정원리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읽기 부진 및 학습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도구이지만 검사 규준은 초등학교 3학년 2학기까지만 제공되며 4학년부터는 3학
년 2학기 규준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읽기 검사 자료 1-(1)은 초등학교
저학년용 동화인 ‘토끼야, 토끼야’ 중에서 일부 발췌하여 구성하였으며, 총 음절수는 1,135개이
다. 읽기 유창성 검사 점수는 1분 동안 바르게 읽은 음절수를 산출한다. 읽기 유창성 검사의 내
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 )는 .89, 준거 타당도는 .54-.80이다.
b.

빈칸 채우기 검사

빈칸 채우기 검사는 해독, 이해, 유창성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읽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김동일 외, 2016), 본 연구에서는 읽기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해 기초학습기
능 수행평가체제 읽기 검사자료(2)(김동일, 2008)의 빈칸 채우기 검사를 활용하였다. 빈칸 채우
기 검사자료의 총 음절수는 812개이며, 문맥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 시간은 3분이다. 빈칸 채우기 검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계수(Cronbach
)는 .92이며, 준거 타당도는 .62이다.
c.

어휘 검사

어휘 검사는 기초학습 수행평가체제 어휘검사(김동일 외, 2016)를 통해 어휘력 수행 능력을
평가하였다. 기초학습 수행평가체제 어휘검사는 표준화된 검사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
하여 명시적 정의, 상황적 맥락, 형태소 분석의 세 요인의 하위 16개의 준거에 기반 하여, 교과
서에 제시된 어휘들을 고빈도, 저빈도, 3-6학년 공통 어휘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총 문항의
수는 42문항이며, 검사 시간은 15분이다. 기초학습 수행평가체제 어휘검사의 내적 일관성 신뢰
도계수(Cronbach )는 .819이다.
2.

중재 제공 강사

중재 제공 강사는 주강사와 보조강사로 구분하였다. 먼저 주강사는 교육전공 석사·박사과정생
(특수교육, 교육상담 전공 등)으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특수교육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로 구성하였다. 보조강사는 교육전공자로 석사과정 이상의 학력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난독증
또는 심각한 읽기 곤란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학습 문제는 특수교육전공
석사 학위 이상의 전문가들이 담당하였고, 누적된 학습부진 또는 학습기회 부족으로 인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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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아동들은 교육학과 전공자를 포함한 지도인력이 투입되었다. 또한 주강사와 보조강사들은
매 회기 아동별로 중재활동지와 강의일지를 제출하도록 하여 연구자들이 중재 내용 및 흐름을
꾸준히 살펴보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강사와 보조강사들의 소규모 모임
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중재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들의 학습문제 유형이 다양하고 상대적으로 수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중재는 동일한 활
동지로 수행되지 않고, 각 주강사의 전문적 지식 안에서 초안 활동지를 바탕으로 수정 및 재구
성하였기 때문에 중재 충실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모든 강사들이 모이는 회의를 총 3회 개
최하였다. 중재 제공 강사에 대한 주요 정보는 <표 2>와 같다.
<표 2> 중재 강사 정보

구분
주강사
보조강사
계

3.

남

성별

여

석사

학위

박사

2

13

7

8

1

1

2

-

전공분야
특수교육 교육상담 교육심리 합계
명

9

6

-

15

-

1

1

2

17

중재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난독증 및 읽기 부진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읽기 영역별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난독증 및 읽기 부진을 보이는 개별 학생들의 학습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읽기교수를 적
용하기 위함이었다.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우
선 기존의 문헌을 통해 메타분석 및 동향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초등학교 1-6학년
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음운인식 및 유창성, 읽기이해, 어휘영역
등 각 영역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증거기반실제(evidence-based practice)를 적용할 수 있는 교수법을 메타
분석, 동향연구 등을 통해 정리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크게 학생
의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였다. 각 단계에서는 교과서 빈출 어휘와 지문을 분석하여 교육과정
중심측정(CBM)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학생의 개별적 요구에 적합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들의 경우 학생들이 보이는 증상과 요구
가 개개인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프로그램 구성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각 영역에서 12
차시의 프로그램 초안을 바탕으로 현직교사 및 교사출신의 연구생들의 피드백을 통해 실제 현
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업지도안이 완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읽기 영역별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증거기반 읽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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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전략(김동일, 2013)의 음운인식훈련, 읽기유창성 전략 프로그램, 인지전략 중심 교수-학습
전략, 매체 활용 교수-학습 전략을 활용하였으며, 음운인식의 소리 및 글자기호 규칙, 소리와
글자 연결, 무의미 단어와 의미 단어 익히기에서 다음단계인 자동화된 단어인지 및 유창성 획
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읽기이해 영역은 각 단계마다 4
차시씩, 3단계로 총 12차시로 구성하였으며, 각 단계는 1~2학년, 3~4학년, 5~6학년 수준의 지
문과 내용을 선정하였다. 또한 각 학년에서 요구하는 학습목표를 각 단계의 학습목표로 설정하
여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학습 내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단계
에서는 이야기 구성 요소알기, 2단계에서는 글의 구조 파악하기와 중심내용 알기, 3단계에서는
추론하기 등을 다루었다. 각 영역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구체적인 프로
그램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활용된 중재전략은 국내 읽기 중재 연구 문헌 분석(김동일 외, 2009)
연구와 중재반응모형에서 증거기반 교수를 위한 읽기중재 효과 메타분석 연구(이예다나, 손승
현, 2010)의 결과를 참고하여 음운인식 및 읽기유창성은 직접교수, 반복읽기, 또래교수를 활용하
였으며, 특히 음운인식의 소리 및 글자기호 규칙, 소리와 글자 연결, 무의미 단어와 의미 단어
익히기에서 다음단계인 자동화된 단어인지 및 유창성 획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읽기이해 전략은 김동일(2013)에서 제안하는 정교화 전략과 메타인지
전략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읽기 이해 전략을 습득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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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단계
차시
1
2
3
4
음 학습목 ☞ 음운 분석 및 합성의
운
표
자동화
인
식 텍스트 ☞ 동시, 동요 등
및
읽
기
유 중재 ☞ 음운카드
창
모델링, 함께 읽기
성
단어의 뜻을 안다.
관련된 문
학습목 ☞ 법적단어와
지식을
통해 새
표
로운 단어를 획득할
수 있다.
1.
2.

어
휘

사용 ☞
어휘

이야기의 구성요
소를
안다.
학습 ☞ 2. 낱말의
관계를 활
목표
용하여 중요한 내용
을 정리할 수 있다.
1.

읽
기
이
해

텍스트 ☞
중재 ☞

1-2학년 수준의
동화 및 설명문
메타인지 전략,
정교화 전략

7

8

9

단계

3
10

11

12

일견단어 수 증가

표현력 향상

일기, 편지, 동화,
전래동화 등

일기, 편지, 기사,
연설문, 이야기 등

단어카드
모델링, 반복읽기

끊어읽기, 낭독읽기,
파트너 읽기

단어들의 관계를 이
해할 수 있다.
2. 단어의 다양한 쓰임
새를 안다.

1.

1.

3-6학년
공통출현어휘

중재 ☞ 직접교수(낱말카드)

단계

2
6

5

학습한 단어들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
성할 수 있다.
2. 학습한 단어들을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학년 어휘

학년 어휘

3-4

5-6

개념지도, 마인드맵,
핵심어법(기억술),
그래픽조직자
이야기를 읽고 내용
을 간추릴 수 있다.
2. 문단의 중심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중심생
각을 찾을 수 있다.
1.

학년 수준의
동화 및 논설문
메타인지 전략,
정교화 전략

3-4

[그림 2] 읽기 프로그램 구성

어휘획득전략,
빈칸채우기(Maze)
이야기 구성요소
들의 관계를 생각하
며 이야기의 뒷부분
을 상상할 수 있다.
2. 문단의 중심내용
을 바탕으로 글의 중
심생각을 찾을 수 있
다.
5-6학년 수준의
동화 및 논설문
메타인지 전략,
정교화 전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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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실시되었다. 첫째,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
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맞춤형 읽기 영역별 프로그램이 이들의 읽기 수행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검사를 프로그램 사전-사후에
실시하였다. 평균 차이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파악하기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한 t검증
을 실시하였다. 둘째,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종결된 후 프로그
램을 경험한 학생 및 교사 모두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항별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하
였으며,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하였다.

Ⅲ. 연구 결과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56명의 아동은 읽기 부진을 보이는 학습 영역을 구분하여 중재를 제
공받았다. 대상 학생들이 제공받은 중재의 종류는 읽기이해, 유창성, 어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검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아동에게 제공할 중재를 선정하고, 담당교사와 또는 학부모와의 면담
을 통하여 아동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중복 영역의 중재를 제공하였다. 중복중재의 사례 수는
27건이며 단일중재의 사례 수는 29건으로 사례 수의 절반정도가 중복중재가 실시되었다. 중복
영역의 중재를 제공받은 학생을 포함하여 읽기이해 중재를 제공받은 학생은 53명, 유창성 중재
를 제공받은 학생은 27명, 어휘 중재를 제공받은 학생은 11명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56명에
게 제공된 중재 제공 영역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중재 영역별 사례 수

중재 종류
읽기이해 & 유창성
읽기이해 & 어휘
읽기이해 & 유창성 & 어휘
읽기이해
유창성
전체

사례 수
16
3
8
26
3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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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서 각 학생들이 참
여한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검사의 사전-사후 결과를 분석하였다. 음운인식 및 유창성의
효과성은 해당 영역에 중재를 제공받은 27명 학생들의 BASA 읽기검사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통해 검증되었다. 그 결과, 이들의 읽기검사 결과는 사전 평균 136.56점에 비해 사후 평균
178.85점으로 42.29점만큼 증가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0, p<.001). 어휘영역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BASA 어휘검사를 실시한 11명의 학생은
사전 평균 15.00점에 비해 사후 평균이 21.27점으로 6.27점 증가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다(p=.05). 마지막으로 읽기이해의 효과성은 BASA 빈칸채우기 검사를 실시한 53명의 학
생들의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사전 평균 7.89점에 비해 사후 평균 13.30점으로 5.41점 유의미
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 p<.001). 음운인식 및 유창성, 어휘, 읽기이해 모든 영역
에서 본 프로그램을 실시한 학생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의 점수보다 상승했음을 알 수 있
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프로그램 효과 검증: 전체 학년

중영역역
음운인식 및
유창성
어휘
읽기이해

검사도구
BASA

읽기검사
BASA
어휘검사
BASA
빈칸채우기

N

M

사전

SD

M

사후

SD

t

p

27

136.56

52.84

178.85

63.38

-5.11

.000***

11

15.00

6.05

21.27

7.58

-2.59

.028*

53

7.89

6.36

13.30

6.39

-8.32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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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된 프로그램이 학년별 유의한 차이
를 야기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1, 2학년 24명 학생들의 사전-사후 점수 분석결과 BASA
읽기검사와 빈칸채우기 검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음운인식 및
유창성, 읽기이해 중재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저학년 학생들 중 어휘중
재를 제공받은 아동은 없었다. 초등학교 중학년의 경우, 20명 학생들이 중재를 제공받은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에 포함된 학생은 4명으로 비
교적 작은 집단을 구성하였고, 중재가 제공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유의하지 않은 차이는 작은 사례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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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프로그램 효과 검증: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학년

검사도구
BASA

저학년
(1, 2학년)
중학년
학년)

(3, 4

고학년
학년)

(5, 6

B.
1.

읽기검사
BASA
어휘검사
BASA
빈칸채우기
BASA
읽기검사
BASA
어휘검사
BASA
빈칸채우기
BASA
읽기검사
BASA
어휘검사
BASA
빈칸채우기

n

M

사전

SD

M

사후

SD

15

t

p

15

113.26

49.52

147.53

44.51

-4.551

.000***

-

-

-

-

-

-

-

22

5.68

5.99

10.18

6.03

-4.98

.000***

10

164.40

28.02

215.90

62.08

-2.682

.025*

9

15.33

6.12

21.22

8.17

-2.36

.046*

27

9.74

6.60

15.93

5.70

-6.57

.000***

2

172.00

113.14

224.00

97.85

-4.73

.133

2

13.50

7.78

21.50

6.36

-.80

.570

4

7.50

2.38

12.75

6.24

-1.578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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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학생 만족도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56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
였다. 만족도 설문지 문항은 총 10문항이며,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
였다.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2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그렇다, 5점은 매우
그렇다 이며, 각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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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학생 만족도 결과
No.
1
2
3
4
5
6
7
8
9
10

2.

문항
전반적인 수업의 분위기나 흐름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
수업 활동은 재미있고 유익하였다.
교사의 수업에 대한 설명은 이해할 수 있었다.
수업을 통하여 이전에 몰랐던 단어의 뜻을 알게 되었다.
수업을 통하여 전보다 글을 소리 내어 정확히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수업을 통해 짧은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업은 나의 읽기 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글을 읽을 때 수업 때 배운 읽기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수업을 통해 읽는 것에 흥미와 자신감이 생겼다.
친구에게 내가 배운 읽기 방법을 추천할 것이다.

M
4.34
4.57
4.34
4.27
4.21
4.18
5.95
4.07
6.02
3.61

SD
1.01
0.66
0.94
1.00
0.93
0.97
12.70
0.93
12.69
1.40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교사 만족도

프로그램 종료 후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내 교사 20명을 대상으
로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다.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2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그렇다, 5점은
매우 그렇다를 의미한다.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만족도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교사 만족도 결과
No.
1
2
3
4
5
6
7
8
9
10

문항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본 프로그램은 학생의 읽기 수준에 맞추어 지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
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가 수업 중에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었다고 생
각하십니까?
학생의 읽기 수준과 학습내용에 적합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 진행하는 강사가 학생이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의 읽기 수준과 학습 내용에 적합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
까?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의 학업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서 및 행동적인 영
역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강사로부터 프로그램 소개 및 활용에 대한 정보들
을 충분히 제공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의 읽기 능력이 향상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도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M
4.60

SD
0.50

4.60

0.60

4.85

0.37

4.65

0.49

4.75

0.44

4.55

0.60

4.15

0.81

4.65

0.49

4.16
4.80

0.76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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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10개 문항 모두 평균
4.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
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설문지 문항 이외에 본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학생과 교사 모두 짧은 중
재기간과 횟수를 아쉬운 점으로 언급하였다. 8~10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는 중재는
각 기관의 교사와 참여 학생뿐만 아니라, 중재를 진행한 강사들도 공통적으로 같은 의견을 보
이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기타의견으로서 중재기간동안 강사들이 제공한 다양한 활동들이
가장 인상 깊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증거기반 프로그램으로서 현장에서 바로 적
용할 수 있는 활동을 개발 및 구성하였는데, 만족도 설문 결과 본 연구의 취지가 잘 실현되었
음을 알 수 있었다.

Ⅳ.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난독증 및 읽기 부진을 보이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선별 및 진단하고, 지
역사회와 연계하여 읽기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에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들에게 제공된 증거 기반 읽기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은
읽기 유창성, 어휘, 읽기이해 영역에서의 유의한 성취 향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학습장애 선별
검사와 기초학습기능수행평가를 통하여 난독증 위험군을 선별하고, 개별 학생이 보이는 발달
과정상의 읽기 어려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맞춤형 읽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연구결과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중재영역을 음운인식 및
유창성, 어휘, 읽기이해로 나누어서 사전 사후 검사 분석을 실시했을 때 각 42.29, 6.27, 5.41점
씩 유의미하게 효과성이 검증되었으며, 학년별로 사전 사후 검사를 분석 했을 때는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읽기검사에서 34.27점, 3-4학년의 경우 51.5점, 5-6학년의 경우 52점의 유의미한
상승률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를 통해 중재를 받은 아동들 사이에서 음운인식 및
유창성이 가장 큰 중재효과를 보였으며, 전반적인 읽기 영역에서는 3-6학년 아동들이 1-2학년
아동들 보다 비교적 더 큰 중재효과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세분화 된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히 난독증 및 읽기 부진 문제를 음운인식에만 초점
을 두고 중재를 실시하기 보다는 특수교육 및 교육상담 등의 전문 배경을 가진 평가 팀과 교수
자들이 다양한 선별 및 진단 검사결과를 토대로 학생을 실제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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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지명 및 상담을 통하여 학생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중재 영역과 교수법을 적용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Feifer외(2007)의 연구에서는 뇌의 다
양한 영역에서 보이는 기능적 연합에 근거하여 난독증을 네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으며, 단어
를 소리 내어 발화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발화성, 인쇄된 단어의 자동적 인지 상의 문제를 보
이는 표면성, 음운과 표기상 모두 어려움을 보이는 혼합, 읽기는 가능하지만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이해력 결핍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Heim외(2008)는 읽기 문제에 있어서 음운
인식 결함, 시각적 주의력 결함, 음운적 인식과 시각적 인지 결함 모두를 포함하는 세 가지 유
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난독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지능, 안구운동조절 능력, 청지각 능력 등 신경심리학
적 원인들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읽기 획득의 필요한 조건이며, 읽기 지도 방법에
있어서 시사점을 주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교육 현장에서 난독증 및 읽기 부진을
지도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느 하나의 방법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두세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혼
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남기춘, 2016). 특별히 읽기 유창성은 난독증
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읽기 유창성은 단어 읽기 보
다 더 민감하게 읽기 어려움을 진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읽기 유창성 측정이 평가에서
포함되지 않았을 때, 읽기장애 및 읽기 문제를 가지는 학생들이 과소평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Meisinger, Bloom, & Hynd, 2010; Torgesen et al., 2001). 또한 난독증의 이차적인 문제로 어휘
및 읽기 이해 문제가 나타나므로(Moats et al., 2010), 학령기 아동들에게도 어휘 및 읽기 이해 영
역에 대한 관심 및 지도가 필요하며, 그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특정학습장애의 하나로서 난독증 및 읽기 부진을 판별하는데 있어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협력 체계 안에서도 중재반응모형을 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시설에서도 중재반응모형을 도입하여,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
별 및 종합적인 학습 전략 및 읽기 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추가적인 검사와 교사의 지명에 의
하여 최종적으로 집중 교수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 중 하나는 난독증
진단을 받은 아동뿐만 아니라 읽기 부진이 심각하게 지속되는 아동들까지 연구대상에 포함시켰
고,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습장애 대상자로 아직 선별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심각성을 나타
내는 일반 읽기부진 아동들까지도 중재반응모형(RTI) 3단계 중재교수법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Brown-Chidsey와 Steege(2011)가 제안한대로 일반교육 내에서의 RTI 응용은 3-4단계의 체계적으로
강도 높은 중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3수준에서 전체 학급의 약 5%학생들에게 집중교
육과 평가를 실시하여 학업 및 행동 중재의 연속적 수준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
수교육 및 의뢰는 어느 단계에서나 가능하나, 3수준에서도 일반교육 내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여전히 집중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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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들에게 중재를 제공하는 강사와 학생의 비율이 1:1-1:3으로 매우 집중적
이고도 개별화(individually modified instruction)된 중재 형식과 교수법을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이
러한 방식에서 현 시점에서 꼭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별된 학생이 아닐지라도 일반교육 내에서
도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들을 위해 집중적이고도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실제 본 연구 대상자들의 50% 이상이 지역아동센터 및 보육시설의 내 저소득층 학생으로, 사
회문화적 결손과 같은 배제요인에 해당되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장애위험학생이
라고 할 수 있으며(김우리, 김지선, 2017), 가족이나 상황여건이 미흡하여 본인 학습능력에 대한
검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흔하며, 학교에서는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OECD(2008)에서 제시한 특별한 요구의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특수교육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학생들에게 중재반응모형은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이
런 위험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까지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성공적인 학업적 수행을 이끌어 가
도록 도와주는 지원체제가 될 수 있다(김동일 외, 2016). 이러한 이유로, 중재반응모형의 3단계
중재교수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은 특수교육 대상자인 학습장애로 꼭 판별되지 아니한 사각
지대에 놓인 장애위험 학생들에게 당장 절실하고도 필수적인 교육적 노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
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북부 소재 아동복지시설 및 기초학력향상 학교 내 취약 계층의
난독증 및 읽기 부진의 학생들에게 맞춤형 읽기 영역별 교수 프로그램 제공뿐만 아니라, 현장
교사 및 기관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인 읽기 지도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발 초기단계에서 컨
설팅을 함께 제공하였다. 컨설팅의 형태는 난독증 및 학습장애 전문가들이 난독증에 대한 교육
적 연수를 현장의 교사 및 치료사들을 위해 컨설팅의 목적으로 2회 실시하였다. 난독증에 대한
교육적인 지식과 교육 중재 방향성에 중점을 둔 연수는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을 의뢰한 각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교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 받았으며, 난독증의 정의 및 효율성을 높
인 맞춤형 교육방식으로 중재하는 방법 등이 소개되었다. 세부적인 연수의 구성 내용으로는 국
어 읽기를 위한 초기 문해 단계의 음운인식, 읽기유창성, 어휘 습득 등 난독증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기본 읽기 영역에서의 다양하고 비계적인 중재 방법이 소개되었다. 연수
는 지역 곳곳의 아동센터와 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육적 컨설팅 목적의 연수였기에, 질적인 수
준을 더 향상시키고 맞춤형 교육을 돕고자 여러 교사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함께 공유하며 더
나은 중재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포함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현장 연수 이후 후속
조치(follow-up)로 연수에 참여한 일반 교사 및 특수교사들이 서로 소통하여 현장의 고민과 지도
방향을 함께 공유 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부분에서 본 연구에서 교육자들한테 컨설팅을 제공한
한 부분은 매우 의미 있고 효과적이었다고 여겨진다.
넷째, 본 연구는 만족도 설문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였다. 앞의 <표 8>과 <표 9>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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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처럼 중재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전반적인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
제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그 결과를 통하여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도구가 된다(김창수, 최석윤, 김정훈, 2011). 특별히 본 연구의 학생 만족도 문항 중에서는
수업을 통해 읽는 것에 흥미와 자신감이 생겼다는 부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교사 만족
도 문항 중에서는 차후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과 읽기 교수 프로그램을 제공한 중재 강사
및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으로 난독증 및 읽기부진 교육에
대한 부모 및 교사들의 어려움은 난독증 및 읽기 문제에 대한 지식 및 정보의 부족으로 해당
학생이 보이는 어려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하여 지도하
는 기관 및 프로그램의 부재인데(우정한 외, 2016) 이러한 만족도 조사의 결과는 본 연구의 긍
정적인 결과를 반영한다고 보여 진다. 현재 대도시 이외의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경우 공교육
에서 난독증 및 읽기 부진을 지도할만한 전문 교사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설 교육 기관도
전무한 상황이기에(김중훈, 2016), 차후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과 읽기 교수 프로그램을 제
공한 강사 및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의미는 본 연구의 목적대로 지역사회에 난독
증 및 읽기 부진 학생들을 위한 집중 중재 교수법의 실행이 일반 교사들에 의해 높은 평가와
지역사회에서의 필요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더 나아가서는 지역단위로 연수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하여 현장의 교사 및
치료사들이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이 적극 활용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처음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전 선별 과정에서 경기도 북부
의 많은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난독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인식도 부정적인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난독증은 학습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교육에서는 난독증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난독증 인식의 달
(Dyslexia Awareness Month)”을 지정하여 난독증의 특성, 조기 증후,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난독증 인식과 이해를 촉진하고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Youman & Mather, 2013).

다음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난독증 및 읽기 부진을 대상으로 선별 및 중재 프로
그램 적용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난독증 아동의 양육자 및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일회성 중재
프로그램으로 그쳤으나, 보다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양육자 및 교육자 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
고 그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난독증 위험군 학생의 경우 부모 또는 교사가 난독
증으로 인한 학업적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여, 난독증 및 읽기 문제로 인한
자아 존중감, 학교 및 직업 생활 전반의 수행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Voeller,
2004). 따라서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재 프로그램과 더불어 부모와 교육
전문가 대상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함께 이루어질 때,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배가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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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북부 지역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5개월이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을 선별하고, 일주일에 1-2회의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연
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실제로 중재반응모형에서의 3단계의 집중
교육은 매일의 보충 수업과 같은 강도 높은 교육과 함께 진전도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Brown-Chidsey & Steege, 2011). 따라서 향후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보다 강도 높은 집중 교육을
아동에 맞추어 개별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장기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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