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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읽기에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은 다른 학업기술의 습득이 어려우며, 따라서 읽기는 학업  성

패를 좌우하는 가장 요한 요소이다. 미국에서도 낙오학생방지법(The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NCLB])의 시행 이후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읽

기성취는  더 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재 학습장애 진단과 별 기 으로 사용되어 오던 ‘능력-성취 불일치’ 기 의 안으로 

재-반응 근(Responsiveness-to-Intervention: RTI)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이

식, 2008) 이러한 경향은 2000년에 개정된 미국의 IDEA에 반 되어 학습장애 아동에 한 진단

모형이 지능-학업성취 간 불일치 모델에서 재-반응(RTI) 모델로 바뀜에 따라, 학습장애의 진단 

방법과 조기 재, 장에서 가장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읽기 재의 방법 등에 해 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학습장애 아동의 조기 별과 이에 따른 집 인 교육이 학생들의 읽기문

제를 일 수 있다는 연구보고들에 기반한 것으로, NRP(National Reading Panel, 2000)에서도 

1966년부터 출간된 100,00편의 논문과 이 에 출간된 15,000편의 방 한 읽기장애 연구를 분석

하여 효과를 비교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 다.

RTI 모형에 입각한 교수를 수행하기 해서는 3단계 재단계에 따라 더 일반 인 방법에서 

더 집 이고 체계 인 방법으로의 계 인 재 로그램이 투입되게 되는데, Denton 등

(2006)은 RTI 1단계에서 일반교실에서의 교육수 과 환경을 검하고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6%

에서 10%까지의 학습 기 학생들을 일 수 있으며, 2단계에서는 일반 으로 효율 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업을 받고도 래 학생들에 비해 성취수 이 낮은 학생들을 상으로 보충 이고 집

인 지도를 하여 다시 2%에서 5%의 기 학생들을 일 수 있다고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체로 개별화되고 더 강화된 집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 다. 그러나 아직까

지 3단계에서도 재에 해 만족스럽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해서는 확실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식, 2008). 특히 학습장애는 읽기문

제가 심각하게 진행된 다음에는 재를 통해 학업성취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Torgesen, 2002; Vaughn & Fuchs, 2003), 읽기를 통해 학습이 진행되는 많은 교과목에 부정

인 향이 미치기 때문에 더욱 조기 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 특수

교사가 읽기 뿐 아니라 많은 교과목에서 실패를 경험하 을 읽기장애 학생들을 교육하기 해

서는 읽기 학습에 한 체계 인 근에 한 사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본다. 

읽기 장애학생에 한 체계  교육을 해서는 개별 아동의 읽기행동에 한 평가와 측정이 

요하다. 1970년  이후로 읽기능력을 측할 수 있는 변인들에 한 연구가 시작하 고, 이는 

신경심리학의 발달이 일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읽기장애의 원인이나 정의가 범



하고, 읽기장애의 하 유형에 따라 그 양상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

는 실정이다. 읽기 발달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매우 복잡한 정신 과정이기 때문에, 

한 가지 결함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내 , 인지 , 략 , 정의  변인들이 다양하게 고려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교사는 읽기 문제를 가진 학생들의 읽기 발달의 결함과 정상아동과

의 차이에 한 지식뿐만 아니라, 재까지 연구에서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난 재 략과 더불

어 개별 연구에서 제시된 학생들의 읽기 수 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만 다양한 읽기장애 아동들의 읽기 특성에 근거하여 조작 이고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고 효과

인 지도를 한 좋은 교수 모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NRP(2000)에서도 효과검증을 한 분석 상 논문을 채택할 때 재방법이 상세히 기술되며, 

재충실도를 확보하고 연구결과가 종합 으로 제시되었는지, 재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

고, 효과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었는지에 한 세부 인 내용뿐만 아니라, 연구 상자의 나

이, 인구학 , 인지 , 학업 , 행동  특징을 기술하 는지를 요한 문헌선정의 기 으로 삼았

다. 이는 읽기장애가 읽기의 다양한 하 기술에서 이질 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자 

읽기 특성 악이 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까지 국내에서 읽기장애 학생들의 읽기특성과 결함 요인  읽기 기능에 한 체계  연

구로는 읽기장애 아동의 작업기억, 단기기억, 읽기 속도, 통사 지식에 한 연구(송종용, 원호택, 

1998), 단어재인 설명 변인에 한 연구(김미경, 서경희, 2003), 읽기 명명속도와 유창성 재방법

에 한 고찰(이원령, 2007), 음운처리 능력의 특성 연구(김미경, 서경희, 2003; 박유정, 2006; 송은

, 2003)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읽기장애 학생을 재하기 에 읽기장애 아동의 개별

인 특성, 즉 음운인식 능력, 명명속도  유창성 능력, 작업기억  단기기억력, 주의집 력, 

습득한 어휘의 양, 읽기 략의 사용능력, 철자능력 등에 한 평가가 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개별 아동에게 합한 교수 략을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할 들이 많기 때문에, 재 략

의 효과성을 밝히는 재연구에서는 아동의 읽기 수 이나 특성을 제시하는 일은 매우 요하다.  

다음으로 각각의 읽기 하 기술에 한 근이 필요하다. NRP(National Reading Panel, 2000)

에서는 음운인식, 단어인지, 유창성, 어휘, 읽기 이해를 읽기 하 역의 5가지로 구분하여, 이러

한 하  읽기 역에서의 통합  교수를 강조하 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각각의 하 역

들이 서로 연 성을 가지고 발달하기 때문에 함께 교수되었을 때 더욱 효과 임을 보여주고 있

다(이태수, 2007; 이일화, 2002). 교사들이 읽기에 있어  일반 으로 사용되는 방법에서부터 효과

를 거두기 어려운 장애학생들에게 유용한 재가 무엇인지에 한 문  지식을 갖추기 해

서는 읽기의 하 기술과 이들의 련성 등에 한 안목과 식견을 갖추는 것이 요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은림(1998)의 연구를 시작으로 학습장애로 진단받은 아동에 한 재문헌 고

찰이 이루어져 왔다. 이은림(1998)은 1984년부터 1998년까지 발표된 30여 편의 논문을 발달  

학습장애와 학업  학습장애로 나 어 재방법을 포함한 폭넓은 분석을 시도하 다. 이후 김소



희, 정혜승(2007)연구에서는 국내 학습장애아 교육과 련된 204편의 논문을 상으로 한 문헌

분석을 실시하 고, 김애화(2006)는 1975년부터 2004년까지 발표된 학습장애 재연구 총 47편

을 분석하 다. 특히 김애화(2006)의 논문에서는 읽기기해, 음운인식, 자해독, 어휘, 유창성, 다

요소 교수로 읽기 하 기술을 구분하여 읽기장애 연구를 비교, 분석하는데 체계 인 근을 하

다는 에서 의미가 깊다. 그러나 김애화(2006)에 포함된 읽기장애 논문은 총 19편으로, 2004

년 이후에 발표된 읽기장애 재연구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분석 상 논문의 일반  특성

에서는 참여학생의 수와 학년, 연구설계 등의 기본 인 정보만 포함하고 있고, 학습장애 체를 

다룸으로써 읽기장애 연구에서 필요한 재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교사가 자신의 경험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교수를 실시하거

나 학습장애 진단과 읽기 특성을 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특수교사조차도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한 한 진단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김윤옥, 원용, 

2004), 이는 재 가속화되고 있는 특수교사의 교과교육에 한 책무성의 강화의 측면에서도 시

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질 인 학습장애 아동의 개별  요구에 맞는 

한 읽기 재 략이 용되기 해서는 연구로써 효과가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장의 교사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신뢰성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발표된 읽기장애 재방법과 

련한 실험연구들을 분석하여 상자의 일반  특성  상자 선정 과정, 측정도구와 훈련과제

를 포함한 구체  연구방법, 용된 재방법의 재목표  재 략 별 효과성과 용범 를 

살펴보고 이를 토 로 향후 읽기장애 재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연구에서 분석할 읽기장애 재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 에 의해 선정하 다. 

첫째, 읽기장애 재 련 실험연구들  종속변인을 읽기 기술, 읽기와 련된 태도나 자아개

념, 학습 략의 습득,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의 언어활동으로 한정하 다. 이를 제외하고 

다른 종속변수를 포함하는 경우는 분석 상 논문에서 제외시켰다.

둘째, 재 학습장애와 혼용되거나 오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학습부진”, “학습지진”, “읽기부

진”과 련된 논문은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다만 읽기장애로 인해 쓰기문제를 가진 경우는 

분석 상에 포함하 고, 쓰기문제에 을 두어 연구제목에 “쓰기장애”라는 용어가 들어간 논



문은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셋째, 연구 상은 유치원, , , 고등학교에 재학 인 읽기장애 학생으로 하 다.

넷째,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와 등재 후보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으로 한정하 다.

다섯째, 1997년부터 2009년 사이에 국내에서 발표된 학술지 논문을 연구 상으로 하 다. 

1990년 이후에 학습장애학생을 한 기본교과 교수의 효과연구를 요하게 다루고 시작하 으

며(Baker, Gersten, & Lee, 2002), 1997년은 한국에서 학습장애라는 말이 처음 논의된 시 이다

(김소희, 정혜승, 2007).

먼 , 학술지에 실린 읽기장애 련 논문을 찾기 하여 국내 자데이터 베이스인 KSI KISS

(한국학술정보원),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DBPIA( 리미디어) 등을 이용하여 검색  수집

하 다. 검색한 주제어는 “학습장애”, “읽기장애”, “읽기학습장애”, “난독증”, “독해장애”이었

다. 둘째, 데이터 검색에서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특수교육 련 학회지인 경우에는 각 학회

의 홈페이지  도서 의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자료를 확보하 다. 검색한 특수교육 련 학회

지는 특수교육학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언어치료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

연구, 특수교육 : 이론과 실천, 특수아동교육연구, 특수교육연구, 복․지체부자유아연구로 

모두 9 종류이었다. 셋째, 선정된 논문의 참고문헌을 찾아 문헌선정 기 에 부합하는 논문이 없

는지를 검토하 다. 마지막으로 의 과정을 통해 검색한 논문들의 록  연구방법을 검토하

여 문헌선정기 에 맞는 총 47편을 본 연구에서 비교 분석할 논문으로 최종 선정하 다. 

총 47의 논문을 선정하고 2단계에 걸쳐 연구를 분석, 요약을 하 다. 1단계 분석틀은 연구 상 

정보(학년, 상자 수, 읽기발달단계), 학습장애 별(선별, 진단), 연구설계, 연구 상 할당방법, 

재정보(실험환경, 실험상황, 재자), 연구도구(측정도구, 훈련과제), 연구결과로 구성하 다. 

2단계에서는 재 략의 동향을 분석하기 하여 47편의 연구에서 제시한 재 략을 포함한 

연구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6개의 주제( 근법, 교수방법, 읽기장애의 원인, 학습 략, 교수유

형, 기타)와 하  2개의 소주제를 선정하 다. 이후 연구자 회의를 거쳐 주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연구의 록을 가지고 주제별 연구논문을 분류하 으며, 추가되거나 삭제할 주제와 해당 논

문이 없는지 논의하여 최종 확정하 다. 



연구자  읽기발달에 한 수업을 들은 특수교육 공 학원생 2명과 체 자료를 함께 분

석하 다. 단계별 분석자간 신뢰도는 1단계에서는 88.2% 으며, 2단계에서는 80% 다. 분석자

간 신뢰도가 낮은 이유로 1단계에서는 상자의 읽기 발달단계를 Chall(1983)의 발달단계에 따

라 구분하는 데서 분석자간 신뢰도가 낮았으며, 2단계에서 각각의 주제에 복해서 선택할 경우

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 회의를 통하여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제시할 때 재 략의 

동향 부분은 요한 논문을 심으로 서술 으로 기술하기로 합의하 다. 양 인 자료 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여 각각의 분석내용에 하여 해당 논문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제시하

으며, 질 인 자료 분석이 가능하도록 외국의 읽기장애 논문과 문헌을 포함하는 선행연구들을 

토 로 상논문에 한 비평  고찰을 하 다.

Ⅲ. 

본 연구에서는 1997년에서 2009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총 47편의 논문을 상으로 연구 상 

정보(학년, 상자 수, 읽기발달단계), 학습장애 별(선별, 진단), 연구설계, 연구 상 할당방법, 

재정보(실험환경, 실험상황, 교수유형, 재자, 실험지속시간, 회기 지속시간), 연구도구(측정

도구, 훈련과제), 연구의 신뢰도, 재방법의 동향을 분석하 다. 체 으로 단일 상연구 17편, 

사례연구 10편, 집단실험설계 20편이었으며, 집단실험설계  상자를 무선으로 할당했는지에 

한 정보를 밝힌 논문은 5편에 지나지 않았다.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상 논문의 연구 상자는 총 47편의 논문 에서 유치원아동을 상으로 한 논문이 1편, 

등 1학년 3편, 등 2학년 10편, 등 3학년 19편, 등 4학년 18편, 등 5학년 13편, 등 6학년 

8편, 학생 2편, 고등학생 1편으로 나타나 등학교 3학년과 4학년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

되었다. 즉 등학교 1, 2, 3학년을 포함한 등학교 학년 학생을 상자로 한 논문은 32편

(45%) 으며, 고학년의 경우는 39편(55%)로 학년보다 오히려 고학년이 연구 상자인 경우가 

더 많아 유치원과 등학교 1학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읽기문제에 한 조기 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연구 상자 수에서는 1-2명인 경우가 6편(13%), 3명인 경우가 19편



(43%), 4-10명인 경우가 2편(4%), 16-30명인 경우가 12편(27), 31-49명인 4편(9%), 50명 이상인 경

우는 1편(2%)이었다. 

본 연구결과, 부분의 논문에 읽기수  제시의 토 로 사용한 기 학습기능검사 사용 시, 4

편의 연구는 기 학습기능검사의 읽기 Ⅰ인지, 읽기 Ⅱ인지에 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

라서 많은 논문에서 아동의 읽기유창성 정도에 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창성단계에 있는 학생을 상으로 한 논문은 17편, 의미 악을 한 이해활동 단계에 있는 학

생을 상자로 한 연구는 13편이었다. 단어재인단계에 있는 상자는 14편이었으며, 제시되지 

않은 논문도 8편이었다. 상자의 읽기발달단계나 읽기수 을 알 수 있는 정보로는 상자 선정 

과정에서 사용한 선정기 이 25편이었다. 검사도구로써 읽기기술을 제한한 논문이 21이었으며, 

국어과 성 이나 학력평가로 제한한 경우는 4편이었다. 그외 상자 선정 기 은 아니지만 읽기

기술을 기술식으로 설명한 논문은 12편(24%),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읽기기술을 제시한 논문은 

5편이었다. 상자 선정 시 기 으로 사용한 검사도구는 기 학습기능검사를 제외하고는 부

분 음운인식훈련 로그램을 용하기 해 사 검사도구로써 사용한 음운인식 도구 다. 따라

서 재까지 사 도구와 실험/비교 집단의 검사도구가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 상자 선정과정 

선별기 으로는 교사의뢰로 이루어진 경우가 17편, 학년평가 등을 포함한 성취도 검사가 6편, 

특수학  입 으로 선별기 을 삼은 경우가 7편이었다. 학습장애선별척도와 기 학력평가는 각각 

4편, 2편에서 사용되었으며, 병원 진단이 2편이었다. 따라서 부분의 경우에 일반학  교사의 의

뢰와 특수교사의 평가로 선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그러나 선별기 을 따로 제시

하지 않은 논문이 총 47편  10편으로 21%에 해당하 다. 구체 인 선별기 은 <표 1>과 같다.

<표 1> 선별기



2008년에 개정된 ‘장애등에 한 특수교육법’은 학습장애에 한 진단 평가도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능검사(97%)와 기 학습기능검사(78%)가 진단도구로써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사용된 지능검사로는 KEDI-WISC가 21편이었고, K-WISC-Ⅲ가 18편이었다. 지능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기 은 47편의 논문이 모두 체 지능지수를 사용하 으며, 지능지수 80이상

이 16편으로 34%에 해당하 고, 85  이상은 20편으로 43%에 해당하 다. 그 외 제외 거를 포

함한 논문은 16편으로 체 연구  34%에 해당하 다. 

기 학습기능검사의 진단기 은 체로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학년에서는 학년 기  1년 

지체인 경우가 8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등 고학년인 4학년 이후부터는 1.5년 지체를 체로 

용하 으며, 2년 지체를 용한 연구는 단 2편이었다. 

진단도구의 수는 3개인 경우가 31편으로 가장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 제외 거를  진단도구로 

포함하 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 학습기능검사와 지능검사에 의존하여 읽기장애를 진단한다고 

볼 수 있다. 진단도구와 련한 구체 인 정보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진단도구



1) 실험환경  실험상황, 교수 유형, 재자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실험환경이나 실험상황이 제시되지 않은 논문이 각각 19편, 15편으로 

높은 비 을 차지하 다. 실험환경이 나타난 경우에는 특수학 이 11편이었고 특별활동실은 8

편, 일반학  교실은 6편이었다. 그 외 언어치료실을 포함한 사설 클리닉이 5편인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실험상황의 경우 방과 후 수업시간이 13편으로 가장 비 이 높았고, 정규 수업시간

이 11편, 아침자율학습시간 등이 7편으로 나타났으며 치료시간은 5편이었다. 

2) 교수 유형  재자

재가 이루어진 교수유형에서는 상자를 개별 지도한 논문이 20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2-4

명인 경우가 6편, 5-10명인 경우가 1편, 10-15명인 경우가 2편, 제시되지 않은 논문은 19편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집 이고 체계 인 성격을 가진 개별지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구체 인 교수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집 이고 체계 인 교수가 실시되고 있는가에 

한 정보가 기술되지 않는 한계를 보 다. 

재자는 연구자인 경우가 35편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교사가 3편, 특수교사인 경우가 2편인 

것으로 나타나, 부분 논문에서 연구자가 아동을 담당한 특수교사나 일반교사일 것으로 연구결

과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연구논문에서는 장연구와는 다르게 연구의 반복

가능성과 재의 충실성이 요하기 때문에 련 정보를 구체 이고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재정보 Ⅰ과 련한 구체 인 정보는 표. 3에 제시하 다.  

3) 실험기간  회기 지속시간

본 연구의 결과, 실험기간은 21-25회가 15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회 이상이 10편, 

11-15회가 10편, 16-20회는 6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기 지속시간은 학 의 수업시간인 40-50분이 22편이었고, 제시되지 않은 경우도 

10편이었다. 다음으로 30-40분이 9편이었으며, 20-30분 사이인 경우는 3편이었다. 실험기간  

회기 지속시간에 한 구체 인 정보는 <표 3>에 제시하 다.



<표 3> 재정보 련 변인



4) 측정도구

본 연구의 결과, 읽기 재의 효과를 측정하는 측정도구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를 

사용하거나 수정한 경우가 32편이었으며, 연구자가 자체 개발한 경우는 17편이었다. 한 

BASA-Reading(김동일, 2000)과 C-RIC(박 숙, 2000)이 각각 5편, 6편이었으며, 기 학습기능검

사가 3편, 비형식  읽기검사도구(김윤옥, 2002)가 1편에서 사용되었다. 측정도구의 타당성 부분

에서도 표 화된 도구 사용이 12편이었으며, 교과 문가를 통한 내용타당도 확보, 특수교육 문

가를 통한 내용타당도 확보 등의 방법이 사용한 논문이 17편이었다. 체 으로 타당도를 고려

한 논문이 29편으로 61%에 해당하 고, 타당도를 고려하지 않은 논문도 18편으로 38%에 해당하

다. 측정도구에 한 구체 인 정보는 표. 4에 제시하 다.

특히 독해 략의 학습 후 학습된 성과를 측정하기 한 학습수행 측정에는 회상검사가 1편에

서 사용되었고 부분 사실  이해, 추론  이해, 용  이해를 통합 으로 묻는 질문에 답하

기 형식이었으며, 순수한 재인검사, 추론검사, 문제해결 검사를 사용한 논문은 한편도 없었다.

특히 읽기에서의 학업 성취와 더불어 많은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채택하고 있는 략 사용, 

읽기 인식, 읽기 태도, 자아존 감 등 다양한 능력을 재목표로 삼았으나, 검사도구의 신뢰성을 

해서는 거의 내용타당도에만 의존할 뿐 아직까지는 이러한 능력을 측정할 신뢰로운 검사도구

를 찾기 힘든 것이 한계로 나타났다. 

음운인식 검사도구와 로그램은 국내에서 표 화된 검사도구가 없는 계로 Abbot 등(2002)

의 DIBEL 로그램을 주로 활용하여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다(이원령, 2003). 이는 두운-각운, 음

소첨가-생략- 치, 음소결합-변별에 한 음운인식 훈련과 검사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어의 

자소-음소체계와 구성원리가 한 과 다르기 때문에 한 에 맞는 음운인식도구의 개발이 필요하

다고 본다.

5) 훈련과제

본 연구의 결과에서 훈련과제의 유형으로는 이야기체가 23편에서 사용되었으며, 설명문이 11

편, 단어로 제시된 논문이 16편이었다. 훈련과제의 종류로는 교과서를 직 으로 사용한 경우

가 가장 많아 18편이었고,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훈련과제 사용, 연구자 자체개발, 측정도구의 훈

련과제로의 사용 등이 각각 6편, 7편이었다. 

훈련과제의 경우, 47편의 상 논문에서 모두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 으며, 타당도 검증방법

으로는 특수교육 문가를 통한 내용타당도 검증은 35편이었고, 교과 문가를 통한 내용타당도 

검증 논문은 8편이었다. 이에 한 구체 인 정보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훈련과제

6) 연구의 신뢰성 변인(신뢰도  재 충실도, 유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신뢰성 련 변인은 찰자간 신뢰도, 재충실도, 재효과

의 유지여부이다. 연구결과, 신뢰도를 제시한 논문은 10편이었으며, 신뢰도가 제시되지 않은 논

문은 35편이었다. 한 NRP에서 분석 상 논문 선정의 기 으로 삼았던 재충실도를 제시한 

논문은 단 1편에 불과하 다. 유지를 본 연구는 19편이었으며, 보지 않은 논문은 26편이었다. 이

에 한 구체 인 정보를 <표 5>에 제시하 다.

<표 5> 연구의 신뢰도  재 충실도, 유지



본 연구결과 읽기장애 아동을 상으로 하는 재는 단일한 읽기기술을 재목표로 하기 보

다는 읽기기술의 하 요소(읽기이해, 음운인식, 자해독, 읽기 유창성, 어휘)와 읽기태도, 쓰기

능력, 읽기 략 사용능력, 듣기, 말하기 능력을 함께 향상시키고자 다요소를 가르치는 연구가 많

았다. 단일 요소를 재목표로 한 연구는 자해독이 4편, 어휘신장이 3편, 음운인식이 1편, 읽기 

이해가 3편, 읽기 유창성 2편으로 나타났고, 34의 논문이 다요소를 재목표로 삼은 재 략을 

사용하 다. 특히 읽기이해의 경우 표 인 다요소 재의 목표가 되는 기술로써, 24편의 논문

이 다양한 목표기술과 함께 재의 목표로 하 다.

<표 6> 읽기 재 략의 재 략과 목표 기술

재목표 외에 다양한 읽기 재 략이 사용되었는데, 이를 개별 연구의 필요성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분류하 을 때 6개의 연구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6개의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방법이 얼마만큼 포

인인지, 는 구체 인지에 따라 구분하고, 둘째, 사용된 교수방법에 따라 분류하 고, 셋째, 



읽기장애의 결함의 원인에 따라 분류하 으며, 넷째, 재에서 얼마나 많은 재 략이 사용되

었는지, 다섯째, 교수변인 내지는 환경변인 등 학습자를 제외한 다른 변인들에 을 맞춘 연구

들을 살펴보았다. 6개의 연구주제에 따라 분류하고 고찰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근방법에 따른 분류

기 읽기 교수 근방법은 크게 상향식 근법과 하향식 근법, 균형잡힌 근법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상향식 근법을 지칭하는 발음 심 교수법은 음운인식  해독, 유창성 등의 읽

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미정, 1995; Diveta & Speece, 1990), 반면에 하향식 

근법인 총체  언어 근법은 아동을 둘러싼 풍부한 문해 환경, 그리고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성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반 인 읽기학습 역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리고 읽

기 태도에 정 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상훈과 최은옥(2000)의 연구에서

는 6학년 3명을 상으로 하여 개인이나, 2-3인, 모둠별, 체 학  등으로 인원 수를 정한 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학습 역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총체  놀이학습 로그램과 학

습지를 용하 다. 정 과 김지은(2001)의 연구에서도 3학년 읽기장애 아동 3명을 포함한 

체 학  학생을 상으로 체 학습, 소그룹 학습, 개별학습으로 활동을 만들어 용하 으며, 

요약하기, 추론하기를 통한 읽기이해와 말하기 능력, 듣기 능력으로 살펴 본 읽기태도에서 유의

한 향상을 보 다. 

한 총체  언어학습법의 하나인 언어경험 근법은 읽기 지도의 기 단계에서 아동이 개

인  경험이나 집단의 경험을 이용하여 구체 인 경험과 읽기가 의미있게 연결되도록 하여 자

연스럽게 읽기를 배우도록 하는 방법으로 최정미 등(2006)은 경험이야기 받아쓰기 재를 실시

하여 세 아동 모두 문장읽기, 문장이해력, 쓰기능력에서 향상을 보 다. 이는 언어 근법을 시

한 총체  언어 근법이 언어사용의 제 역에 일반화되어 효과를 나타내기 쉬우며, 구성주의 

입각하여 아동이 주도 으로 학습한 내용을 구성해 나간다는 에서 나름 로 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권주석(2005)의 읽기 소재의 사 경험이 읽기속도, 정확성, 이해력에 미치

는 향을 보았으나 읽기속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읽기 이해력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듯 다양한 학년의 읽기장애 아동들에게 효과 이라고 보고되고 있는 총체

 언어학습법은 읽기장애 아동이 가진 언어 인 결함에는 효과 일 수 있으나 비효율 인 학

습 략으로 인한 결함을 가진 읽기장애 아동들이 집 이고 체계 인 방법으로 읽기 하 기술

을 학습하는 데는 어려움이 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총체  언어학습법을 사용한 연구

의 연구 상자가 모두 개별지도를 통해 효과를 보인 것은 이러한 총제  언어 근법에서도 학

습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의 역할이 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총체  근법과 발음 심 근법을 충한 균형잡힌 근법을 시도한 이지 , 김정미

(2006)의 연구에서는 등학교 읽기장애 아동의 비단어 읽기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체  언어학습법과 발음 심의 학습법을 충한 균형  학습법이 읽기장애 아동의 음운해

독에 효과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교수방법에 따른 분류

읽기 장애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략의 사용  략의 이와 유지의 어려움 등은 단순한 보상

이나 교사로부터의 교정  피드백으로부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arnine 

& Kinder, 1985). 따라서 읽기 장애아동에게 부족한 략의 습득  기 읽기 기술의 교수를 해 

다양한 교수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는 학습자와 교수자의 역할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즉 

얼마나 교사주도 인지, 내지는 학생주도 인지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읽기장애 학생들의 읽기 이해를 돕기 해서는 략 인 읽기이해 략을 교수할 뿐만 아니

라(Mathes & Fuchs, 1997), 이해를 돕기 한 다양한 구조와 단서, 형식이 필요하다(Sheila, 

1995). 가장 표 인 교사주도의 방법은 직 교수이며, 직 교수는 교수의 세부사항들을 세

히 통제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빨리 배우고, 더 잘 일반화할 수 있다고 일 성 있게 보고되고 있

다(Engelmann, 1999). 직 교수의 효과를 메타분석한 연구에서 효과크기는 0.75이상으로 다른 

교수법에 비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Adams & Engelmann, 1996). 이러한 직 교수

는 읽기 교수 기에 구성기술을 가르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도 24편의 논문이 직 교수의 차를 따라 읽기이해 략이나 음운인식 훈련, 유창성지도를 수

행하여 읽기장애 아동의 교수 략으로써 직 교수 방법이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기본 인 단어재인 능력이 향상될수록 ‘읽기를 한 교수’

에서 ‘학습을 한 읽기’의 필요성이 실해짐에 따라 학생주도 인 방법들이 요구된다. 한 

읽기 략 교수는 짧은 시간 내에 학습장애 아동이 습득할 수 있다는 장 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제와 상황으로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Palincsar & Brown, 1984; Paris & Oka, 

1989; Shunk & Rice, 1992).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생겨난 교사주도의 훈련에서 학생주도로의 

환에 도움을 주는 자기 리(Self-management) 기법은 인지 행동  교수방법으로써 자기강

화, 자기 검, 목표세우기와 같은 략들을 포 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 리 기법을 사용한 논문

은 2편으로(정혜란, 박 숙, 2007; 송효진, 허승 , 2004), 정혜란과 박 숙(2007)의 연구에서는 

등학교 학년 읽기장애 아동의 수업  과제 수행행동과 읽기 이해에 미치는 효과를 보았으

며, 송효진, 허승 (2004)은 4학년 아동을 상으로 하여 고학년 아동을 상으로 한 자기감독 

재의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읽기 략들이 주로 교사주도 인 방법으로 사용되어 읽기장애 아동들에게 

필요한 개별화된 재를 하기에는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의 부담을 다고 볼 때, 이는 부분의 

읽기장애아동들의 경우 일반학 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수업을 진행하는 일반교사가 

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치게 한다. 따라서 개별 아동에게 고른 재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

다 많은 연습기회를 제공하기 해서는 일반학 의 다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학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읽기장애아동을 상으로 한 동학습 략으로는 래

재가 1편, 상보  교수 2편이 있다. 

이태수, 김동일(2006)의 연구에서는 읽기유창성을 향상시킬 방법으로 도움읽기와 반복읽기를 

조합한 ‘반복하여 소리 내어 함께 읽기’ 방법을 사용하 는데, 연구결과 읽기장애 학생뿐만 아니

라 래학습자의 읽기능력까지 향상되는 결과를 보 다. 허승 (2005)도 통합교육 환경에서 

로젝트 기반의 교수법(project-based learning; PBL)을 실시한 후,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과 일반 

학생들 모두 학습효과  학습동기에 있어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주도  방법과 상보  교수를 직 으로 비교한 연구로는 박용한, 최병연(2003)이 있는

데 읽기이해의 향상에 통 인 방식인 교사 주도  방법보다 상보  교수법이 효과 인 것으

로 보고되었다. 최병연(1998)은 교사 주도  략 교수법과 상호작용  략 교수법이 독해력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독해력 검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기효능감

에서는 상호작용  략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더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읽기이해 략들이 교사 주도  방법을 따르면서도 통  교수법과는 달리 학생이 주

도 으로 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학생이 반복 으로 연습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

라서 통 인 의미의 교사 주도  방법, 즉 오류교정  피드백 제공이라는 반복 인 과정을 

거친다기보다는 직 교수 차를 사용해 학생으로 읽기학습의 주체가 바 도록 재 단계에서 

고려하게 됨을 할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읽기학습의 기단계인 음운인식훈련과 유창성 훈련 단계에서는 읽기의 구

성기술을 직  시범 보이고 오류를 수정하는 통 인 교수 주도  방법이 주로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3) 읽기기술의 결함 원인에 따른 분류

읽기장애의 원인으로 지 까지 제안된 가설들은 시지각 처리능력의 결함 가설, 음운인식 능

력 가설, 인지 능력 결함 등이 있다. 시지각 처리능력의 결함가설은 장 건, 최훈일, 연제용

(2009)의 연구에서 난독증을 선별하기 한 소 트웨어의 개발을 제외하고는 국내 연구에서 

용된 바가 없으며, 이는 시지각 처리능력의 결함가설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경향을 반



한다고 할 수 있다. 부분의 읽기장애 아동들에게 있어서 시지각 결함은 Vellutino와 De 

Setto(1975)의 연구에서 반박되었으며, 이들은 읽기장애의 원인이 언어문제라는 결과를 도출하

다. 따라서 시지각 처리능력의 결함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읽기장애 아동들을 상으로 한 연

구에서 원인으로 제기된 결함은 언어문제, 인지능력 결함, 음운처리능력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읽기장애 아동을 상으로 하여 인지  근을 한 연구로는 학습자의 인지  특성을 시하

는 지능이론의 하나인 PASS이론에 입각한 PREP 로그램을 용하여 학습장애 아동의 읽기 능

력을 향상시킨 연구를 들 수 있다(안성우, 2005; 장 식 외, 2005). 이러한 PREP 로그램은 PASS

이론에 입각한 고정된 기법과 교수 략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 장에서 수업활동  내

용, 교육과정과 연계하기가 힘들다는 한계 이 있다. 반면에 다 지능이론에 입각한 다 지능을 

활용한 교수활동은 학교 교육과정  교과내용 범  내에서 이론의 기본 원리들이 창의 으로 

용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이러한 다 지능을 이론으로 한 수업 략모형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극 화하기 하여 학생들이 강 지능에 해당하는 수업 략을 제공하는 연계  방안과 

강 지능 뿐만 아니라 모든 지능의 발달을 최 화하기 하여 모든 지능을 경험하도록 하는 확

장  방안이 있다. 김주  등(2006)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 지능 이론을 활용한 확장  교수

략모형이 단어인지능력과 읽기 이해 능력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음운처리 능력의 결함이 읽기장애의 원인이 된다는 가설이 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Blachman, 2000; Stanovich, 1988). 음운처리 능력의 결함은 음운인식의 결함, 음운 재부호화를 

한 작업기억 능력의 결함, 어휘집에서의 음운 재부호화 능력의 결함으로 나뉘어볼 수 있다(김

미경, 2003). 특히 어휘집에서의 음운 재부호화 능력은 단어를 재인할 때 낱자로 따로 따로 읽는 

청각  통로를 사용하지 않고, 단어 체를 한 단 로 재인하여 시각  통로를 통하여 처리하여 

다른 인지능력이 여하지 않고 어휘집에 있는 철자 부호에로 곧바로 근하게 하는 RAN과제

를 통하여 효과 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서경희, 2001). 이는 아동에게 친숙

한 자나 숫자, 색깔 등의 어휘를 명명하기 하여 얼마나 신속하게 심성 어휘집에 근하는 

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RAN 과제의 훈련을 통해 단어 재인 속도와 읽기 유창성에 미치는 효과

를 본 김남 , 김자경(2006)의 연구에서도 이 결함가설(double-deficit hypothesis)을 이용해 주

의, 지각, 기억, 음운, 의미, 운동에 여하는 인지  하 요소들이 복합 으로 작용하는 개념으

로 RAN과제를 사용하 다. 이러한 인지  근은 많은 연구 상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유지와 

일반화와 같은 요한 정보가 미흡하다는 한계를 보인다. 특히 김남 , 김자경(2006)의 논문에서 

사용한 RAN과제는 음운처리 능력의 하 요소로 구분하는 연구자들(Snowling, 2000; Wagner 

et al., 1999)과 이 결함가설로 음운인식과 별도로 나타나는 결함으로 인식하는(Manis et al., 

2000; Wolf & Bowers, 1999) 상반된 의견이 립하고 있다. 2학년과 4학년의 일반아동과 읽기장



애 아동들의 음운인식 능력, 작업기억 능력, 명명속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김미경(2003)의 

연구에서는 작업기억 능력에서는 일반아동과 읽기장애 아동들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음운

인식 능력과 명명속도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단어재인과 읽기 

유창성 능력을 설명하는 변인은 음운 인식능력이며, 문장이해는 작업기억 능력이며, 본문 이해

력은 듣기 이해력과 시각  주의력으로, 명명속도는 읽기 기술의 하 역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학년 아동들의 읽기능력과 명명속도, 음운인식, 언어 능력과의 상

계를 알아 본 이진옥(2002)의 연구에서는 명명속도를 측정한 빠른 이름 기 과제  숫자 명명

하기 검사는 단어재인과, 음운인식 검사는 무의미 낱말 재인과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명명속도와 음운인식 능력이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아동들을 상으로 

한 연구라는 에서 읽기장애 아동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1학년에 재학 인 학력 기 읽기 성취 아동의 빠른 이름 기 특성을 알아본 박유정(2006)의 

연구에서는 일반아동과 읽기 성취 아동간에 빠른 이름 기 검사에서 차이를 보여 상 아동

의 연령, 읽기장애의 유무에 따라 RAN과제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단어재인은 문자에 한 해호화를 의미하여 형태, 음소, 음 , 문맥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진

다. 이러한 문자 해호화는 음운인식에 기 하는 것으로(Stanovich, 1988), 구어에서 사용되는 낱

말들 속에 들어 있는 소리의 여려 단 를 지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음운인식과 

음소인식의 차이는 음소 이상의 음 단 나 낱말 단 를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청각  단서와 함께 문자정보를 제공하느냐로 크게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Blevens(1997)의 음운인식 로그램을 토 로 연구자가 재구성한 진 임 등(2006)의 연구에서

는 청각  제시만을 사용하여 한  규칙단어 읽기와 불규칙단어 읽기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

았다. 이 연구에서는 청각  자극만을 사용해 다른 Phonics 교수와 차별화를 두었다는 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원령(2003)의 연구에서는 3명의 읽기장애 아동들이 24회기의 음운인식

훈련을 받은 결과, 음소첨가, 생략, 치에 한 음운인식이 80%-85%로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음

운인식 로그램이 단어재인에는 효과 이었으나 명명속도를 향상시키지는 못하는 결과를 얻었

다. 김 우, 서경희(2002)의 연구에서는 2명의 상자  1명은 유치원에서 음운인식훈련을 받았

으며, 결과 으로 두 명의 상자 모두 음운인식과 문자해독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들의 연구에

서 사용된 훈련방법은 놀이나 게임식으로 이루어져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 으며 유치원 

아동을 재 상으로 하 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사용된 략의 수에 따른 분류

그동안 읽기장애 아동들을 상으로 한 축 된 연구의 결과로 다양한 읽기교수 략들이 읽



기하  기술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읽기장애 아동들을 상으로 한 연구들이 

단어재인과 읽기이해를 목표로 함과 동시에 말하기, 듣기 등의 언어능력, 읽기 태도, 읽기를 통

한 성취감 등 다요소를 목표로 삼아 재를 실시하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읽기교수 략의 주

요 목표인 읽기 이해에 있어 사용된 략의 수가 2개 이상이거나 단일 략이라 하더라도 두 가

지 이상의 재 차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즉, 다양한 학습 략들이 학생의 능동 인 

정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 으로 학생이 할 수 있는 모든 을 학생에게 직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잠재력을 증진시키는데 을 맞춘 학습 략으로써 다 략 교수

를 선호하고 있으며 효과도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근 , 박 숙, 2001 재인용). 국내의 

연구에서도 25편의 읽기이해를 목표로 한 연구  단일한 읽기이해 략을 사용한 연구는 10편

의 논문이었으며, 다 략 교수는 7편의 논문이었다.

단일 략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읽기 략은 이야기도식화 략으로 5편의 논문에서 사용되었

다(정근 , 박 숙, 2001; 황미리, 박 숙. 2004; 장우 , 서경희, 2003; 정 , 신 인, 2003; 정

, 이수자, 2006). 이야기 도식화 략은 이야기지도, 이야기 구조화와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며, 학생이 이야기 정보를 계성을 악하고 이해하여 요약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황미리, 

박 숙(2004)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야기 도식화 략이 등 고학년 읽기장애 아동의 읽기 이

해력에 효과 이었으며, 듣기 이해력에 일반화되었음을 보고하 다. 

연구기반 읽기이해 략으로 NRP에서 효과 이라고 언 한 교수 략으로는 읽기이해 감독, 

동학습 략, 이야기 도식화 략, 질문만들기, 질문답하기, 요약하기, 다 략 교수이며, 특히 다

략 교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여러 읽기이해 략을 유연성있게 사용하되 무 

많은 략을 결합하여 사용하지 말 것을 언 하 다. 국내의 논문에서 김의정 등(2006)의 연구에

서 9개의 략을 사용하여 가장 많은 략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개의 략을 사용한 

논문은 4편, 5개의 략은 1편, 7개의 략을 사용한 논문은 1편이었다.

유 옥과 안성기(2002)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읽기 략을 한꺼번에 가르치는 다요소 재 략

보다는 아동에게 결함이 있는 략을 선택 으로 용하는 것이 효과 인 것으로 보고하 으며, 

송효진, 허승 (2004)의 연구에서도 학습장애 아동의 작동기억의 한계로 다요소 략을 재를 

용할 때 하나의 략이 완 히 습득된 이후에 다음 략을 습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효과

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5) 교사 변인  환경 요인(교사변인, 교재 변인, 컴퓨터 활용, 학습 집단)

읽기 교수는 학생과 과제, 교재, 교사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지 까지 읽기장애에 한 

연구한 논문들이 학습자의 내 인 변인에 심을 가졌으며, 학생을 제외한 그 외의 변인에 



을 두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물리  환경 변인으로써 학습 집단의 크기가 독해 략 습득

에 미치는 효과를 본 김경신 등(2004)의 연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김경신 등(2004)의 연구

에서는 학습 집단의 크기가 향을 주었고, 사실  이해와 같은 단순 이해보다는 용 , 해석  

이해와 회상 검사에서 더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습 집단의 크기가 

작을수록 학생과 과제, 교재, 교사의 상호작용 정도가 크기 때문에 과제의 속성에 따라 교수집단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본 연구는 1997년에서 2009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읽기장애를 상으로 한 47편의 재연구

를 분석하여 장의 교사들에게 읽기장애 아동에게 효과 으로 용할 수 있는 재 략을 제

시하고, 재까지 읽기장애 재 략 분야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

으로 수행되었다.   

먼 , 국내의 읽기장애 재연구의 연구 상자에 한 논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의 상이 된 학습장애 아동의 학년은 등학교 3학년 상자가 가장 많았으나, 

체 으로는 등 학년보다는 고학년이 더 많았다. 이는 국내에서 학습장애를 정의하고 진단하

기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불일치 모형이 읽기장애의 조기 재와 방을 해하기 때문인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기 학습기능검사의 진단기 으로 학년에서는 학년 기  1년 

지체를 가장 많이 사용하 으며, 고학년에서는 1.5년 지체를 체로 용하 으며, 2년 지체를 

용한 연구는 2편이었다. 이는 학습장애 학생은 고학년이 될수록  더 심각한 학습부진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김윤옥, 원용, 2004)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상자 읽기 특성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연구에서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장애 아동은 매우 이질 이고, 학습장애의 부분을 차지하는 읽기장애 아동은 두드러진 결

함 역과 기술, 강  역을 가지고 있다. 이은림(1998)은 이질 인 학습장애 아동을 재할 때 

일차 으로 주요 인지  역기능 역을 밝힌 후, 이차 으로 보다 세분화된 동질 하 유형으로 

구분하여 개별 하 유형에 따른 합하고 효과 인 재법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 다. 국내에

서 아직까지 학습장애의 결함 요인을 밝히고 재효과를 가장 잘 언할 수 있는 하 집단 분류 

연구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하 집단의 분류가 재연구에 반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특히 아동이 동일한 읽기이해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아동의 읽기 유창성 정도는 읽기이해도

를 가늠하고 한국어 읽기 능력을 더 잘 측할 수 있게 해 다(송종용, 원호택, 1998). 그러므로 

상자에 한 충분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할 때, 상자의 읽기수 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고, 



이를 증거기반 재로 장에서 사용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읽기장애 아동에 

한 구체 인 읽기 기술 제시와 읽기 발달단계에 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해서는 

음운인식, 해호화, 받침발음, 유창성 등과 같이 학습장애 아동이 가지는 본질 인 처리과정의 결

함  행수  등을 객 으로 악할 수 있도록 하는 표 화된 검사도구의 마련이 시 하다

고 할 수 있다. 

셋째, 연구 상자를 선정하기 한 진단도구의 수가 3개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본 연구에

서 제외 거를  진단도구로 포함하 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 학습기능검사와 지능검사에 의존

하여 읽기장애를 진단한다고 볼 수 있다. 제외 거가 사용된 논문은 31편이었으나 제외 거 안

에 문화  불이익이나 부 한 교육  재를 제시하기 보다는 감각장애와 정서장애를 제외하

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장애 진단에 있어서 실제로는 학습부진 아동을 제외시키지 못하는 것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 상논문의 연구방법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방법  실험환경과 련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아직까지 일반학

에서 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특수학  등과 같은 분리된 환경에서 재가 이루어짐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일반학 에서 실시한 6편의 논문에서 사용한 교수  수정은 학

습 집단의 인원수를 조정하는 것이었으며, 그밖에 난이도 조정 등과 같은 교수  수정 차에 

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아 장에서 학습장애 아동을 상으로 한 교수  수정 시 근거나 차

가 명확치 않다는 실을 반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부분의 논문에서 상자 학년보다 

낮은 수 의 학년의 교재나 훈련자료를 사용하 으나, 이에 한 근거나 정보는 미비하다. 즉 

학습장애 아동들을 가르치는 장 특수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교수  수정에 한 자료를 

문가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awley, et al., 2003). 

둘째, 재방법  실험기간은 21-25회가 15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회 이상이 10편, 

11-15회가 10편이었고 개별지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체 으로 은 회기수로 용

된 연구가 많으면서도 재에 잘 반응하는 상자 특성을 반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의 효과

가 유지되었는가에 한 정보를 부분의 논문이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잘 고안된 일정기간 동

안의 수업에 하여 아동의 수행과 속도가 래보다 히 느리면, 즉 타당한 개입에 하여 

반응이 없으면 학습장애로 정한다는(김윤옥, 원용, 2004), 언 거모형으로서 이 격차모

형이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구기간  회기 지속시간, 교수유형과 같은 요소는 

RTI 모형을 실행할 경우,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역이 될 것이다. RTI모형과 같은 다단계 

재가 이루어지기 해서는 더 긴 재기간이 요구되고 일반교사가 재자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김용욱 등, 2009). 미국에서 수행된 RTI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김용욱 등(2009)의 연구를 

보면, RTI 모형은 체로 2년 이상에서 4년까지의 재기간이 필요하고, 부분 일반교사가 



재자로 참여함을 보고하 다. 

셋째, 실험기간에 한 Alverman와 Boothby(1984)의 논문에서는 이야기 도식화 훈련을 받은 

집단에서 실험기간을 달리하여 14일 동안 훈련을 받은 집단, 7일간 훈련을 받은 집단,  훈련

을 받지 않은 집단을 비교했을 때 14일 동안 훈련을 받은 집단이 가장 략사용 능력이 향상되

었음을 보고하 다. 그러나 부분의 략사용을 가르치는 교수에서는 직 교수의 모형을 사용

하 기 때문에 무 큰 집단 교수에서는 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을 지 하 다. 즉 재방

법, 실험기간, 교수유형이 읽기교수의 집 성과 체계성 정도에 모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세 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읽기장애 아동을 상으로 사용된 측정도구와 훈련과제를 살펴본 결과, 측정도구의 경

우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와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교육과

정 심 측정을 해 개발된 도구의 사용이 재까지는 미흡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교육과정 

심 측정의 경우 이를 사용하지 않는 학 의 학습장애 학생보다 교육과정 심 측정을 사용하는 

학 의 학습장애 학생들이 더 높은 성취결과를 보인다고 한다(Stecker & Fuchs, 2000). 특히 

Snider(1987)은 읽기과제 수행률의 증가는 단순히 학생이 연구기간 동안 자신의 과제에 숙달되

었기 때문이라고 언 하여 객 인 측정도구의 사용이 요함을 지 하 다. 따라서 아동의 진

도를 과학 으로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검사도구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 하다고 하겠다. 

훈련과제의 경우, 읽기 유창성과 읽기이해와 같은 읽기하  기술을 해서 국어, 사회 교재와 

같은 교과서, 학습 보완 자료가 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교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읽기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읽기의 최종  목표인 지식 습득을 가능하게 하여 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기의 읽기능력을 가진 아동들의 경우에는 어휘력의 부족, 경험의 제한과 같은 

변인으로 인해 이야기책이나 동화책, 동시와 같은 쉬운 읽기과제가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섯째, 부분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재 후 읽기성취가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었으나, 연구

의 신뢰성과 련한 정보, 즉 신뢰도, 유지에 한 기술, 재충실도에 한 정보 등에서 매우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 으로 읽기장애아동을 상으로 한 재목표는 크게 단어재인, 읽기이해로 구분하여 

용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많은 연구들이 직 인 읽기의 하 기술 뿐만 아니라, 말하

기, 듣기를 포함한 언어 련 기술  태도 등을 동시에 재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

다도 읽기교수의 궁극  목표라 할 수 있는 읽기이해를 재목표로 삼은 논문이 가장 많았으며, 

단어재인, 읽기 략 사용, 읽기 유창성 순으로 나타났다. 상 으로 읽기이해가 많은 것은 연구

상자가 고학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재에서 사용한 재 략들을 살펴보고, 읽기장애 아동을 



상으로 하여 논쟁이 되어왔던 재 략들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상향식 근법과 하향식 근법에 해당하는 총체  근법과 발음 심 근법이 목표

로 삼는 읽기 하 기술에 따라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Berninger 등(2003)은 단어재인 

재, 읽기이해 재, 단어재인과 읽기이해 혼합 재를 사용한 세 집단 간에 음운해독 능력을 

비교하 을 때, 혼합 재를 실시한 집단이 가장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 다. 이는 총체  

근법과 발음 심 근법의 충  근법이 가장 효과 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

로 인해 미국의 많은 주정부들이 총체  언어 근법을 버리고 균형 인 기 읽기지도에 

을 둔 교육과정을 택하고 있다( 병운, 고진복, 2007). 그러나 여 히 발음 심 읽기지도 방법은 

문자읽기, 문장읽기, 기읽기, 단어재인, 음운처리 능력 향상, 음운인식, 읽기 유창성, 말 명료도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체  언어 근법이 일반아동과 장애

아동의 읽기지도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총체  언어 근법을 사용한 연

구들이 일 일의 개별  재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총체  근법을 사용하더

라고 학습장애아동에게는 교사의 비계 설정 등 교사의 안내  역할이 요한 교수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24편의 논문이 직 교수의 차를 따라 읽기이해 략이나 음운

인식 훈련, 유창성지도를 수행하여 읽기장애 아동의 교수 략으로써 직 교수 방법이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주도  교수가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의 부담을 주기 쉽고, 

아동에게 풍부한 연습기회를 주지 못하고, 아동의 읽기 태도, 흥미, 읽기와 련한 효능감을 고

려할 때 일반학 의 다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학습, 래교수, 상보  교수 등이 

히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태수, 김동일, 2006).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재방법에 한 

연구는 래 재가 1편, 상보  교수는 2편에서 사용되어 동학습 략의 사용빈도가 낮은 것

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학습장애의 결함 역인 본질 인 처리과정과 련하여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먼  

최근 학습장애 분야에서 반응 재모형을 용한 조기 재의 경향이 강조되면서 음운인식  음

소인식에 한 심이 높아져 이 분야에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음

소인식은 훈련을 통하여 가르쳐질 수 있고, 11회기에서 15회기의 짧은 훈련으로도 효과 인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Blevens, 1997). 그러나 김애화(2006)가 지 한 로 국내 음운인식 재연구

는 순수한 음운인식 교수라기보다는 문자정보를 제공하는 자해독 교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순수한 음운인식 훈련과 자해독(phonics)을 한 교수가 국내에서는 혼재하여 사용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각각의 연구자마다 음운인식의 단 와 과제가 다르고, 표 화된 

측정도구의 미비로 연구결과를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 본 연구결과, 국내에서 

읽기 유창성  명명속도에 한 재가 상 으로 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향후 읽기장애 논문들에 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 교사들에게 읽기 략에 한 문성을 갖추고 정보를 제공하기 해서는 읽기장

애 아동에 한 좀 더 장기 인 연구결과가 필요하다. 

둘째, 선정 상인 읽기장애 아동에 한 좀 더 세부 인 하  읽기기술에 한 정보가 필요하

고, 이를 해서는 어휘 지식, 유창성이나 음운인식과 같은 읽기하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표

화된 검사도구의 마련이 요하다. 한 읽기장애 아동의 진 도를 악할 수 있는 교육과정 

심의 도구들이 마련되어 재 략에 한 효과와 진 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읽기유창성이 읽기이해를 가늠하는 척도로 볼 때 읽기하 기술에 한 연구 에서 단

어재인과 읽기이해의 간 단계인 읽기 유창성에 한 연구가 아직까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RTI 모형에 근거하여 재 략을 용하고자 할 때, 다양한 읽기 재에 비반응 인 모습을 보이

는 학생들이 가진 특성에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음운인식은 읽기능력을 

측하는 기 가늠자의 역할을 한다고 밝 진 연구가 많기 때문에(송지연, 박 숙, 2003; 김

우, 서경희, 2002; 이원령, 2003; 진 임 등, 2006, 이원령, 이상복, 2003; 노선옥, 헌선, 2003) 많

은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고 있다. 반면에 읽기 유창성 향상에 한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실정

이다(이태수, 2007; 김남 , 김자경, 2006). 따라서 앞으로는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메타분석을 통해 실제 인 효과크기를 비교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메타분석

은 주어진 실행에 해 정 인 는 부정 인 증거를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강한 효과  규모를 만들어내기 해서는 그 방법이 여러 번 반복되어 검증되어야 하며, 

일 성 있게 보다 나은 효과를 보여야 한다.

다섯째, 재 미국을 심으로 학습장애의 교수 모형으로 부각되고 있는 RTI 모형은 다단계 

재를 거친 장기 재 략으로 활용되어지고 있고, 국내에서 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이 없기 때

문에 국내에서의 용가능성을 고려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다단계 재의 용 

가능성에 한 기본정보가 축 되고 용가능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읽기장애아동을 상으로 한 재연구의 동향을 다양한 에서 구체 으로 살폈

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읽기장애 집단의 이질성을 감안하여 장의 특수교사에게 유용하게 사용

되는 증거 심실제의 토 를 마련하기 해서는 장에서의 용가능성을 염두에 둔 다양한 

재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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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tic Review of the Research Tendency on Methods and 

Results of Reading Instruction for Korean Children with Reading 

Disabiliti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iderate research's results and method including children' 

characters with reading disabilities, instrument, reading task, the effect and application of reading 

instruction according to analyzing experimental studies on reading instruction for korean children 

with reading disabilities published at domestic research from 1997 to 2009. It make the recent 

tendency and future direction of research far more improved. On this study the total 47 studies 

were analysis according to experimental subjects, research instrument, intervention, research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studies for subjects at 3 grade on elementary school  

was the largest as 19 studies. And at the reading developmental stage, the number of studies 

for subjects on level of word-recognition were 17 studies, and on level of reading fluency were 

included 11, and reading comprehension were included 14. But the level of reading developmental 

level were not descript on 8 studies. The procedure of selection subjects initiated with refer of 

teacher at 17 studies, identified as above IQ 85. The place, setting of research were not descript 

on 19, 14 studies. And the individualized teaching was the most type at the type of instruction, 

duration of research was the largest as 21-25 section. The number of studies utilizing the 

instruments that were used at preceding studies were 32, narrative at reading task were the most. 

So the information about children' characters with reading disabilities was short absolutely to 

be evidence-based practice, the instrument that examined degree of improvement would be needed. 

And the trend that of  intervention focused on issues about reading instrument were presented. 

Finally, the strategies for reading instruction were described according to approaches, teaching 

methods, dependent varies by reading sub-skills. Discussion on the trend of reading instruction 

and future researches were presented.  

Key words : reading disabilities, reading developmental stage, reading skills, read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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