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박사학위논문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이해 특성 및 읽기 경험 분석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특수교육 전공

정  소  라



- i -

국문요약

  우리는 매일 일상생활의 곳곳에서부터 어려운 서적을 탐독하는 과정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읽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김동일, 최종근,

2004). 읽기는 단순히 문자를 해독하는 것에서 나아가, 독자가 글에 제시

된 내용을 파악함과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글에 내포된 의미를 추론하고, 비판하고 이러한 종합적 활동을 바탕으로 

심미적으로 감상하는 일련의 복합적이며 상호작용적인 과정으로 이루어

져 있다(노명완, 1990).

  한편 읽기는 시각적 작용을 수반하는 활동이다. 우리는 글을 읽는 과

정에서 눈으로 활자를 지각할 뿐만 아니라, 시각을 통해 글 읽기의 배경

지식을 형성하는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삽화나 도표를 통하여 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도해조직자를 활용하는 등 일련

의 시각을 활용한 활동들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서 시각장애 아동들은 읽기에 있어 시각적 제약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갖는다. 시각장애 아동들은 이러한 문자들에 대한 노출이 정안 

아동에게서와 같이 생애 초기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며, 

대부분 문자를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배우게 됨에 따라 문자 학습의 속

도가 느리고, 읽기 속도도 느리며, 철자 지식에 있어서도 결함(정은혜, 

김영일, 2007)을 갖는 등의 어려움을 갖는다. 특히 시각장애 아동은 읽기 

이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어휘지식과 작업기억

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Beal & Shaw, 1998;

Bernard, LeJeune, & Kimbrough, 2006; Logie, 1990)

  하지만 시각장애 아동들은 정안 아동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받으

며, 동일한 교과서로 교육 받고 있음에 주목해야 하겠다. 이는 시각장애 

아동들은 감각적 결함 이외에는 정안 아동들과 동일한 학습 능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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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교육적 성취가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되는 집단임을 뜻한다. 그러나 선행된 연구들은 시각장애 아동들의 읽

기에 있어서의 낮은 학업 성취와 읽기에서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김은

주 등, 2002; 김은주 등 2003; 최종근, 김동일, 김은주, 2005). 즉, 시각장

애 아동들은 동일한 성과가 기대되는 집단으로 공교육 체계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아동들의 수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시각장애를 가진 일부의 학생 가운데에서는 우수한 성취

를 보이는 인구들이 존재함이 보고되고 있다(김동일 외,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 아동이 시각적 제약으로 인하여 갖는 읽기에서의 

특성을 밝히며 그에 따른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 기술을 탐

색함으로써,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에 대한 교육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 특수학교와 서울 소재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 아동 76명 및 정안 아동 30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

한 검사도구로는 읽기 이해 및 어휘지식의 측정을 위하여 ACCENT 국

어영역 검사를 활용하였으며, 중앙실행기, 음운루프, 시공간잡기장을 측

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검사도구 및 KEDI-WISC IV를 활

용하였다. 또한 설문지 및 개방형 면담 질문지를 바탕으로 면담을 실시

하였다. 본 검사 실시에 앞서 예비검사를 통하여 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

도 그리고 문항의 난이도와 검사 실시 지침을 점검하였다.

한편 자료의 분석은 일원분산분석을 통하여 전맹, 저시력, 정안 아동 

및 정안 저성취 아동의 읽기 이해, 어휘지식, 작업기억의 차이를 비교하

였다. 또한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전맹, 저시력, 정안, 및 정안 저성취 

아동의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에 대한 영향 요인을 탐색하였다. 그

리고 전체 아동 기준 상위 25%에 해당하는 시각장애 아동을 군집분석하

여 읽기이해 수준별 어휘지식과 작업기억의 양상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이해 수준별 군집들 가운데 면담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읽기 경험에 대한 면담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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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 1과 연구 2로 구분하여 연구 1에서는 통계적 분석 방법

으로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특성을 밝혔고, 연구 2에서는 질적 

분석 방법으로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경험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맹, 저시

력, 정안 아동의 어휘지식, 작업기억 그리고 읽기 이해에 대한 차이 검

증 결과 전맹과 저시력의 시각장애 아동들은 정안 아동과 저학년 수준

에서는 추론적 이해, 어휘지식, 시공간잡기장을 제외하고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고학년 수준에서는 사실적 이해에서도 시각

장애 아동이 정안 아동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행을 나타냈다. 따라서 학

년이 높아짐에 따라 시각장애 아동들이 갖는 읽기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심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안 저성취 아동과 비교한 결과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에서 정

안 저성취 아동이 시각장애 아동보다 시공간잡기장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행을 보이며, 이를 제외하고는 저학년의 사실적 이해에서 시각장애 아

동이 정안 저성취 아동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

고는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시각장애 아동과 정

안 저성취 아동들이 유사한 어려움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전맹, 저시력, 정안 아동의 읽기 이해 영향 요인을 비교한 결과,

사실적 이해에 있어 세 집단의 영향 요인으로 어휘지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론적 이해에 있어서는 정안 아동의 경우에는 어휘지

식이 영향 요인으로 대두된 반면, 전맹과 저시력 아동의 추론적 이해에 

있어서는 시공간잡기장의 설명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시각적 제

약을 갖는 시각장애 아동들은 특히 복합적 사고를 요하는 추론적 이해

의 해결에 있어서 시각적 정보처리 능력에 영향을 받음을 유추할 수 있

다. 특히 이러한 능력이 정안아동에게도 요구되지만, 시각적 결함으로 

인한 특성은 시공간잡기장 능력의 읽기에 대한 보다 큰 기여를 설명하

는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정안 저성취 아동에게서도 시공간잡기장이 유

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 iv -

셋째, 읽기 경험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 후 질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각장애 아동들이 읽기에서 갖는 어려움

이 도출되었으며, 부모나 교사의 지원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전략을 체득

하고 읽기에 이를 활용함으로써 읽기 이해를 성취해나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과 경험이 대부분 부모나 교사와 같은 주변인

의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원 체제 마련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각장애 아동의 읽

기 교육을 위하여 조기 교육의 활성화와 맞춤형 교재 및 교구 개발이 

요구된다. 조기의 문자 교육은 아동에게 읽기의 기능적 측면만이 아니라 

심리적 측면의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시각장애를 고려한 교구 및 교재가 극히 일부에 그치

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요구된다. 한편 선천적 전맹이

거나 시각적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후천적 전맹 아동의 경우에도 

시각적 표상화 훈련을 통한 사물이나 개념의 이미지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훈련이 읽기 이해의 주요 전략으로 작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시각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이 부모와 가정만의 

책임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무와 관리 속에서 이루어질수록 도모하기 위

하여 교육의 전반적 체계의 정립을 통한 체제적 공교육화가 요구되었다.

본 연구가 갖는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제기되고 있는 한계점과 

그에 따른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시각

장애 아동 중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만을 그 대상으로 함에 따라서 

연구 대상에 있어서의 한계를 갖는다. 향후 보다 다양한 환경에 있는 시

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경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면담만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특성상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구술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의 다각적 접근을 통한 입체적 해석이 요구되는 바, 후속되는 연구에서



는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초등학생에 국한하여 어휘지식, 작업기억 그리고 읽

기 이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시기는 읽기의 발달이 폭발적으

로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니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시기 시각장애 아동에 대한 연구의 축적을 통하여 발달 성향을 파악하

고, 미래를 전망하는 교육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넷째, 본 연구는 어휘지식과 작업기억이라는 읽기 관련 두 변인만을 

중심으로 읽기 이해를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읽기는 복합적 요인이 작

용하는 고도의 정신작용으로, 독자의 심리적이거나 사회문화적 요인 또

한 영향을 미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폭넓은 고려를 바탕으로 

탐색적 접근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시각장애 아동, 초등학생, 저성취 아동, 전맹 아동, 저시력 아동, 읽기 이해, 어

휘지식, 작업기억, 중앙실행기, 음운루프, 시공간잡기장

학  번 : 2011-3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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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읽기는 교육 상황을 포함한 우리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활동이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로

의 이정표와 같은 간단한 시각적 확인에서부터, 학업이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어려운 서적을 읽는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읽기 활

동을 수행한다(김동일, 최종근, 2004).

읽기란 크게 해독과 이해로 구성된다. 그러나 흔히 우리가 읽기라고 

부르는 활동은 단순히 글을 잘 읽고 그 뜻을 아는 해독의 단계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글 속의 명제들을 이해하고 그 명제들을 사전지

식이나 경험과 통합하여 인지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그 의미를 구성하는 

이해의 단계를 가리킨다(가경신, 2003; 김회수, 석창미, 2004).

한편 읽기 이해는 그 단계에 따라 크게 사실적인 이해와 추론적 이해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읽기의 사실적 이해란 글 속에 문자적으로 제시

된 내용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한편 추론적 이해란, 사실적 이해와는 

대조적으로 글에 제시되지 않았으나 글의 내용 간에 유기적인 간격이 존

재할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형성되는 표상을 일컫는 개념이다(신종호,

권희경, 2004). 이는 글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단순한 이해를 넘어 독자의 

언어지식이나 내적 표상을 글과 연결하여 글 전체를 재구조화하고 재구성

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 각각은 관여하

는 인지 작용의 복잡성이 질적으로 다르다(Alptekin, Ercetin, 2009).

일찍이 읽기가 갖는 학습 및 생활 전반에 걸친 영향력과 그 중요성에 

주목하여,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

어 왔다. 초기 연구에서의 단순읽기모형(Simple view of reading)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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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과 듣기 이해의 두 요인이 읽기 이해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여겨졌

다(Dreyer & Katz, 1992; Hoover & Gough, 1990). 그러나 연구적 노력

들의 축적 결과, 최근에는 읽기를 설명하는데 있어 보다 다양한 요소들

의 복합적 작용을 기반으로 읽기 이해를 예측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일어

났다(Georgion, Das & Hayward, 2009).

이후 꾸준한 연구의 산물로서 읽기 해독의 주요 요인으로 음운인식

(De Jong & Van der Leik, 1999), 빠른 자동 이름대기(Rapid Answering

Naming, RAN)(Bowers & Swanson, 1991; Torgesen et al., 1997; Wolf

& Bowers, 1999), 자모지식(Muter et al., 2004)등이 대두되었다. 또한 읽

기 이해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들로는 읽기유창성(이일화, 김동일, 2003;

Cutting & Scarborough, 2006; Jenkins et al., 2003; Tilstra et al., 2009),

어휘지식(김경선, 김동일, 2013; Ouellette, 2006; Ricketts, Nation &

Bishop, 2007; Yovanoff et al., 2005), 작업기억(Sesma et al., 2009;

Vellutino, Scanlon, & Lyon, 2000; Locascio et alk., 2010), 음운인식(이

일화, 2005; Johnston & Kirby, 2006) 등의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읽기 관련 변인들을 밝혀내는 연구들에 기반하여, 국내외에서는 

읽기에서의 어려움을 갖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읽기 관련 변인들의 양

상을 점검하며, 이를 중재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및 교육적 방안이 모색

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령기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읽기에서의 

문제들을 밝히기 위하여 유아기부터 학령기에 이르는 아동들의 언어 발달

을 추적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Catts, 1993; Catts et al.,

1999; Catts et al., 2002; Simkin & Conti-Ramsden, 2006; Storch &

whitehurst, 2002). 이에 따르면 학령기 아동들의 읽기 문제는 초기 읽기 

단계의 언어능력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어휘

지식의 결함은 읽기 문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김

경선, 김동일, 2013; 김애화 외, 2010; 이일화, 김동일, 2003; 정미란, 2008).

한편 작업기억에 있어서도 읽기 저성취 집단에서의 유의하게 낮은 수행

이 보고되고 있다. 작업기억의 세 하위 영역인 중앙실행기(Swan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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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inger, 1995; Swanson et al., 2006), 음운루프(송종용, 1999;

Gathercole, 2006; Swanson, 2006; Swanson & Berninger, 1995), 그리고 

시공간잡기장(이순아, 김희수, 2003; Fincher-Kiefer, 2001; Swanson, 2006;

Swanson, & Berninger, 1995; Gathercole, 2006) 각각에 있어 읽기에 어려

움을 갖는 독자와 일반 수행을 보이는 독자 간의 차이들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각의 변인들의 처치를 위

한 다양한 중재 방안들 또한 제시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이뤄져온 읽기 장애 및 저성취 아동을 위한 중재 연구들은, 최근에 이르

러서는 문헌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시사를 얻기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다(Fomess, Kavale, Blum, & Lloyd, 1997; Swanson,

Carson, & Sachse-Lee; 1996, Swanson, & Hoskyn 1998). 이러한 흐름은 

국내 연구에서도 반영되어(김동일 외, 2009; 김애화, 2006; 김우리, 고은

영, 2012; 김우리, 고혜정, 김동일, 2013; 서화자, 서한보미, 박현주, 2011;

이은림, 1999), 읽기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들에 대한 중재 연구는 개별 

중재 프로그램 뿐 아니라, 그 동향을 집대성함으로써 실제적 효과를 검

증하고 교육적 실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는 연구들 또한 이루어지는 

등 활발한 연구적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읽기의 과정이 시각적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

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읽기란 활자화된 글에 대하여 시각과 인지 간

에 일어나는 처리과정이다(Bernard, LeJeune, & Kimbrough, 2006). 읽기

에 있어 활자는 눈을 통하여 망막에 비춰지며, 이는 더 많은 처리를 위

하여 뇌로 전달된다. 뇌는 상위의 인지적 기능을 적용하여 임의의 상징

을 의미있는 단어와 문장으로 바꾸게 되며, 다시금 이는 보다 구체적이

거나 추상적인 사고로 표상된다. 나아가 읽기에 있어서 시각은 시각을 

통하여 문자를 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개념과 어휘를 습득하도록 돕고, 시각적 자극을 통하여 읽기 이해의 

원천이 되는 경험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

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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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아동의 경우 시각의 장애로 인하여 읽기 경험에서의 제약을 

가지며, 이에 따라 개념과 어휘의 습득에 있어 결함을 갖는다(임안수,

1997). 비록 공식적인 읽기 교육은 학령기 이후부터 시작되지만, 그 이전

부터 정안 아동들은 시각을 활용하여 읽기를 학습하는 환경에 노출되며

(Kupetz, 1993; Lawhon, 2000), 시각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임의의 상

징과 실제 사물 혹은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의 의미들을 체화해

가게 된다(Klein, 1981). 그러나 시각에 장애가 있을 경우 읽기에서 필요

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시각적인 자극이 제한된다. 따라서 시

각장애인들은 다른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읽기에 접근해야 하며, 이는 언

어학적인 결함 특히 문자에 대한 습득과 이해에서의 어려움으로 나타난

다(Tadic, Pring, & Dale, 2010; Koeing, & Farrenkopf, 1997). 특히 시각 

이외의 감각을 활용하여 문자를 학습해야 함에 따라 문자에 대한 습득 

시기가 늦어지며(Bernard, LeJeune, & Kimbrough, 2006; Tadic et al.,

2010), 시각적 경험의 제약으로 인하여 의미를 알지 못하고(Bernard,

LeJeune, & Kimbrough, 2006; Millar, 1985), 단순히 간접적인 경험이나 

청각적으로 제시되는 정보에 의존하여 익히게 된 어휘들을 사용하는 언

어중심주의에 빠지기도 한다(최성규, 2004; Harley, 1963).

한편 시각이 인지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Scholl,

1973), 시각장애 아동은 인지적 특성에 있어서도 정안 아동과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 아동들은 시각적 정보가 결여된 촉각과 

청각만을 통하여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외부세계를 조직화하고 통합하

나(Fraiberg, Siegel, & Gibson, 1966). 이는 정안 아동의 그것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Warren, 1984). 구체적으로 

시각장애 아동은 경험의 제약으로 인하여 환경에 관한 정보를 받아들이

는 속도가 느리고(Bernard et al., 2006), 환경 탐색의 욕구가 낮고

(Groenveld & Jan, 1992), 환경 조절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낮으며(Tunick,

Dial & Paul, 1998), 단편적으로 획득하고 단순한 개념으로 왜곡하는 경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ephart Kepart & Schwartz, 1974). 특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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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인지적 특성은 시각장애 아동의 언어 능력 확대의 기회를 제한하

며, 이에 따라 시각장애 아동의 언어 발달에 지체를 초래하고(Mills,

1983), 특히 공간개념에 대하여 학습이 어렵고, 감각적인 경험과 일치하

지 않는 말이나 단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utsforth, 1951).

최근의 작업기억 이론에서는 이러한 시각장애인들의 인지적 처리과정

및 정보 기억의 특성에 주목하여, 시각장애인과 정안인의 작업기억을 비

교 분석하는 일련의 연구들을 수행하였다(김은정, 2007; Beal & Shaw,

2008; Cornoldi, Cortesi & Preti, 1991; Roder & Rosler, 2003). 연구 결

과 시각장애인들은 정안인들보다 작업기억 용량이 낮은 것으로 제시되

며(Beal & Shaw, 2008; Swanson & Dianna, 2009), 특히 Cornoldi와 그

의 동료들이 진행한 일련의 연구들은 시각장애인에게서 나타나는 시공

간잡기장에 있어서의 한계를 밝혔다(Cornoldi, Cortesi, & Preti, 1991;

Cronoldi & De Beni, 1988; Cornoldi et al., 1989).

실제로 시각장애 아동들에게서는 읽기에 있어서 느린 읽기 속도(김은

희, 1997; 이태훈, 2015; Lowenfeld, 1975; Nolan & Ashroft, 1969; Rosa,

Huertas, & Simon, 1993), 낮은 음운인식 수준(Crawford, Elliott, &

Hockman, 2006)과 어휘지식 수준(Pring, 1984) 등이 보고되고 있다. 특

히 김은주 등(2002), 김은주 등(2003) 그리고 최종근, 김동일, 김은주

(2005)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에서는 시각장애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성취를 정안 학생과 비교한 결과, 기초학습 영역 및 기본

학습 영역 모두에 걸쳐 나타나는 시각장애 학생들의 저성취를 밝히고 

있다. 정은혜, 김영일(2007) 또한 정안 아동과의 비교를 통하여 시각장애 

아동에게서 문법지식에의 오류가 보다 다양하게 나타남을 밝혔으며, 정

안 아동이 갖는 낮은 어휘력을 보고한 연구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 아동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반복적인 훈련과 청각 및 

촉각과 같은 다른 감각을 통한 보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동영 외, 2010).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관

련 변인들과의 영향관계와 그 발달의 전체 양상 또한 정안 아동과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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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이 주장된다(Brambring & Troster, 1994; Craig, Hough, Churchwell, &

Schmitt, 2002). Bernard, LeJeune, 그리고 Kimbrough (2006)는 시각장애 아

동의 읽기 발달을 대표적인 읽기 발달 이론인 Chall(1983)의 읽기 발달 이

론과의 비교를 통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읽기를 시작하게 되는 시각장애 

아동들은 정안 아동보다 다소 늦은 시기에 읽기 기술들을 익히게 됨에 따

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읽기에서 어려움을 가짐을 밝힌다. 그러나 

점차 학년이 증가해 감에 따라 정안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읽기 기술을 동

일한 양상으로 숙달해갈 수 있음을 제안한다.

Carreiras,와 Alvarez(1999) 또한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과정을 단어, 문

단, 문장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정안 아동의 그것과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밝혔다. 일부의 시각장애인들의 작업기억 용량에 대한 연구들 

또한 시각장애인의 작업기억이 정안인과 같이 발달에 따라 증가하며, 정안

인들의 읽기에서와 같이 시각장애인의 읽기에 있어서도 작업기억의 높은 

상관과 영향이 나타남을 제안하였다(이해성, 2012; Bernard et al., 2006).

시각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읽기 수행을 나타내는 연구 결

과들 또한 이어지고 있다. Simons 등(1998)은 시각장애인이 읽기의 과정

에 있어 장애로 인한 한계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두고 보다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읽기 과정을 수행함을 강조한다. 김동일 등(2012)에 따르면 주

변인의 지원, 우수한 지능, 학업 전략의 효율적 사용 등의 지원 하에 시

각장애학생들도 우수한 성취를 나타낼 수 있음이 제안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시각장애 아동들은 시각적 결함으로 인

하여 읽기에 어려움을 갖는다. 특히 읽기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인 어휘지식과 작업기억에 있어 시각적 결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두

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은 장애아동이 장애로 인하여 나타

내는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 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학교 중심 프로그램

을 통하여 공교육 체제 내에서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읽

기는 학문적 성취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 가운데에서도 기초가 되는 

결정적 기술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 아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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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의 장애로 갖는 읽기 이해 및 어휘지식, 작업기억에서의 결함에 

주목하고 그 특성 및 읽기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를 위한 보다 적절한 교육적 중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초등학교 시기가 읽기 발달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력

을 가짐에도 불구하고(김경선, 김동일, 2013), 초등학교 시각장애 아동에 

관한 연구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 주목하였다. 더욱이 초

등학교 시기 전반에 걸친 학년의 차이를 고려하고, 동일한 독립변인을 

투입함으로써 읽기 이해를 조망하는 연구는 실시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두 가지 하위 연구로 구분하여 시각장애 초등학생 아동의 

읽기 이해 특성 및 읽기 경험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 대상

과 연구 방법도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은 크게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아동을 함께 대상으로 두 하위 연구로 분류하여 통계적 분

석 방법을 통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읽기에 있어 어려움을 갖는 것

으로 알려진 읽기 저성취 아동과 시각장애 아동을 비교함으로써, 읽기 

저성취 아동에 관한 방대한 누적된 연구적 성과들의 시각장애 아동에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시각장애 아동만을 대상으로는 면담에 

기반한 질적 분석 방법을 통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1.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특성 분석

연구 문제 1-1) 시각장애 아동은 정안 아동과 읽기 이해, 어휘지식, 작

업기억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1-2)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아동과 읽기 이해 영향 요인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

연구 2.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경험 분석

연구 문제 2) 시각장애 아동이 읽기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

하기 위한 대처 기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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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1) 시각장애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를 그 교육적 정의에 기반하여 정의하였다.

즉, 시각의 장애로 시각을 활용한 학습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애 정

도를 ‘전맹’으로 정의하며, 시각을 활용한 학습 및 일상생활이 제한적으

로나마 가능한 장애 정도를 ‘저시력’으로 정의하였다.

2) 읽기 이해

제시된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내용에 대한 읽기 이해도 평가지

를 풀어 점수화한 것으로 그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읽기 이해도 

평가지는 ACCENT 국어영역 검사 중 읽기 검사로 한다. 또한 읽기 이

해의 하위 영역은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로 정의한다.

3) 어휘지식

어휘란 사물, 사건,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어휘

지식이란 이러한 어휘들이 가지고 있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김광해, 1993). 곧, 어휘지식이란 얼마나 많은 양의 어

휘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휘를 구성하는 어휘소의 

의미와 그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어휘지식은 

ACCENT 국어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4) 작업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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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억이란 어떤 정보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정보나 다른 

정보를 처리하는 제한된 용량의 처리과정을 말한다(Just & Carpenter,

1992). 본 연구에서 작업기억은 언어성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과제를 수

행하는 동안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유지하고 조작하는 체제로 정

의하였다. 작업기억은 중앙실행기, 음운루프, 시공간잡기장으로 구성되는 

Baddely(1986)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였다.

중앙실행기는 구분된 과제의 수행을 조정하고, 인출 계획이나 책략을 

바꾸고, 주의를 집중하거나 무관한 자극의 방해를 억제하며, 장기기억에

서 활성화된 정보를 유지,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체제이다(송종용,

1999). 본 연구에서 중앙실행기를 읽기와 관련되어 주의 집중하여 정보

를 저장하고 회상하는 체계로 보면 ‘읽기 폭’ 과제와 ‘숫자 거꾸로 따라

하기’ 검사로 측정한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음운루프는 음운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시각적으로 입력된 정보

를 음운부호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이태화, 2001),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이지 않은 단어를 저장하고 회상하는 ‘무의미 단어 따라하기’와 

‘숫자 따라하기’ 검사로 측정한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시공간잡기장은 공간적인 정보를 수동적으로 저장하고, 시각적으로 제

시되는 자극에 대한 일시적인 저장 체계로서(이태화, 2001), 본 연구에서

는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정보를 시공간적으로 반응하는 체계로 보고 이

를 위해 사각형 매트릭스 검사로 측정한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5) 읽기 경험

본 연구에서 읽기 경험이란 읽기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대처 

기술을 의미한다. 즉, 아동이 글을 접하고 이를 숙지하는 일련의 과정에

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그러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발하고 활

용한 ‘대처 기술’을 중심으로 읽기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으로 그 의미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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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시각장애 아동들이 읽기에 있어서 갖는 특성을 정안 아동

과 비교하고, 이를 위한 교육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선행되어온 읽기 이해

와 어휘지식 및 작업기억을 읽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관련 연구들을 종합함으로써, 시각장애 아동의 읽

기 수행 및 그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들을 개관하였다.

1. 읽기 이해

읽기는 글자를 해독하는 과정과 이해하는 과정으로 구성되며(Catts et

al., 2006), '이해'한다는 것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의미를 재구성하

는 것으로(Johnson-Laird, 1983), 읽기 이해의 과정은 독자가 글을 읽고 

이해하기 위하여 이를 해석하고, 추론하며 비판하는 일련의 사고 활동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읽기란 단순히 눈을 통하여 입력되는 글의 정보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사고의 과정을 거쳐 독자가 능동적

으로 의미를 재구성해가는 과정을 뜻한다. 즉, 텍스트 상에 제시된 내용

으로부터 의미를 정확하게 읽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글의 내용과 관련하

여 독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텍스트 혹은 담화를 구

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1) 읽기 이해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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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읽기 이해 모형에 대한 연구에서는 읽기의 과정을 글 수준에

서 제시되는 정보들에 대한 해부호화의 과정으로 보았다. 즉, 읽기 이해

를 단순히 문자 부호들을 처리함으로써 글 이해에 이르는 상향식 모형

으로 본 것이다(Gough, 1972). 그러나 상향식 모형은 글을 읽는 과정에

서 발생되는 독자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글을 읽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인지적 작용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

계를 갖는다.

이러한 지적 하에 하향식 모형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하향식 모형에서

는 글을 읽는 과정을 독자를 중심으로 한 의미 구성 과정으로 보았다

(Goodman, 1976). 즉, 하향식 모형에서는 독자가 가지고 있는 선행지식,

언어지식이 텍스트에 제시된 언어와 작용하여 읽기 이해가 이루어진다

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하향식 모형은 읽기 이해의 상위 차원의 

정보 처리 및 읽기 기능을 강조하는 반면, 읽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루어지는 하위 기능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 모두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제안

되었다. 즉, 읽기란 단순한 문자의 해부호화의 연속적인 과정도 아니며,

독자의 선행지식과 언어적 지식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활동만도 아니

며, 이 두 가지 활동이 함께 이루어짐과 동시에 텍스트와 독자가 상호 

작용하는 과정임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주장 하에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두를 상호 보완한 상호작용 모형이 제시되었다(Rumelhart, 1977),

상호작용 모형에서는 텍스트에 제시된 내용이 ‘이해’에 앞서 독자가 

가지고 있는 사전지식들에 의하여 ‘해석’된다고 본다. 이 때 투입되는 사

전지식들로는 Rumelhart(1977)는 통사론적 지식, 의미론적 지식, 어휘론

적 지식, 정서법적 지식을 들고 있다. 또한 Rumelhart에 따르면, 이러한 

네 가지 지식의 요소들은 ‘메시지 센터’라는 운영 기제에서 상호 작용하

면서 문자에 대한 시각적 인지를 처리하게 된다. 통사론적 지식, 의미론

적 지식, 어휘론적 지식, 정서법적 지식의 네 가지 지식은 상호 간에 정

보를 교환하고 작용하면서 하위 차원의 정보처리에서 상위 차원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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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를 동시에 이루어내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한편 Kintsch(1998)는 읽기 이해에 있어 인지 이론의 개념을 적용하여 

‘상황모형(situation model)’을 제안하였다. 상황모형에서는 텍스트 요소 

및 텍스트 내용과 관련하여 독자 개인이 지니고 있는 배경지식이나 경

험은 물론, 언어에 대한 지식, 일반적인 상식 그리고 구체적인 전문지식 

등과 같은 다양한 지식들이 읽기 이해의 과정에서 통합과 재구성의 과

정을 거쳐 생성되며, 장기기억에 이를 저장함으로써 하나의 모형이 만들

어진다고 본다. 즉, 독자는 글을 읽으면서 각 개인만의 고유한 재구성과 

통합의 과정을 거쳐 상황모형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며, 독자 개인이 지

니고 있는 지식의 양과 질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상황모형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2)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

글을 읽고 텍스트와 담화를 구성해가기 위하여 의미론 및 통사론적 

측면과 같은 제시된 내용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사

실적 이해라고 한다(Walker, Munro, & Rickards, 1998). 즉, 사실적 이해

에 있어서 독자는 텍스트에 명확하게 제시된 단어의 의미론적 해석을 

위한 어휘집의 활용, 단어의 글 수준에서의 해석, 통어적 해석 등과 같

은 하위 수준의 언어학적 수행을 통하여, 의미론 및 통사론적 측면에서

의 담화를 구성한다. 따라서 사실적 이해는 저자가 직접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는 것일 뿐, 저자가 실제로 텍스트를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깊이 

있는 이해로 간주되지는 못한다(King, 2007).

통상적으로 사실적 이해에서는 자동화된 인지적 처리를 통하여 텍스트 

기반의 지엽적 결합이 이루어지는 반면, 추론적 이해에 있어서는 인지적 

처리과정에서의 의도된 노력을 통하여 ‘전체적 결합’이 이루어진다(Ozuru,

Dempsey, & McNamara, 2009). 즉, 사실적 이해의 과정에서 독자는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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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제시된 텍스트 상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지엽적으로 텍스트상의 

정보들을 결합한다. 이러한 지엽적인 결합의 단계에서 독자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문장과 단락 각각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각 단락의 상

호관련성과 문장에 내재된 명제를 파악한다. 일련의 연속적인 문장 혹은 

단락에 대한 이러한 인지적 처리의 결과로서 독자는 담화의 일관성에 기

여하기 위하여 추론적 이해에 이르게 된다(Alptekin, Ercetin, 2011).

추론적 이해란 텍스트에 제시된 요소들과 독자의 관련지식을 통합함

으로써 저자가 의미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론

적 이해에서 활용되는 텍스트 상의 명시되는 요소로는 대용지시 참조,

연결어, 표지, 전환적 구문, 수사적 술어 등이 해당되며, 이들을 독자의 

관련 지식인 어휘지식, 텍스트 유형에 대한 지식, 텍스트 이해과정에서 

형성되는 담화적 모형을 바탕으로 문장 내부 밑 상호적으로 통합함으로

써 추론적 이해에 관여한다(Alptekin, Ercetin, 2009).

Perfetti(1989)는 읽기의 상황모형을 근간으로 추론적 이해를 설명한다.

추론적 이해란 텍스트 기반의 표상에 의한 텍스트의 의미와 상황모형에

서 제시되는 텍스트 해석 간의 차이로 구성된다(Perfetti, 1989). 이러한 

차이는 텍스트 상에 제시된 개념적 간극이 멀수록 일관된 전체적 결합

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다양한 사고가 이루어진다. 즉, 추론적 이해는 텍

스트에 대한 보다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이해에 접근하기 위하여 수행되

는 인지적 활동이다.

3) 읽기 전략

읽기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읽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학습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읽기 목표란 다양하고 복잡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도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들을 어

떠한 방식으로 통합하는가가 읽기 목표 달성의 관건이다(최영환, 1995).

읽기 전략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지만 대체로 읽기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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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전략과 읽기 기능에 따른 전략으로 구분된다. 읽기 과정에 따른 전

략은 읽기가 진행되는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의 각 과정으로 구분된

다. 각각의 과정에 따른 전략은 <표 Ⅱ-1>과 같이, 읽기 전 활동으로는 

제목, 표지 등을 토대로 한 연상하기, 미리보기, 예측하기 전략이 활용된

다. 또한 읽기 중 활동으로는 훑어보기, 중심생각 찾기, 글 구조 파악하

기, 추론하기, 건너뛰며 읽기와 같은 전략들이 활용된다. 한편 읽은 후에

는 요약하고, 비판하며 창조적으로 읽는 전략들을 통해 글의 내용을 정

리하고 재창조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영택(2005)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선형적이지 않으며, 읽기가 이루어지는 각 활동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2. 작업기억과 읽기 이해의 관계

1) 작업기억의 초기 모형

작업기억은 즉시적인 처리와 관련 정보의 일시적 저장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Baddely, 1986; Cowan, 1999; Oberauer, 2002). 작업기억은 단

기기억 이론에서 도출되었다. 기억모형에서 하나의 단일적인 단원 체계

를 단기기억(short-term memory, Atkinson & Shiffrin, 1968)이라 하였

다. 그러나 단기기억에 대한 초기의 모형들이 너무 단순하다는 등의 문

제점들이 지적되면서, 1970년대 중반에 작업기억의 개념이 대두되었고,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작업기억이라는 개념이 단기기억이라는 개념을 

점차 대치하게 되었다. 단기기억이 하나의 단일체계가 아닌 여러 하위체

계로 되어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작업기억 모형은 Baddeley(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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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 략

읽

기 

전

연상하기
선행지식 회상 및 활성화를 통하여 글 속의 정보

와 교섭 가능하도록 준비하기

예측하기 제목, 사진, 기타 정보를 통해 책의 내용 예측하기

미리보기

제목, 저자, 두께,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 눈에 

띄는 문장을 미리보아 글의 장르, 문맥, 제재, 글 

난도, 글 조직에 대한 정보 파악

읽

기 

중

훑어보기 전부 읽지 않고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읽기 전략

중심생각 

찾기

핵심어 찾기, 반복되는 단어 찾기, 중요한 제재, 제

목과 관련된 내용 찾기 등을 통한 중심생각 찾기

글 구조 

파악하기

개요를 파악함으로써 글의 구조 파악하기. 주로 그

래픽 조직자를 사용

추론하기

글에서 얻어진 정보와 자신의 지식에 기반을 둔 

추론활동. 추론을 통한 생략된 내용에 대한 정보 

보완

건너뛰며 

읽기

글의 내용, 형식, 필자의 관점, 문체, 강조점, 독자

의 배경 지식과 관심을 관련시키는 방법 등에 대

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빠르게 책을 읽는 과정

읽

기 

후

요약하기

중요하며 간결한 내용에 대하여 글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제 문장을 표현하면서 글의 내

용 요약하기

비판적으

로 읽기

읽은 내용과 독자의 생각 관련시키기를 통한 비판 

활동

창조적으

로 읽기
글 내용에 대한 독자의 사고작용 확산방법

<표 Ⅱ-1> 읽기 과정에 따른 전략1)

1) 최현섭 등(2005)에서 발췌 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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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Baddeley(Baddeley & Hitch, 1974;

Baddeley, 1986)는 [그림 Ⅱ-1]과 같이 세 개의 하위체계로 구성된 작업

기억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림 Ⅱ-1] Baddeley(1986)의 작업기억 모형 

(Baddeley, 2003a 재인용, p. 191)

[그림 Ⅱ-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작업기억에는 구어 및 음향 정보에 

관련된 음운루프(phonological loop), 시각적 정보에 관련된 시공간잡기

장(visuospacial sketchpad), 그리고 이들을 관장하는 중앙실행기(central

executive)로 구성된다. 두 개의 보조장치인 음운루프와 시공간잡기장은 

보조장치 또는 노예체제라고 불린다. 시공간잡기장은 공간적, 시각적, 그

리고 운동적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조작할 수 있는 하나의 단일

화된 표상으로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Baddely, 2012). 중앙처리장치는 주

의통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두 개의 노예

체제로부터의 입력을 조절하는 능력, 재생계획이나 전략을 전환하는 능

력, 한 자극에 초점을 두는 능력, 그리고 장기기억의 정보를 간직하고 

조작하는 능력을 가진다(Savage et al., 2007).

시공간잡기장은 시각적이며 공간적인 정보와, 궁극적으로 영상적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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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부호화되어야 할 자료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종속체제이다. 음운루

프에 비하여 그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론적 발전은 더디나, 시공간잡기

장의 중요한 특징들이 밝혀지고 있다. 시공간잡기장에 대한 최초의 체계

적인 연구는 Baddeley(1968)의 연구에 의하면, 시각자극에 대한 심상을 

기억 속에 떠올리면서 심상의 특성에 대한 대답을 하게 할 때, 음성으로 

대답하거나 답지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답하게 하면 시공간적 방식

으로 답하는 후자에서만 심상을 떠올리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Baddeley(1986)의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시각적 추적과제를 수행

하는 동시에 시각적인 심상을 조직화하는 과제와 언어적 저장을 요구하

는 이중과제를 수행하게 할 때 시각적 심상 과제가 시각적 추적과제에 

의해 간섭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시각적 심상 과제가 언

어적 저장을 하는 과제와 분리되어 시공간 잡기장에서 수행되었다는 것

을 시사한다.

음운루프가 음운론적 저장과 음성하 시연의 두 가지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온 데에 반하여, 시공간잡기장은 단일한 체계로서 알

려져 왔다. 그러나 Baddely와 Logie(1999)는 위치 등에 관련한 공간적 

정보와 색깔 등과 관련한 시각적 정보를 다루는 적어도 두 가지 하위 

체계가 있음을 제안한다. 한편 Logie와 동료들의 일련의 연구들(Logie,

1995; Reisberg & Logie, 1993; Salway, & Logie, 1995)은 시공간잡기장

을 시각적 캐시(visual cache)와 내부 스크라이브(inner scribe)로 구성됨

을 제안한다. 시각적 캐시는 형태와 색상과 같은 시각적인 특성을 가진 

정보를 다루며 시각적 인지 체제의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한편 

내부 스크라이브는 움직임의 순서에 관한 정보를 다루며 시각적 캐시의 

시연과 관련되는, 음운 루프의 음성하 시연 처리과정과 다소 유사한 역

할을 갖는 것으로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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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기억과 읽기 이해의 관계

다양한 연구들을 통하여 작업기억의 읽기 이해에의 기여가 밝혀져 오

고 있다(Daneman & Merikle, 1996). 작업기억은 친숙하지 않은 단어들

의 해독, 친숙한 단어의 의미적 지식인출, 읽은 내용 기억하기, 읽어나가

야 할 구절 예측하기 등과 같은 다면적인 과정을 동시에 관여하기 위한 

충분한 인지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이해를 촉진하는 사고이다(Sesma

et al., 200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실행기는 전략의 선택 및 음운루

프와 시공간잡기장으로부터 정보의 인출과 통합, 정보 조정의 기능을 맡

는다. 또한 음운루프는 언어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반복 연습하는 

음성적․언어적 저장고와 저장된 언어정보 처리장치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공간잡기장은 그림, 사진 등의 시각적․공간적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

장하여 처리하는 영역이다(Baddeley, 1986).

작업기억은 읽기 이해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응집성을 높이

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지과부하를 낮추어 주는 것으로 밝혀

졌다. 따라서 작업기억의 수준은 읽기 성취 수준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져 왔으며(고선희, 최경순, 황민아, 2009; 김희수,

석창미, 2004; 김희수, 염시창, Schallert, 2001; 안성우, 허민정, 김미경,

2011; 이순아, 2002; Gathercole et a., 2006; Nevo, & Breznitz, 2011),

특히 작업기억과 읽기 이해의 관계를 밝힌 Swanson과 동료들이 수행

한 일련의 연구들은 작업기억이 갖는 정보처리와 저장에 있어 제한된 

기능으로 인하여, 능숙한 독자와 그렇지 못한 독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Swanson, 1999; Swanson, &

Alexander, 1997; Swanson, & Berninger, 1995; Swanson, & Howell,

2001). 실제로 다양한 연구에서 읽기부진 아동들에게서 나타나는 세 가

지 작업기억 하위 변인 모두에서 결함이 보고되고 있다(도경수, 이은주,

2006; 백수진 외, 2007; Conti-Ramsden, Botting, & Faragher, 2001; De

Jong, 2006; Redmond, 2005; Stokes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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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장애 아동은 중앙실행기에 결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수

진 외, 2007; 송은영, 2003; 송종용, 1999; 이은주, 2004; 조순이, 2006;

Gatjercole, 2006; Swanson, 2006; Swanson & Berninger, 1995). 이들은 

중앙실행기가 읽기 이해나 추리와 같은 상위 수준의 처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읽기 이해에 우선적으로 관계되어 중앙실행기가 읽기에

서의 어려움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러한 발견은 읽기장애 아동의 중앙집행부의 기능에 결손이 있음을 나타

낸다(송종용, 1999). 이는 읽기에 있어서 정보를 통제하고 처리하는 능력

이 변수로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읽기장애 아동은 음운루프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들(송종용,

1999; Gathercole, 2006; Swanson, 2006; Swanson & Berninger, 1995)에

서는 읽기장애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조음통제 과정의 음운론적 기록 기

능의 사용이나 작동의 결함으로 낯선 단어나 무의미 단어를 산출하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Stanovich(1998)와 Vellutino, Scanlon, 그리고 

Spearing(1995)은 자소-음소 대응기술로 쓰여진 글을 음운부호로 바꾸는 

해부호화 능력과 음운단기기억 용량은 읽기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는 Baddeley(1992)의 작업기억의 중앙실행기와 

음운루프가 읽기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즉, 음운루프의 결함은 단어재인과 관련되어 있고, 음운처리능

력에 어려움을 갖는 사람은 음운처리에 작업기억 용량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에 필요한 작업기억 용량은 부족하게 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읽기장애 아동은 일반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시공간잡기장

의 결손이 나타난다는 연구들(이순아, 김희수, 2003; Fincher-Kiefer, 2011;

Swanson, 2006; Gathercole, 2006)도 제안되고 있다. Baddeley(2003) 또한 

시공간잡기장은 공간적-시각적 정보와 운동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하여 단일화된 표상화로 통합하는 기능을 하며, 음운루프 보다는 관

여성이 낮으나 읽기과제 수행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읽기에 어려움을 가진 집단의 하위 그룹을 분리하여 작업기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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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설명하는 작업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Swanson, & Berninger,

1995; Swanson et al., 2006). 그 결과 중앙실행기는 읽기 이해에 그리고 

음운루프는 단어재인에 관계되며, 단어재인과 읽기 이해 모두 낮은 성취

를 보이는 집단은 중앙실행기와 음운루프 모두에 복합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의 수준만이 아니라 읽기 과정의 수준 또한 작업기억의 영향을 받

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읽기는 텍스트에 제시되어 있는 표면적인 

부호들의 성격 및 그에 대한 독자의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이에 있어 작업기억은 본질적인 인지적 부하

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읽기 과제가 사실적 이해에 관한 것인가 혹은 추

론적 이해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작용한다(Sweller, 1994).

작업기억의 처리과정 및 저장 기능이 독자의 읽기에서의 인지적 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작업기억의 읽기에서의 역할은 특히 사실적 이

해와 추론적 이해 각각이 다양한 수준의 표상적 구조를 지닌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이는 작업기억이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 각각에 있

어서 관여하는 복잡성의 수준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자동화되

어 처리되거나 보다 덜 통제된 정보처리 과정을 요함에 따라서, 작업기억

은 사실적 이해에 있어서는 추론적 이해에서 요구되는 도식의 형성이나 

자동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텍스트 하위 수준의 개

별적 언어적 작용에 주로 의존한다. 한편 텍스트의 복잡성에 있어서 인지

적 활동의 난이도가 높고 다양한 활동을 요하는 추론적 이해에 있어서는 

고도로 통제된 인지적 처리를 요하게 된다(Rupp et al., 2006).

실제로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의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에서도 이

들의 차이가 나타난다. 사실적 이해에 대한 질문이 주로 정보의 회상에

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추론적 이해에 대한 질문

은 자료에 대한 주의, 정보의 재조직과 정교화와 같은 고차적 정보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Peverly & Wood, 2001;

Pi-Sui-Hsu, & Dwy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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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작업기억이 매개하는 장기기억 또한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

해에 각기 다르게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이는 장기기억에서 저

장되었던 도식이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 각각에 있어 각기 다른 수

준으로 활성화되고 재구조화되기 때문이다(Sasaki, 2000). 일반적으로 과

제가 어려울수록 장기기억의 정보가 작업기억의 처리과정에의 기여를 더 

많이 함의한다고 알려져 있다(Kintsch, Healy, Hegarty, & Pennington,

1999). 또한 추론적 정교화와 같은 고차원적 사고활동은 일반적으로 장기

기억에 기반한 지식 구조의 활용 없이 이루어지기 어렵다(Calvo, 2001).

3. 어휘지식과 읽기 이해의 관계

어휘는 단어들의 집합적 개념으로 어휘지식이란 단일 단어에 대하여 

뜻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넘어, 문맥 속에서의 단어 의미를 추론하며,

단어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글에 대한 이해 및 언어사용상황에 활

용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김애화, 김의정, 김자경, 최승숙, 2012).

다시 말해 어휘지식은 단순히 단일 단어 혹은 관용구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장 혹은 글 수준의 의미론과 통사론, 그리고 나아가 실

제 발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에서의 화용론적 지식으로도 연결됨으로써 

읽기 이해의 전제 조건이 된다. 즉, 어휘는 언어 능력 가운데 가장 기본

적이며 동시에 중핵적인 능력으로 꼽을 수 있다(김광해, 1997).

어휘지식은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광해, 1997).

즉, 양적 측면이란 어휘의 양 자체를 말하는 것이며, 발음과 철자, 단어

의 구조와 같은 어휘의 형태적 측면, 단어의 다의적 측면, 다른 단어들

과의 의미 관계에 대한 어휘의 의미적 측면 그리고 단어의 기능과 상황

에 따른 사용의 제약, 적절하고 효과적인 단어의 사용 능력, 그리고 상

황에 적절한 단어의 의미 파악과 빠르고 효과적인 단어 처리와 같은 어

휘의 화용적 측면에 대한 질적 측면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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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는 글을 이루는 하나의 단위로서, 어휘에 대한 지식은 글에 대한 

이해를 직접적으로 돕는 도구가 된다. 동시에 어휘지식은 독자가 보유하

고 있는 언어적 지식뿐 아니라 일반 지식 및 전문 지식을 나타내는 가

늠자로써 기능한다는 점에서 읽기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Anderson, & Freebody, 1985). 이는 읽기가 단순히 제시된 텍스트에 대

한 해독의 차원이 아닌 독자가 지니고 있는 배경지식의 영향 하에서 이

루어지는 상호작용적인 재구성과 통합의 작용이기에, 풍부한 어휘지식을 

바탕으로 독자는 읽기 이해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어휘지식이 읽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읽기에 있어 

결함을 갖는 집단에 대한 어휘 관련 연구들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

다. 김애화(2013)는 일반학생과 비교를 바탕으로 읽기장애 아동의 어휘

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황민아, 최경순(2011)은 읽

기 이해 부진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어휘 이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

한 손승현 등(2016), 김성숙, 김윤옥(2008), 최성규, 남상직(2004), 최성규,

조영옥(2004) 등은 읽기장애 및 읽기부진 아동의 어휘력 중재를 위한 프

로그램을 고안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고, 김동일 등(2015)은 읽기장애 

및 읽기부진 아동들을 위한 어휘력 향상 중재 효과의 메타 분석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중재적 접근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 지향을 제시하였

다. 한편 양민화(2008)와 서선진(2006)은 다양한 어휘 교수방법을 검토하

고 이를 읽기장애 아동에게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김애화, 황민아(2008)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의 일반학생과 그 가운데 읽기 부진 학생을 구분하여 읽기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학생과 읽기 부진 학생 모두를 포함한 전체 

학생의 경우와 읽기 부진 학생 집단의 모두에서 어휘지식은 읽기의 강

력한 영향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김경선(2013)은 초등학교 3학년의 

그리고 김동일, 김경선(2013)은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읽기이해력 발달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연구한 결과 동일하게 어휘지식을 유의한 변

인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모든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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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시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읽기 이해 예측변인을 분석한 김애화 등

(2010)은 그 결과에서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에서 어휘지식이 읽기 이해

의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들 또한 초등학생 아동들의 읽기 이해에 대한 

강력한 영향 요인으로 어휘지식을 제안한다(Malatesha, 2005; Ouellete &

Beers, 2010; Roth, Speece & Cooper, 2002). Roth, Speece와 

Cooper(2002)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시기까지 아동들에 대한 종단연구

를 통하여 그리고 Sinatra와 Royer(1993)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이르

는 아동들에 대한 횡단연구를 통하여 어휘지식이 읽기 이해의 강력한 영

향 요인임을 밝혔다. 특히 Sinatra와 Royer(1993)는 초등학교 취학 이전보

다도 초등학교  취학 이후 학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더 아동들에

게서 어휘지식이 읽기 이해를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이 됨을 밝혔다.

한편 원성옥(2002)은 청각적 정보에 결핍을 갖는 청각장애 아동들이 갖

는 어휘지식의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결함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지도가 

읽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원성옥의 연구는 읽기 이

해 수준이 낮은 독자들의 경우 어휘지식 뿐만 아니라 어휘지식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어렵다는 점과 청각장애 아동들도 맥락적 이해에 어려움

을 갖는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청각장애 아동의 읽기 이해 수준에 따

른 효과적 중재 방안을 제안한다. 한편 이영미(2013)는 초등학교 1학년에

서 6학년까지의 청각장애 아동의 읽기 이해 영향 요인을 탐색한 결과,

어휘지식이 읽기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4.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특성

1)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발달

시각은 인간이 감각하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을 제공하고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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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된 모든 다른 감각에 대한 주요 통합자로서 기능한다(김경아, 1997).

그러나 선천성 전맹 시각장애 아동들은 공간에 대한 인지, 움직임, 탐색

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시각적 자극이 부족함에 따라 촉각과 청각적 지

각을 통하여 정보를 받아들임으로써 시각적 자극을 대체하게 된다

(Cratty, & Sams, 1968). 한편 저시력 시각장애 아동과 후천성 전맹 시각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일부 제한적으로 나마 시각을 활용한 인지가 가

능하거나 시각적 경험을 가졌다는 점에서 전맹 시각장애 아동 및 정안 

아동과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다(강보순, 2007).

이러한 시각적 감각을 활용한 인지에서의 차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시

각장애 아동에게 나타내는 언어습득에서의 차이와 관련하여 1980년대 

초반부터 연구들이 이루어졌다(Harley, Truan, & Sanford, 1997;

McGinnis, 1981; Wormsley, 2004). 연구들에 따르면 시각장애 아동은 시

각의 장애로 인하여 언어적 환경에 노출되는 기회가 제한되며, 시각 이

외의 감각을 통하여 언어를 학습해 감에 따라 읽기 습득과정에서 차이

를 갖게 된다. 즉, 정안 아동은 처음 음소를 먼저 배우지 않고 자연스럽

게 눈으로 글자를 보고 문자 형태로 글자를 접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통문자로 단어를 익혀 음소를 정확하게 배우고 난 후 

비로소 글자를 읽게 된다. 그러나 시각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문자를 자

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규 교육기관에서 교사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글자를 배우게 된다. 또한 통문자가 아닌 음소를 먼저 배우

며, 전맹 시각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촉각을 이용해 점자를 익히게 된다.

다양한 연구들은 유아기에는 시각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 사이에 언어 

발달에 차이가 나타나지만, 성장에 따라 시각장애 아동의 언어 발달 수

준이 일반 아동의 그것에 이르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이해균, 2000;

Brambring & Troster, 1994; Craig, Hough, Churchwell, & Schmitt,

2002). 이들에 따르면 시각장애 아동은 시각적 자극의 제한으로 읽기 기

능 습득에 어려움을 갖는다. 특히 정안 아동들이 학령기 이전부터 문자

를 직접 배우거나 문자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과 달리, 시각장애 아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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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TV, 신문 등 자신을 둘러싼 일상적인 환경에서 문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정안 아동보다 훨씬 늦게 인식한다.

또한 시각장애 아동들은 듣기, 촉각, 냄새, 맛 등을 이용한 감각 기제

를 사용하여서만 문자 및 문자에 대한 의미 습득이 가능함에 따라 추상

적인 의미나 ‘산’, ‘바다’, ‘달’과 같이 촉각이나 청각을 활용하여 습득이 

어려운 단어들의 의미를 터득하는 데에 어려움을 갖는다. 또한 대부분의 

시각장애 아동들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점자를 배우기 시작함에 따

라 저학년 시기에 정안 아동보다 읽기에서 두드러지는 어려움을 나타낸

다. 그러나 점차 읽기 기술을 습득해감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르

러서는 비장애 아동과 같은 수준의 읽기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Bernard, LeJeune와 Kimbrough(2006)의 연구에서는 Chall(1983)이 제안

한 일반 아동의 읽기 발달 단계 모델과 비교하여 <표 Ⅱ-2>와 같이 시

각장애 아동의 읽기 발달을 제안한다.

그러나 일부의 연구들은 시각의 손상으로 인하여 시각장애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언어학습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함을 보고한다(Bernard, &

LeJeune, 2006; Dodd & Conn, 2000; Gillion, & Young, 2002; Tadic,

Pring, & Dale, 2010). 이들은 시각은 언어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감각기

관으로, 시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언어학적으로 큰 어려움을 가지

며, 특히 의사소통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문자 습득에 큰 어려움을 

갖게 됨을 밝힌다(Tadic, Pring, & Dale, 2010). 또한 이와 같은 초기 문

자 습득에서의 어려움은 읽기 발달에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하며(김동일 

외, 2010; Dodd & Conn, 2000), 독해력의 부족과 읽기장애를 야기하게 

됨은 물론 중․고등교육을 거쳐 성인에 이르기까지 읽기 생활에 부정적

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Tadic et al., 2010).

Flanagan(1966), Millar(1988), 그리고 Millar(1990)는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성취에 있어서의 낮은 성취를 보고하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 이루

어진 조사연구들 또한 이와 동일한 결과를 제시한다. 중학교 3학년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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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령,

학년
정안 아동 시각장애 아동

0단계

읽기 전단계

6개월~

6세

읽는 체 하거나 알파벳 

문자의 이름, 일부 상징

을 재인

시각을 제외한 감각기제

와 보호자의 상세한 설명

을 통해 언어의 개념을 

학습

1단계

읽기 해독 

및 음운 

단계

6~7세

초등학교 

1~2학년

문자소-음소 규칙 학습.

일음절단어 소리 산출,

간단한 텍스트 읽기, 약 

600단어 정도 읽음

점자(정자, 약자)를 배우

기 시작. 점자는 낱자를 

구별하는 법과 특별한 개

념에 대해 표현하는 낱자

의 결합을 확인하는 학습

을 함

2단계

확인 및 

유창성과 

활자로부터

분리단계

7~8세

초등학교 

2~3학년

단순한 이야기를 유창하

게 읽음. 기본적인 재인

기술을 통합. 일화 단어 

읽기, 의미파악하기, 약 

3000단어 정도를 읽음

약자점자를 좀 더 많이 

사용하고 낱자를 해석하

는 동안 기억에서 단어를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

여 읽는 속도가 빨라짐

3단계

새로운 것을 

학습하기 

위한 단계

9~14세

초등학교 

고학년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기 

위해 읽음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를 계속 습득

4단계

다양한 

관점의 단계

15~17세

중학교~

고등학교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광범위한 자료를 읽음

다양한 지각적 관점을 가

지게 되며, 질적으로 복

잡하고 다양한 정보를 읽

을 수 있음

5단계

구성과 

재구성의 

단계

18세 

이상

고등학교

~성인

자기 정의적 목적을 가

지고 읽음. 자신이 가지

고 있는 지식과 타인의 

지식을 통합하기 위해 

읽음

중요한 점을 파악하고 최

근의 지식에 맞추어 분석

하고, 높은 수준의 추상

적인 수준에 새로운 지식

을 이해하며 통합

<표 Ⅱ-2> 정안 아동과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발달 2)

장애 아동과 비장애아동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한 결과, 시각장애 아동들

2) Bernard, LeJeune와 Kimbrough(2006)에서 발췌 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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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읽기 성취는 비장애 아동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기초학습의 경우 비장애 아동은 약 1~5%가 학습부  진으로 

나타난 반면 시각장애 아동의 경우 약 24~38%가 학습부진으로 판정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학습의 경우에도 비장애 아동은 약 

6~13% 가량이 학습부진으로 판정되는 반면, 시각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24~63% 가량이 학습부진으로 판정되었다(김은주 등, 2002). 한편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시각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국어 학업성취를 비교한 

결과 비장애 아동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되는 학생이 7%이내인데 

반하여,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는 40~50% 내외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주 등, 2003).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발달의 과정을 거쳐 

가면서 시각장애 학생들이 경험하는 읽기에서의 어려움은 더욱 증대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시각장애 아동들이 초기의 단어 습득에 있어서는 비장애 아동

들보다 지체되지 않지만, 발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어려움을 경험하

게 되는 원인으로는 시자극의 결여 및 시각적 경험의 제약으로 인한 차

이 등으로 인한 어휘와 관련된 표상을 습득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제안된다(Bernard, LeJeune, & Kimbrough, 2006;

Millar, 1987). 즉, 읽기가 단순히 문자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글 속의 명제들을 이해하고, 이를 인지 과정을 통하여 처리해가는 과정

이라는 점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시각적 경험의 제약으로 인한 인지적 특

성으로 말미암아 상위 수준의 읽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2) 전맹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특성

전맹 시각장애 아동들은 점자를 주요 문자로 사용한다. 점자에 대한 

촉각의 사용은 묵자에서 단어 인지와 비교할 수 있는 지각적 인지 연합

의 복잡하고 추상적인 수준이다(Mangold, 1977).

점자는 점 글자 하나하나가 읽기의 지각 단위이며(Foulke,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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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land, & Kederis, 1969), 점자를 구성하는 점의 개수보다는 오히려 점

의 배열이나 특이한 모양이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Noland, & Kederis,

1969). 단어는 그 단어를 구성하는 점자들을 연속적으로 재인한 다음에 

그것들을 모두 통합하여 재인해야 하며(Foulke, 1971), 따라서 점자 읽기

에서는 묵자 읽기에서보다 더 높은 지적 능력이 요구되고(Noland, &

Kederis, 1969; 임안수, 박중휘, 2002), 시간도 더욱 많이 걸린다(한성희,

1989; Meyers, Ethington, & Ashcroft; 1958). 그리고 한글 점자 이외에 

수학, 과학, 음악, 외국어, 그리고 특수 문장부호까지 구별해서 표기해야 

하므로 이들을 지각하는데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하고, 이 모든 점자들

은 촉각에 의한 공간 지각이 되어야 하는 특징을 갖는다(김은희, 1997).

점자는 6개의 점을 조합하여 형성되는 64개의 점형 각각에 의미가 부

여된 문자이다. 점자는 초성, 중성, 종성을 칸마다 따로 써야하는 풀어쓰

기 원칙이 적용된다(박순희, 2007). 점자는 정자점자와 약자점자로 나눌 

수 있다. 정자점자는 초성 자음 13자, 종성 자음 14자와 모음 21자로 구

성되어 있으며, 약자점자는 글자에 포함된 자모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글

자가 차지하는 점칸을 줄인 27개의 약자와 접속을 나타내는 낱말들에 

대한 약어가 있다(임안수, 이해균, 박중휘, 김정현, 2008).

더욱이 전맹 시각장애 아동들이 갖는 취학 전 문자에 대한 접근의 어

려움은 초등학교와 연계되어 학습부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Dodd &

Conn, 2000). 점자를 배우기 전인 읽기 전 단계의 시각장애 아동은 추상

적인 방법으로 문자를 습득하므로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

히 주변의 설명으로 인하여 학습하게 된다(Tadic et al., 2010). 또한 점

자를 배우는 학령기 시각장애 아동은 촉각적 감각으로 읽기를 하는 어

려움과 정자점자와 약자점자로 나누어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혼란을 경

험한다(Dodd & Conn, 2000). 나아가 점자를 배우기 시작하는 학령기 

초기의 이러한 어려움은 중․고등학교로까지 이어져 지속적인 읽기 이

해 부족이나 학업 부진을 유발할 위험을 갖는다(Tadic et al., 2010).

또한 점자는 촉각에 의한 공간 지각이 되어야 하므로 묵자 읽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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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릴 수밖에 없다. 한 번에 한 단어 이상의 읽기가 가능한 묵자 읽기와 

달리, 점자 읽기에서는 한 자씩 읽게 되어 문자의 전 단어를 인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Lowenfeld, 1975).

점자 읽기의 속도와 관련하여 Nolan과 Ashcroft(1969)는 시각장애 아

동의 평균 점독 속도는 정안 아동의 읽기 속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박삼숙(1995)은 시각장애 아동이 점자읽기에 

있어서 정안 아동에 비해 3.2배 느리다고 하였으며, 김은희(1997)의 정안 

아동과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속도 비교 연구에서 1분당 평균 정독 속

도가 초등학생은 2.18배, 중학생은 2.42배, 고등학생은 2.25배로 평균 약 

2.3배 가량 정안 학생이 더 빠르다고 하였다.

또한 과거 최근 점자정보단말기와 화면해설프로그램과 같은 보조공학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소리를 통한 읽기 활동도 많

은 전맹 시각장애인의 읽기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박중휘, 김미선,

2012). 비록 촉각 및 청각적 지각에 관하여 발달적 위계를 명확하게 정

의할 만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전맹 시각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특히 시각을 대신하여 촉각 및 청각이 보상 감각으로 사용되

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촉각 및 청각적 지

각은 학습에서만이 아니라 이동, 방향정위, 독립 보행에 있어 매우 중요

하다(Weiner, 1980).

한편 시각장애인의 청독에 관한 연구에서 Foulke, Amster, Nolan 그

리고 Bixler(1962)는 청독이 점독보다 훨씬 더 같은 시간 내에 많은 내용

을 이해하는 데에 효과적이며, Foulke와 Robinson(1970)은 청독에 대한 

선호도가 점독보다 높음을 밝혔다. 그러나 청독은 참조에 어려움을 가지

며, 자료를 통제하기가 어렵고, 독자로 하여금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하

여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지적된다(임안수, 1997).

3) 저시력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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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시력 시각장애 아동은 다양한 문자매체에 접근하기 어렵고, 자발적

인 읽기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제한을 받으

며(Lowenfeld, 1973), 더욱이 정안 아동과 비교하여 읽기에 대한 실패의 

경험과 좌절을 더 많이 경험한다(강보순, 2005).

저시력 시각장애 아동의 시력과 읽기 특성에 따라 문자매체에 따른 

읽기 효율성이 달라진다. 저시력 시각장애 아동은 안질환과 그에 따른 

시력 특성을 다양하게 나타내며, 같은 안질환이라 하더라도 시력 특성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시력특성은 저시력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시

간, 눈의 피로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시력 시각장애 아동 개개인

의 시력과 읽기 특성을 고려한 문자매체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시력 시각장애 아동이 사용하는 문자매체에는 점자, 큰 글자, 확대

경을 사용한 보통글자, 녹음도서 등이 있다(임안수, 1997). 저시력 시각

장애 아동의 문자매체 선정은 기능시력 평가를 통하여 아동의 시력과 

읽기 특성, 시력 사용 능력과 범위에 대한 평가와 시력을 가장 잘 사용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읽기 효율성 평가를 통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송정연(2001)은 저시력 시각장애 아동에게 문자 학습 초기부터 각 개

인의 시기능을 진단 평가하여 그에 적합한 큰글자, 확대 독서기, 확대경 

등의 확대 독서매체 등을 활용하여 문자의 정확한 형태를 인지하는 읽

기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한편, Rex(1999)는 잔존시력을 사용하여 읽

기 활동을 하면 읽기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읽기 속도가 빠르며,

더 다양한 읽기 자료에 접근 할 수 있으며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묵자 교육을 주장한다. 그러나 적절한 기능평가와 보조기기 없이 

이루어지는 묵자위주의 교육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강보순, 2005).

한편 임안수(1997)는 저시력 학생의 지각 범위가 비장애 학생의 그것

보다 좁음에 따라 자료를 눈에 가까이 가져가 읽거나 확대 자료를 사용

할 때에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보지 못함을 지적한다. 즉, 저시력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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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읽고 있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알기 어렵고, 원하는 부분을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부분적인 정보를 찾는데 시간에 오래 걸린다는 특

징을 갖는다.

4)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읽기가 갖는 학업 및 일상생활에서의 중요성과 읽기가 시각을 기반으

로 하는 활동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시각장애 아동들의 읽기와 관련 변

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① 전맹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이해 관련 변인 연구

전맹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이해 관련 변인에 관하여 점자 읽기 유창

성, 음운인식, 단어 재인, 작업기억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전맹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유창성과 관련한 연구들은 시각장애 

아동들이 점자 읽기 유창성에 있어서 정안 아동보다 2-3배 가량의 느린 

읽기 유창성을 보임을 보고하고 있다(김은희, 1997; 이태훈, 2016; 설창

훈, 1995; 하성숙, 1980; Trent, Truan & Mila, 1997). 이러한 읽기 유창

성에서의 어려움에 있어 Pring(1994)에 따르면 정안 아동의 경우 한 글

자를 읽고 다음 글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각적으로 이전의 글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시각장애 아동들은 이를 모두 기억에 의존해야 한

다는 점에서 인지적 부담으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Bernard 등

(2006)은 시각장애 아동의 경우 해부호화의 과정에서 점자 해석에 있어

서 일반 활자와는 다른 인지적 요소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안 아동보다 

느리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 아동의 경우 읽기 유창성은 실명 시기, 중복 장애 유

무, 조기 교육 유무, 점독 방식, 점자 학습 기간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안수, 박중휘, 2002; Em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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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9; Laroche et al., 2012; Wright et al., 2009). 이태훈(2016)은 

전맹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유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

색 결과 조기의 점자 학습, 점자 학습기간 양손 점독이 주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Wormesley(1996)는 점자 읽기 유창성 향상을 위한 

손 움직임 훈련이 양손 점독을 능숙하게 함으로써 읽기 유창성 향상에 

기여함을 밝힘으로써 점자 읽기 유창성 향상을 위한 교육적 지원 방안

을 제안한다.

전맹 시각장애 아동의 음운인식이란 촉각을 통하여 문자를 지각하고 지

각한 문자를 음성기호로 옮기는 과정 즉, 촉각을 통한 해독능력을 뜻한다

(Hatton, Erickson, Lee, 2010). Gillon과 Young(2002)은 전맹 시각장애 아

동과 정안 아동의 음운 인식 능력을 비교한 결과 전맹 시각장애 아동들에 

있어서 동일 연령의 정안 아동보다 어려움을 가지며, 3세 어린 집단과 유

사한 수준임을 밝혔다. 또한 음운 인식을 첫 모음 인식, 음절 인식, 음소 

인식, 두음 전환, 음소 활용에 대하여 각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전맹 시각

장애 아동과 3세 어린 집단 간의 유사한 패턴이 발견되었다.

한편 김광욱, 김화수(2012)는 시각장애 아동의 음운인식을 음절인식과 

음소인식으로 구분하여 연령 간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이의 단어 읽기,

읽기 속도, 읽기 정확도, 읽기 이해력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시각장애 아동은 음절인식에 있어서는 음소 인식에 있어서는 연령에 따

른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단어 읽기는 음절 인식과 읽기 속도는 음소 

인식과 관련되며, 읽기 정확도는 음소 인식과 읽기 이해력은 음소 및 음

절인식과 관련됨을 밝히고 있다.

Pring(1994)에 따르면 선천적 전맹 아동의 초기 읽기 단계에서 음운 

인식 능력은 정안 아동의 초기 읽기 단계와 비슷하며, 시각장애 아동의 

단어 읽기(word reading)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음운인식을 꼽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illon과 Young(2002) 또한 시각장애 아동의 

음운 인식이 읽기와 높은 상관을 가짐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단어 재인과 관련하여, 전맹 시각장애 아동의 단어 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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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측면에서 특징을 갖는다. 첫째, 전맹 시각장애 아동은 단어 재

인에 있어 촉각을 통하여 인지 과정을 거친다. 즉, 정안 아동은 “보고-말

하는” 과정을 통해 단어 재인을 하게 되는 반면, 시각장애 아동은 “만지

고-말하는”과정을 통해 단어 재인을 이루게 된다(Pring, 1984). 둘째, 전

맹 시각장애 아동은 일반 활자가 아닌 6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점을 기

반으로 한 점자를 활용한다. 점자는 하나의 점이 보유하는 정보량이 높

고, 복합적인 구조를 가짐에 따라 점자 읽기는 활자 읽기보다 높은 사고

처리를 요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Bernard et al., 2006).

끝으로 전맹 시각장애인의 연령별 중앙실행기와 음운루프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한 이해성(2012)에 따르면, 시각장애 아동 또한 일반 아동과 

같이 발달에 따라 작업기억 용량도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언어적 발달 또한 연령의 증가와 함께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특

히 중앙실행기 및 음운루프가 점자 읽기 속도와도 유의한 상관을 가짐

을 밝히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집행기능이 읽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기초 연구로서의 함의를 갖는다.

② 저시력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이해 관련 변인 연구

저시력 시각장애 아동 읽기 이해 관련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읽

기 유창성 및 문법지식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먼저 읽기 유창성

에 있어서 저시력 아동은 읽기에 있어 낮은 시각 폭(visual span)을 가

짐에 따라 시야에 들어오는 글자의 수가 적고 이에 따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을 갖는다(Scholl, 1989). Aulls(1982)와 송정연(2004) 그리고 

강보순(2007)또한 저시력 시각장애 아동이 갖는 낮은 읽기 유창성을 지

적하고, 이를 위한 교육적 중재 방안으로서 적절한 문자 매체의 선정과 

반복 읽기를 제안하고 있다.

문법지식과 관련하여 차향미(2002)는 저시력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아

동의 한글맞춤법과 표준어에 관한 사용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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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시각장애 아동은 정안 아동보다 높은 오류율을 보이며, 특히 형태적 

요소와 표준어에 대한 부분에 있어 저시력 시각장애 아동들이 어려움을 

가짐을 지적하였다. 김효동(1992) 또한 맞춤법 표기에 관한 연구를 실시

한 결과 저시력 시각장애 아동들에게서 높은 오류율이 나타남을 밝혔다.

한동일(2007)은 이와 같은 높은 오류율에 주목하여, 저시력 시각장애 아

동들이 문법지식 습득에서 갖는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시력 

시각장애 아동들은 글자 식별에 있어 형태적 혼동성과 글자의 다획 구

성으로 인한 구조적 복합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구체적으로 읽

기 어려운 글자로는 자음으로는 ‘ㄹ, ㅂ, ㅇ, ㅎ’, 모음으로는 ‘ㅗ, ㅡ, ㅔ’

가 높은 수준의 난이도를 가짐을 밝혔다.

③ 전맹 및 저시력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이해 관련 변인 연구

한편 다수의 연구들은 전맹 및 저시력 시각장애 아동 모두를 대상으

로 읽기 이해 관련 변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휘지식,

문법지식 그리고 작업기억 관련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어휘지식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의식적·무의식적 시각적 각성

상태에 있는 정안 아동의 경우 망막에 맺혀지는 수많은 정보에 의해 어

휘와 개념을 익히게 되지만, 시각장애 아동은 능동적으로 접근하지 않으

면 이러한 정보에서 소외됨에 따라 어휘지식 습득에 어려움을 갖는다(차

향미, 200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해균, 김옥현(2011)이 중·고등학교 

시각장애 학생과 정안 학생의 어휘지식을 비교한 결과, 중학생보다는 고

등학생이 그리고 시각장애 학생보다는 정안 학생이 어휘지식이 높은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정안 학생과 고등학교 시각장애 학

생의 어휘지식이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주(2007)는 어휘지식을 형태, 의미, 화용에 대한 지식으로 구분하

여 시각장애 고등학생과 정안 고등학생의 어휘지식을 탐색하였다. 그 결

과 어휘의 형태에 대한 지식 가운데 단어의 구조적 측면, 어휘의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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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식 가운데에서는 사전적 의미, 문맥적 의미, 의미관계에 대하여 

시각장애 아동은 정안 아동보다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용적 지식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시각장애 

아동은 형태적 의미적으로 어휘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정안 

아동에 비하여 어려움을 가지나, 보유하고 있는 어휘지식을 실제 언어사

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각장애 아동의 맞춤법과 관련하여 작업기억과 읽기의 높은 상

관은 개인의 특성이나 개인이 속한 집단의 특성에 관계없이 작업기억이 

읽기의 유의한 영향 요인이 될 것을 함의한다(Alptekin & Ercetin,

2009).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영향 요인으로 중앙실행기를 살펴보는 연

구들 또한 이루어져왔다. 중앙실행기와 관련한 연구로 김은정(2007)은 

읽기 폭 검사를 실시하여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높은 작업기억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eal과 Shaw(2008)가 실시한 숫자회상 검사 결과에서

는 이와 상반되게 비장애인보다 낮은 수준의 작업기억 용량이 제안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김은정(200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리고 Beal과 

Shaw(2008)는 중고등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발달에 따른 

차이인가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한 검증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시각장애 아동의 문법지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공통적

으로 정안 아동과 비교하여 음운론적 지식, 형태적 지식 모두에 걸쳐 어

려움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해균, 차향미, 2004; 정은혜, 김영

일, 2007). 이와 같은 문법지식에서의 어려움에 대하여 정은혜, 김영일

(2007)은 시각장애 아동들은 학령기 이전에 문법적 지식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령기 이후에도 문법지식 습득이 

의도적 교육 상황이나 독서 활동과 같은 한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

짐에 따른 것으로 파악한다.

다수의 시공간잡기장에 관한 연구들(Cornoldi, Cortesi, & Preti, 1991;

Cronoldi & De Beni, 1988; Cornoldi et al., 1989; De Beni & Cornol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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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Logie, 1990)은 시각장애인에게서 나타나는 시공간잡기장에서의 한

계를 제시한다. 작업기억에 대한 개념이 Baddeley(1986)에 의하여 구체

화되기 전에 이루어진 일부 연구들에서도, 시공각적 단기기억과 관련하

여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Millar, 1975; Shagan &

Goodnow, 1973). 그러나 이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김은정(2007)의 결과

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김은정(2007)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작업기

억 특성을 공간적 읽기 과제(시공간잡기장 과제)를 통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작업 기억의 하위 변인 모두에서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보

다 높은 작업기억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선행연

구들이 각기 다른 연령대의 대상을 다루고 있으며, 이들의 장애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없는 등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 향후 연구적 노

력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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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1 :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아동의 

읽기 이해 차이 분석

연구 1은 시각장애 아동이 시각적 장애로 인하여 갖게 되는 읽기 특

성을 정안 아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시각장애 아동의 읽

기 현황을 점검하고,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읽기 교육의 방안을 모색하

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1. 연구 대상

연구 1은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아동의 읽기에서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아동들을 연구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 대전, 광주,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소재 시각장애 특수학교 초등부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 

아동과 서울 소재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정안 아동을 그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특히 시각장애 아동들의 경우 시각장애 특수학교가 각 시도

별로 1개 내외만이 설치되어 있으며, 중복 시각장애를 제외하고는 각 학

년별로 1~2명의 연구 대상만이 포함되는 학교도 있는 등 연구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확보를 위하여 「2015 특

수교육 통계」(교육부, 2015)를 기반으로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 특수학

교에 연구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각 학교 및 아동의 조건에 따라 학교를 

통한 단체 방문이나 개별 자택 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되,

지능검사 결과 85이하로 보고되었거나 지적장애 및 발달지체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은 제외하였다. 또한 검사 실시 결과 무응답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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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각장애 정안 

(%)

(저성취
(% of
정안))

계

(%)
전맹

(%)
저시력 
(%)

소계 
(%)

저학년
15

(3.99)

18

(4.79)

33

(8.78)

149

(39.63)

37

(12.33)

182

(48.40)

고학년
25

(6.65)

18

(4.79)

43

(11.44)

151

(40.16)

30

(10.00)

194

(51.60)

계
40

(10.64)

36

(9.57)

76

(20.21)

300

(79.79)

67

(22.33)

376

(100.00)

체 문항은 50% 이상이거나, 읽기 이해도 성취 점수가 0점인 아동은 연

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시각장애 아동 76명과, 정안 아동 300명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어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구성은 

<표 Ⅲ-1-1>과 같다.

<표 Ⅲ-1-1> 연구 대상

2. 연구 도구

<표 Ⅲ-2-1>은 연구 1의 연구 도구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모든 

검사 도구는 연구자가 검사의 내용 영역을 추출 한 후, 표준화 검사도구 

및 선행연구의 검사 도구를 토대로 1차 예비 검사 문항을 출제하였다.

이를 관련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검토 후 수정 제작하였다. 특히 점자 

및 확대 묵자 검사 도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성인 시각장애인 자문

단의 감수를 받았다. 예비 검사 문항에 대하여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검사 실시 후, 실시 과정 및 결과에서 도출된 특성 및 문제점에 따

라 수정․보완하여 본 검사 도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표 Ⅲ-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읽기 이해 및 어휘지식을 측

정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에서 제작한 ACCENT 저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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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도구 문항 수

읽기 

이해

사실적 이해
ACCENT 국어영역 검사 20

추론적 이해

어휘지식 ACCENT 국어영역 검사 10

작업 

기억

중앙실행기
듣기 폭 10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16

음운루프
무의미 단어 따라하기 20

숫자 따라하기 16

시공간잡기장
사각형 매트리스 형태 기억 과제 10

사각형 매트리스 순서 기억 과제 8

<표 Ⅲ-2-1> 연구 도구

(1~3학년) 및 고학년용(4~6학년) 읽기 검사지(김동일, 신종호, 2003)를 활

용하였다. 검사는 피검자가 원하는 시간 만큼 응답할 수 있도록 허용하

였으며, 검사지의 신뢰도는 사실적 이해 문항이 .66, 추론적 이해 문항이 

.71, 어휘지식 문항이 .67로 신뢰로운 수준을 나타내었다. 집단별로 살펴

보았을 때, 전맹 시각장애 집단의 신뢰도는 사실적 이해 문항이 .71, 추

론적 이해 문항이 .69, 어휘지식 문항이 .72이며, 저시력 시각장애 집단

의 신뢰도는 사실적 이해 문항이 .68, 추론적 이해 문항이 .74, 어휘지식

문항이 .65이고, 정안 집단의 신뢰도는 사실적 이해 문항이 .65, 추론적 

이해 문항이 .70, 어휘지식 문항이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당도는 사실적 이해 문항이 .64~.72, 추론적 지식 문항이 

.52~.74, 그리고 어휘지식 문항이 .59~.76의 구인타당도가 나타났다. 집단

별로 살펴보면 전맹 시각장애 집단의 사실적 이해 문항의 타당도는 

.62~.81, 추론적 지식 문항이 .56~.73, 그리고 어휘지식 문항이 .63~.81의 

구인타당도가 나타났다. 저시력 시각장애 집단의 사실적 이해 문항의 타

당도는 .61~.82, 추론적 지식 문항이 .64~.77, 그리고 어휘지식 문항이 

.62~.72의 구인타당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정안 집단의 사실적 이해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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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타당도는 .58~.87, 추론적 지식 문항이 .60~.72, 그리고 어휘지식 문항

이 .55~.72의 구인타당도가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작업기억에 대한 검사들은 선행연구 및 표준화된 검사도

구를 토대로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먼저 중앙실행기를 측정을 위해서

는 읽기 폭 검사와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검수가 수행되었다. 읽기 폭 

검사를 위하여 송종용(1999)이 한글읽기장애 아동의 작업기억 특성 검사

에서 사용한 읽기 폭 검사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읽기 폭 검

사에서 아동은 독립된 문장을 듣고 이어서 문장과 관련성이 없는 하나

의 단어를 듣게 된다. 그 후 아동은 문장의 진위를 판단하고, 문장 뒤에 

들은 단어를 회상하여 구두 응답하여야 한다. 단어를 올바르게 회상하였

더라도, 문장의 진위에 대한 판별이 오답인 경우에는 해당 문항은 0점 

처리되었다. 검사는 검사자와 아동이 일대일로 진행하였으며, 검사자가 

구두로 문장과 단어를 들려주고, 아동은 검사자의 말을 듣고 구두로 답

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한편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검사는 이태화(2001)가 사용한 검사를 활용

하였다.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검사는 검사자가 불러주는 숫자를 듣고 

이를 뒤에서부터 거꾸로 회상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검사 또한 검사자와 아동이 일대일로 진행하였으며, 검

사자가 구두로 문장과 단어를 들려주고, 아동은 검사자의 말을 듣고 구

두로 답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이상의 읽기 폭 검사 및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중앙실행기 검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  계수는 .65로, 중앙실행기 검사는 신뢰로운 수준으로 나타났

으며, 구인타당도는 .74~.80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신뢰도 계

수는 전맹 집단 .74, 저시력 집단 .72, 정안 집단 .71로 나타났다. 타당도

는 전맹 집단 .67~82, 저시력 집단 .64~73, 정안 집단 .60~81로 나타났다.

음운루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무의미 단어 반복하기 검사와 숫자 따라

하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무의미 단어 반복하기 검사는 BASA 초

기읽기에서 사용하는 무의미 음절 따라 말하기 과제를 사용하였다. 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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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단어 반복하기 검사는 의미론적으로 뜻을 가지지 않는 낱글자의 조

합으로 이루어진 무의미 단어를 듣고, 이를 그대로 회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무의미 단어 반복하기 검사 또한 검사자와 아동이 일대일로 

진행하였으며, 검사자가 구두로 문장과 단어를 들려주고, 아동은 검사자

의 말을 듣고 구두로 답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숫자 따라하기 검사는 KEDI-WISC IV의 숫자 따라하기 검사를 전문

가 협의회 및 예비 검사를 거쳐 수정하여 제작하였다. 숫자 따라하기 검

사는 검사자로부터 일련의 숫자 세트를 듣고, 이를 그대로 회상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숫자 따라하기 검사 또한 검사자와 아동이 일대일로 

진행하였고, 음성으로 문항을 제시하고 구두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졌다. 음운루프 검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  계수는 .66으

로, 음운루프 검사는 신뢰로운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구인타당도는 

.74~.78로 나타났다.집단별로 살펴보면 신뢰도 계수는 전맹 집단 .67, 저

시력 집단 .64, 정안 집단 .64로 나타났다. 타당도는 전맹 집단 .71~86,

저시력 집단 .74~80, 정안 집단 .59~78로 나타났다.

또한 시공간잡기장 검사는 Logi 등(1990)이 사용한 사각형 매트리스 

검사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사각형 매트리스 검사는 가로 세

로 3X3 형태의 사각형 매트리스 내에 검사 실시 단계에 따라 검은색으

로 칠한 칸의 숫자를 늘려가며 진행되었다. 아동은 형태 기억 검사에서

는 검은색 칸의 위치를 기억하여 회상하였으며, 순서 기억 검사에서는 

검은 색 칸의 위치를 바꿔가며 차례로 2개 및 3개의 매트리스를 제시한 

후 순서대로 검은색 칸의 위치를 기억하여 회상하여야 한다. 시공간잡기

장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  계수는 .66으로 신뢰로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인타당도는 .75~.78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신뢰도 계수는 전맹 집단 .64, 저시력 집단 .72 정안 집단 .63

으로 나타났다. 타당도는 전맹 집단 .66~82, 저시력 집단 .78~82, 정안 

집단 .64~7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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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 연구

1) 예비 연구 대상

예비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A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2,

3, 4, 5학년 학생 40 및 시각장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2, 3, 4, 5학년 

학생 8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A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로부터 읽기 

저성취 아동과 일반성취 아동을 각각 구분하여 추천을 받은 후, 추천 받

은 학생 가운데 무작위로 각 학년 당 저성취 아동 2명과 일반성취 아동 

4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시각장애 특수학교에서도 무작위로 선정한 각 

학년 당 2명의 학생을 예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Ⅲ-3-1>은 

예비 연구 대상자들의 정보를 요약한다.

<표 Ⅲ-3-1> 예비 연구 대상 

학년 집단구분
성별

계 (%)
남 (%) 여 (%)

저학년

시각장애 2 (4.17) 2 (4.17) 4 (8.33)

정   안 10 (20.83) 10 (20.83) 20 (41.67)

전   체 12 (25.00) 12 (25.00) 24 (50.00)

고학년

시각장애 3 (6.25) 1 (2.08) 4 (8.33)

정   안 10 (20.83) 10 (20.83) 20 (41.67)

전   체 13 (27.08) 11 (22.92) 24 (50.00)

총  계

시각장애 5 (10.42) 3 (6.25) 8 (16.67)

정   안 20 (41.67) 20 (41.67) 40 (83.33)

전   체 25 (52.08) 23 (47.92) 48 (100.00)

시각장애 학생들 중 전맹 학생은 점자를 그리고 저시력 학생은 확대 

묵자를 활용하여 예비 검사에 응하였다. 그러나 4학년의 저시력 학생 1

명의 경우 검사 당일 눈의 컨디션이 좋지 못하고, 점자 학습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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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문항 대독을 통하여 예비 검사에 참석하였다. <표 Ⅲ-3-1>에 제

시된 바와 같이, 예비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초등학교 정안 및 시각장애 

학생 총 48명 가운데 저학년 및 고학년 학생은 각각 24명(50.00%), 그리

고 시각장애 학생은 총 8명(16.67%), 그리고 정안 학생은 총 40명

(83.33%)이었다. 한편 이 가운데 남학생이 25명(52.08%)이며, 여학생이 

23명(47.92%)로 나타났다.

2) 연구 도구의 재구성 과정

예비 연구에서는 읽기 이해, 어휘지식 그리고 작업기억을 측정하기 위

하여 ACCENT 국어영역 검사 저학년용 및 고학년용, 읽기 폭 검사, 숫

자 거꾸로 따라하기 검사, 무의미 단어 따라하기 검사, 숫자 따라하기 

검사, 사각형 매트리스 형태 기억 과제, 사각형 매트리스 순서 기억 과

제 등 모두 8가지 검사를 활용하였다.

(1) 읽기 이해 및 어휘지식 예비 검사 : ACCENT 국어 영역 검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2001)의 ACCENT 국어 영역 검사는 초등학교 

저학년용과 고학년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예비 연구에서는 현장 경력 10

년 이상의 특수교육 교사 3인(박사 학위 소지자 2인, 석사 학위 소지자 1

인) 및 일반교육 초등교사 1인(석사 학위 소지자)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

회를 통하여, ACCENT 국어 영역 검사 문항 가운데 사실적 이해 10문항

과 추론적 이해 10문항으로 구성된 총 20문항을 읽기 이해 검사지로 구성

하였다. 또한 어휘지식 10문항을 추출하여 어휘지식 검사지로 구성하였다.

(2) 작업기억 예비 검사(중앙실행기) : 듣기 폭

예비 연구에서는 듣기 폭을 측정하기 위하여 송종용(1999)이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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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폭 검사를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예비 검사에서 학생들은 독립된 

하나의 문장을 듣고 관련성이 없는 하나의 단어를 듣는다. 그 후 학생들

은 문장의 진위를 판단한 후, 문장을 듣고 난 다음 들었던 단어를 회상

하여 구술해야 한다. 문장의 진위가 틀렸을 경우, 단어를 적절하게 회상

하였더라도 그 문항은 0점 처리한다. 읽기 폭 예비 검사 도구는 총 10개

의 문항으로 구성하며, 충분한 연습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3개의 예시 

문항도 제작하였다.

(3) 작업기억 예비 검사(중앙실행기) :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예비 연구에서 활용한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예비 검사는 이태화

(2001)가 사용한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검사를 활용하였다.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예비 검사에서 학생은 검사자가 음성으로 제시한 숫자를 듣고 

순서를 거꾸로 회상하면서 응답하여야 한다. 예비 검사 도구는 15개 문

항으로 구성되며, 2개 숫자부터 9개 숫자까지 숫자 수를 하나씩 늘려가

며 구성되었다.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예비 검사 또한 충분한 연습을 검

사 전에 할 수 있도록 3개의 예시 문항을 제작하였다.

(4) 작업기억 예비 검사(음운루프) : 무의미 단어 따라하기

무의미 단어 따라하기 예비 검사를 위하여 BASA 초기 읽기의 무의미 

단어 따라하기 검사를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수정 후 사용하였다. 무

의미 단어 따라하기 예비 검사에서 학생은 언어적 의미를 가지지 않은 

낱글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듣고 들은 대로 구술하여야 한다.

무의미 단어 따라하기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어의 

음절 수에 따라 2음절 단어부터 6음절 단어까지 각 4개의 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무의미 단어 따라하기 예비 검사 또한 사전에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개의 예시 문항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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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기억 예비 검사(음운루프) : 숫자 따라하기

숫자 따라하기 예비 검사는 KEDI-WISC IV의 숫자 따라하기 과제를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숫자 따라하기 예비 검

사에서 학생은 검사자가 음성으로 불러주는 숫자를 듣고 기억하였다가 

들은 순서대로 숫자를 회상하여 응답하여야 한다. 숫자 따라하기 예비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2개 숫자부터 9개 숫자까지 숫자 수

를 하나씩 늘려가며 각 2~3개 문항씩으로 구성하였다. 검사 실시 이전에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개의 예시 문항을 제작하였다.

(6) 작업기억 예비 검사(시공간잡기장): 사각형 매트리스 형태 기억 및 

순서 기억

사각형 매트리스 형태 기억 및 순서 기억 예비 검사는 Logi 등(1990)

이 사용한 사각형 매트릭스 검사를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수정 및 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사각형 매트리스 형태 기억 검사에서는 학생에게 가로 

세로 3X3열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2개, 3개, 혹은 4개의 칸이 검은 색으

로 채워져 있는 사각형 매트리스를 3초간 제시한다. 그리고 가로 세로 

3X3열로 구성된 비어 있는 사각형 매트리스에서 방금 보았던 매트리스

의 검은 색이 어디에 있는 지를 회상하여 가리키도록 한다. 형태 기억 

검사는 검은 칸이 1개부터 5개까지 하나씩 그 수를 늘려가면서 총 10개

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각형 매트리스 순서 기억 검사에서는 학생에게 가로 세로 3X3

열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1개 혹은 2개의 칸이 검은 색으로 채워져 있는 

사각형 매트리스를 3초간 제시한다. 그리고 다시 각각 다른 곳에 1개, 혹

은 2개의 칸이 검은 색으로 채워져 있는 사각형 매트리스를 3초간 제시

한다. 그리고 가로 세로 3X3열로 구성된 비어 있는 사각형 매트리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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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보았던 매트리스의 검은 색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각각 어디에서 어

디로 이동하였는가를 회상하여 가리키도록 한다. 순서 기억 검사는 검은 

색이 1칸씩 총 2개의 매트리스가 한 세트인 문항 2개, 2개의 검은 칸이 

제시되는 총 2개의 매트리스가 한 세트인 문항 2개, 검은 칸이 1칸씩 총 

3개의 매트리스가 한 세트인 문항 2개, 그리고 검은 칸이 2개씩 총 3개

의 매트리스가 한 세트인 문항 2개의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사각형 매트리스 형태 기억 예비 검사 도구와 순서 기억 예비 검사 

도구는 전맹 시각장애 아동을 위하여 매트리스의 행렬 및 검은 칸을 점

자 제작용 투명 테이프에 점자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점을 찍어 8절 용

지에 붙여서 제작하였다. 또한 저시력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검사 도구

는 매트리스의 행렬 및 검은 칸을 A4 용지 전체 크기로 출력하여 제작

하였다. 이상의 예비 검사 도구는 제작 후 각각 성인 전맹 시각장애인과 

성인 저시력 시각장애인으로부터 감수를 받았다. 또한 전문가 협의회 결

과 저시력 시각장애인용으로 제작한 검사 도구가 정안 아동에게도 동일

하게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3) 예비 연구 결과

(1) 읽기 이해 및 어휘지식 예비 검사

일반 성취를 보이는 정안 아동에 대한 ACCENT 검사는 표준 조건과 

조정 조건을 나누어 실시하였다. 즉, 표준 조건에서는 일반 성취 집단의 

각 학년별 4명의 아동에게 예비 검사를 위하여 제작된 ACCENT 예비 

검사 도구(총 30문항)를 45분 동안 풀도록 하였다. 한편 조정 조건에서

는 각 학년별 4명의 아동에게 원하는 시간 만큼 문제를 풀도록 하였다.

그 결과 두 피검 조건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저시력 아동과 전맹 아동의 경우 읽기 속도가 정안 아동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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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느린 점을 고려하여, 수학 능력 시험 등에서 각각 1.5배와 1.7배의 시

간 연장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이며 예비 연구 대상자는 아직 읽기가 완전히 숙달되지 않은 초등

학생임을 고려하여, 예비 연구에서는 표준 조건의 피검 시간을 정안 아

동의 2배에 해당하는 90분으로 설정하고, 조정 조건에서는 원하는 시간

만큼 문제를 풀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정안 아동과 같이 두 피검 조건 집

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문항 대독으로 검사에 응한 피검자의 경우에는 총 63분의 시간

이 소요되었으며, 다른 두 피검 조건과의 비교 결과 역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피검 시간의 통제 여부가 수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검사에서는 ACCENT 검사를 피검 시간

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실시하였다.

읽기 이해 예비 검사 중 사실적 이해 10문항과 추론적 이해 10문항 

그리고 어휘지식 10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는 다음 <표 Ⅲ-3-2>에 제시

된 바와 같다.

<표 Ⅲ-3-2> 읽기 이해 예비 검사의 문항 난이도와 신뢰도

문항 난이도(%)

타당도 신뢰도시각장애
정안

전맹 저시력

사실적 65 56 60 .64~.81 .836

추론적 60 61 68 .58~.74 .841

어휘지식 62 63 67 .55~68 .763

<표 Ⅲ-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읽기 이해 예비 검사의 문항 난이도 

점검 결과, 4지선다형의 이상적인 정답률로 간주되는 60% 내외의 정답

률을 나타내었다. 또한 정답률이 0%인 문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100%

인 문항은 1문항 발견되었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구인타당도를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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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50 이상의 타당도가 도출되었다. 또한 문항 내적 일관성 지수인 

Cronbach 계수로 측정한 신뢰도가 .60 이상으로, 읽기 이해 및 언어지

식 예비 검사는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작업기억 검사

작업기억 검사인 중앙실행기(읽기 폭,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및 음운

루프(무의미 단어 반복하기, 숫자 따라하기)의 4개 검사는 연구자가 직

접 소리내어 읽어주고 아동이 소리내어 반응하도록 진행하였다. 예비 검

사 진행 이전에 3회 이상의 연습을 통하여 충분히 진행 방식에 대하여 

아동이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3초 이상 응답하지 못할 때에는 

다음 문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검사자와 피검사자가 일대일로 진행하였

다. 작업기억 검사 중 중앙실행기 및 음운루프의 난이도와 변별도는 다

음 <표 Ⅲ-3-3>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표 Ⅲ-3-3> 작업기억 예비검사의 문항 난이도 및 타당도와 신뢰도

문항 난이도(%)

타당도 신뢰도시각장애 정안

전맹 저시력 일반 저성취

중앙실행기
1 62 51 59 32

.58~.82 .65
2 57 48 57 25

음운루프
3 62 53 52 38

.61~.79 .66
4 65 55 53 43

1: 읽기 폭 2: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3: 무의미 단어 반복하기 4: 숫자 따라하기

선다형이 아닐 경우 문항 난이도는 50% 내외를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비추어볼 때, <표 Ⅲ-3-3>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예비 검

사 도구로 활용된 중앙실행기과 음운루프의 문항 난이도는 대체로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구인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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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타당도가 도출되었다. 또한 Cronbach 계수는 .60 이상으로, 신

뢰도 면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공간잡기장 검사를 위한 사각형 매트리스 형태 및 순서 기억하

기 검사는 정안 아동들에게 각 과제 제시 시간이 3초임을 고려하여, 우

선 시각장애 아동 가운데 3학년과 4학년 전맹 및 저시력 아동 4명에게 

이의 2배에 해당하는 6초의 시간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6초의 시간이 너

무 길다는 반응이 있어, 나머지 2학년과 5학년 전맹 및 저시력 아동 4명

에게는 4초의 시간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두 검사 조건에서의 수행 결

과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검사에서는 사각형 

매트리스 형태 및 순서 기억 검사는 4초 간 제시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2초 동안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사각형 

매트리스 검사 또한 검사자와 피검사자가 일대일로 진행하였다. 작업기

억 검사 중 시공간잡기장의 난이도와 변별도는 다음 <표 Ⅲ-3-4>에 요약

하여 제시하였다.

<표 Ⅲ-3-4> 작업기억 예비검사의 문항 난이도 및 타당도와 신뢰도

문항 난이도(%)

타당도 신뢰도시각장애
정안

전맹 저시력

1 71 42 70
.74~.78 .613

2 72 40 79

1: 사각형 매트리스 형태 기억, 2: 사각형 매트리스 순서 기억

<표 Ⅲ-3-4>에 따르면, 난이도는 정안 일반 성취 집단 및 전맹 집단을 

기준으로 볼 때 70~80% 정도의 정답률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비교적 쉬

운 문항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저시력과 저성취 아동을 기준

으로 볼 때 40~50% 가량의 정답률을 나타내어 전체 집단의 시공간잡기

장 능력을 변별하는 데에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구인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50 이상의 타당도가 도출되었다. 또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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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나타내는 Cronbach  계수가 .6 이상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의 검

사 도구임을 알 수 있다.

4) 예비 검사의 조정

이상과 같이 나타난 예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본 

검사에서 수정하여 반영하였다. 첫째, 점자가 미숙하거나 건강 상의 이

유 등으로 점자나 확대 묵자 읽기가 어려운 시각장애 학생에게는 문항 

대독을 통하여 읽기 이해 및 어휘지식 검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둘째, 읽기 이해 및 어휘지식 검사 실시 시간을 피검자가 원하는 만큼 

부여하였다. 따라서 속도 검사가 아닌 역량 검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셋째, 검사 실시 과정에서 확대 묵자 시험지 제작에 있어 확대경을 이

용하는 학생들이 주로 A4용지의 조작을 편하게 여기며, A3 용지를 선호

하는 학생들은 확대경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큰 글자가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큰 글자에 대한 선호도 한글 HWP 프로

그램 기준 17포인트로 의견이 모아졌다. 글자 폰트는 견고딕체 사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다. 이를 반영하여 A3 용지에는 17 포인트의 견고딕

체로, A4용지에는 11 포인트의 견고딕체로 제작하였다.

넷째, 중앙실행기와 음운루프 검사 결과 검사 문항의 수가 많고 동일

한 측정이 반복된다는 피검자와 검사자의 지적에 따라 숫자 거꾸로 따

라하기 검사는 20개의 2개부터 9개 숫자 세트로 구성된 문항 중 2개 숫

자 세트로 구성된 문항을 사전 연습을 위한 예비 문항으로 조정하고, 총 

16개 문항으로 조정하였다. 숫자 따라하기 검사 또한 3개씩 세트로 구성

된 문항들을 2개 숫자 세트로 조정하여, 총 16문항으로 조정하였다.

다섯째, 이상의 예비 연구에서 실시한 검사 실시 과정에 대하여 검사 

지침을 작성하고, 연구보조자 훈련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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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절차

1) 검사도구 개발 및 구성

본 연구는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읽기 이해 및 어휘지식과 작업기

억 검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읽기 이해, 어휘지식 및 작업기억 검사 실

시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검사 도구 및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를 선정한 후,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대상에 맞추어 수정 후 

사용하였다. 또한 시각장애 아동을 위하여 점역 및 확대묵자 작업을 거

쳐 검사 도구를 제작하였다. 모든 검사 도구는 교육 경력 10년 이상(특

수교육 경력 포함)의 박사 학위 소지자 2인과 석사 학위 소지자 1인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회를 거쳐 제작하였다. 또한 점자 및 확대 묵자 검사 

도구들에 대해서는 성인 시각장애인으로부터 감수를 거쳤다.

2) 연구윤리위원회 승인

본 연구는 연구 제반의 계획과 방법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

원회(IRB)의 2015년 9차 심의를 거쳤다. 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2015년 5

월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의 승인을 득하였다.

3) 자료수집 대상 학교 선정

자료수집 대상을 모집하기 위하여 우선 서울 소재 일반학교 및 서울,

대전, 광주, 부산, 강원, 경기, 충북, 전북 소재 시각장애 특수학교를 선

정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였다. 그 후 개별 학교에서 연구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고 연구의 목적과 연구 실시 방법 그리고 향후 연구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폐기 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였다. 이후 연구 참

여 희망 아동 및 학부모들로부터 동의를 얻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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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 검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한 수정

검사 도구와 검사 지침 점검을 위한 예비 검사를 2015년 5월 실시하

였다. 그 후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수정 및 보완작업을 수행하였다. 예

비 검사는 연구자와 교육학 학사 학위 및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1명의 

보조 연구자가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

에서 사용된 표준화 검사도구 및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검사

도구의 적합성을 점검하였다. 또한 예비 연구 과정 및 결과를 토대로 연

구 절차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5) 검사자 훈련

연구에 검사자로 참여하는 개별 학급 담당 교사 및 교육학 학사 학위

를 소지한 보조 연구자를 대상으로 검사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검사자 

훈련에서는 검사 지침을 설명하고 검사를 시연하였다.

6) 자료 수집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 읽기 이해 검사 및 어휘지식과 작업기억 검

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가운데 읽기 이해 검사와 어휘지식 검사는 정안 

집단의 경우에는 모두 집단 검사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개별 학급 담당 

교사가 검사를 실시하였다. 시각장애 집단의 경우에는 문항 대독을 희망

한 시각장애 학생 및 검사 실시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별 검사 형

태로 실시하였다. 한편 작업기억 검사는 모든 집단에 대하여 개별검사 

형태로 실시하였다. 시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읽기 이해 검사와 어휘지식 

검사 및 전체 학생에 대한 작업기억 검사는 연구자와 교육학 학사 학위 

및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1명의 보조 연구자가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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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료 입력

본 연구에서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연구자 및 보조 연구자 1인이 

검사지에 대한 채점에 참여하였으며, 연구자가 검사 자료를 입력하였다.

평정자 간 합치도 점검을 위하여 20%의 자료를 무작위 선정하여 확인 

채점하였으며, 그 결과 검사자 간의 98%의 일치율이 나타났다. 면담 결

과 수집된 자료는 녹음된 내용을 진술한 그대로 전사하였다.

5. 분석 방법

연구 1에서는 통계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연

구문제 1-1)을 검증하기 위하여 어휘지식, 작업기억, 읽기 이해의 결과에 

대한 전맹과 저시력의 시각장애 집단과 정안 집단의 수행 정도를 일원

분산분석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2)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장애 및 학년별 집단의 사실적 이해 영역과 추론적 이해 영역의 두 읽

기 이해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휘지식과 작업기억을 독립변인으로 하

는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6. 연구 결과

1)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아동의 차이 비교

(1)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아동의 읽기 이해 차이 비교

전맹, 저시력, 그리고 정안 아동 및 정안 아동 중 저성취 아동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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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읽기 이해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총점

M (SD)
효과

크기
M (SD)

효과

크기
M (SD)

효과

크기

전 

체

전  체 5.29 (2.20) - 6.70 (2.50) - 11.99 (4.36) -
전  맹 4.40 (2.86) 0.46 5.28 (2.75) 0.76 9.68 (5.35) 0.65

저시력 4.11 (2.21) 0.68 4.39 (2.59) 1.15 8.50 (4.56) 1.00
정    안 5.55 (2.02) - 7.17 (2.22) - 12.72 (3.87) -

(저성취) 3.19 (1.41) 1.35 4.07 (1.85) 1.52 7.27 (2.79) 1.62

저

학

년

전  체 4.45 (1.94) - 6.07 (2.56) - 10.51 (4.12) -

전  맹 3.53 (2.45) 0.50 4.53 (2.47) 0.79 8.07 (4.76) 0.70

저시력 3.83 (2.23) 0.38 4.06 (2.55) 0.97 7.89 (4.59) 0.75

정    안 4.61 (1.82) - 6.46 (2.41) - 11.07 (3.80) -

(저성취) 2.49 (1.07) 1.42 3.14 (1.36) 1.70 5.62 (1.75) 1.84

고

학

년

전    체 6.08 (2.13) - 7.30 (2.30) - 13.38 (4.12) -

전  맹 4.92 (3.01) 0.63 5.72 (2.87) 0.28 10.64 (5.54) 0.82

저시력 4.39 (2.23) 1.03 4.72 (2.65) 0.69 9.11 (4.59) 1.32

정    안 6.47 (1.77) - 7.87 (1.77) - 14.34 (3.19) -

(저성취) 4.07 (1.28) 1.55 5.23 (1.74) 0.59 9.30 (2.48) 1.76

적 이해, 추론적 이해 그리고 읽기 이해 총점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Ⅲ-6-1-1>과 같다.

<표 Ⅲ-6-1-1> 읽기 이해의 평균과 표준편차

Cohen’s d값, 정안 집단 대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아동의 사실적 이해 평균은 5.29점, 추론적 

이해 평균은 6.70점, 그리고 읽기 이해 총점의 평균은 11.9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맹 아동의 사실적 이해 평균은 4.40점, 추론적 이해 평균은 

5.28점, 그리고 총점은 9.68점이며, 저시력 아동의 사실적 이해 평균은 

4.11점, 추론적 이해 평균은 4.39점, 그리고 총점은 8.50점인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정안 아동의 사실적 이해 평균은 5.55점, 추론적 이해 평균은 

7.17점 그리고 총점은 12.72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정안 저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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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사실적 이해 평균은 3.19점, 추론적 이해 평균은 4.07점, 그리고 

총점의 평균은 7.27점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저학년 아동 전체의 사실적 이해 평균은 4.45점, 추론적 이해의 평균은 

6.07점이며 읽기 이해 총점의 평균은 10.5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

운데 전맹 아동의 사실적 이해 평균은 3.53점, 추론적 이해 평균은 4.53

점, 총점은 8.07점이며, 저시력 아동의 사실적 이해 평균은 3.83점, 추론

적 이해 평균은 4.06점, 그리고 총점은 7.8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정안 아동은 사실적 이해의 평균은 4.61점, 추론적 이해의 평균은 

6.46점, 총점의 평균은 11.0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안 아동 가운데 

저성취 아동의 사실적 이해 평균은 2.49점, 추론적 이해 평균은 3.14점, 그

리고 총점의 평균은 5.6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년의 경우 아동 전체의 사실적 이해 평균은 6.08점, 추론적 이해 

평균은 7.30점, 그리고 총점은 13.3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맹 아동의 

사실적 이해 평균은 4.92점, 추론적 이해 평균은 5.72점, 그리고 총점은 

10.64점이며, 저시력 아동의 사실적 이해 평균은 4.39점, 추론적 이해 평

균은 4.72점, 총점의 평균은 9.1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안 아동

의 사실적 이해 평균은 6.47점, 추론적 이해 평균은 7.87점, 그리고 총점

의 평균은 14.34점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정안 저성취 아동의 사

실적 이해 평균은 4.07점, 추론적 이해 평균은 5.23점, 그리고 총점의 평

균은 9.3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상의 기술 통계치들의 값을 비교하기 위하여 정안 집단을 기

준으로 효과크기를 Cohen’s d값을 통해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Cohen’s d값은 .2 이하일 때 효과크기가 작다고 판단하며, .8 이상일 때 

효과크기가 크다고 해석한다(Cohen, 1988). 읽기 이해의 평균과 표준편

차의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사실적 이해에 있어서는 저학년 집단 가

운데에는 정안 집단과 정안 저성취 집단 간, 고학년 집단에서는 정안 집

단과 저시력 집단 및 정안 저성취 집단 간, 전체 집단에서는 정안 집단

과 정안 저성취 집단 간에 높은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또한 추론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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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저학년 집단에서는 정안 집단과 저시력 및 정안 저성취 집

단 간, 고학년 집단에서는 정안 집단과 저시력 집단 간, 전체 집단에서

는 정안 집단과 저시력 및 정안 저성취 집단 간의 높은 효과크기가 나

타났으며, 저학년의 정안 집단과 전맹 집단 및 전체 집단에서의 정안 집

단과 전맹 집단 간에도 .7 이상의 비교적 높은 효과크기가 제시되었다.

한편 읽기 이해 총점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정안 집단과 저시

력 집단 및 정안 저성취 집단 간에 높은 효과크기가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2)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아동의 어휘지식 및 작업기억 차이 비교

시각장애 및 정안 아동의 어휘지식 및 작업기억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Ⅲ-6-1-2>와 같다. 전체 아동의 어휘지식 및 작업기억을 살펴본 결

과, 전체 아동의 어휘지식 평균은 6.49점, 중앙실행기의 평균은 17.49점,

음운루프의 평균은 25.21점, 시공간잡기장의 평균은 11.66점인 것으로 나

타났다. 먼저 전맹 아동의 어휘지식 평균은 5.40점, 작업기억 가운데 중

앙실행기의 평균은 17.80점, 음운루프의 평균은 25.55점, 그리고 시공간

잡기장의 평균은 8.90점이며, 저시력 아동의 어휘지식의 평균은 4.56점,

작업기억 가운데 중앙실행기의 평균은 18.50점, 음운루프의 평균은 26.11

점, 그리고 시공간잡기장의 평균은 7.4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안 아동의 어휘지식의 평균은 6.87점, 작업기억 중 중앙실행기의 평균

은 17.33점, 음운루프는 25.06점, 그리고 시공간잡기장의 평균은 12.53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안 아동 중 저성취 아동의 평균은 5.09점,

작업기억 중 중앙실행기의 평균은 15.24점, 음운루프의 평균은 23.06점,

그리고 시공간잡기장의 평균은 10.88점으로 제시되었다.

저학년 아동 전체의 사실적 이해의 평균은 5.72점, 작업기억 가운데 

중앙실행기의 평균은 16.64점, 음운루프의 평균은 24.22점, 그리고 시공

간잡기장의 평균은 11.0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년 전맹 아동의 어



- 57 -

구 분

어휘지식
작업기억

중앙실행기 음운루프 시공간잡기장

M (SD)
효과

크기
M (SD)

효과

크기
M (SD)

효과

크기
M (SD)

효과

크기

전 

체

전  체 6.49 (2.32) - 17.49(4.69) - 25.21(6.12) - 11.66 (3.55) -

전  맹 5.40 (2.54) 0.64 17.80(7.41) 0.08 25.55(5.91) 0.08 8.90 (4.42) 1.01

저시력 4.56 (2.83) 0.93 18.50(7.58) 0.20 26.11(7.18) 0.16 7.47 (4.95) 1.29

정    안 6.87 (2.05) - 17.33(3.68) - 25.06(6.02) - 12.53 (2.55) -

(저성취) 5.09 (2.06) 0.87 15.24(4.05) 0.54 23.06(5.77) 0.33 10.88 (3.21) 0.57

저

학

년

전  체 5.72 (2.31) - 16.64 (4.61) - 24.22 (6.02) - 11.00 (3.79) -

전  맹 4.93 (1.39) 0.62 17.33(6.24) 0.15 24.67(6.21) 0.11 7.53 (4.39) 1.21

저시력 3.56 (2.83) 0.99 16.89(7.93) 0.06 25.61(7.31) 0.24 5.89 (4.99) 1.51

정   안 6.06 (2.16) - 16.54(3.87) - 24.01(5.85) - 11.97 (2.75) -

(저성취) 3.86 (1.55) 1.17 13.62(3.78) 0.76 21.24(5.90) 0.47 9.84 (2.90) 0.75

고

학

년

전  체 7.21 (2.09) - 18.29(4.64) - 26.14(6.08) - 12.28 (3.19) -

전  맹 5.68 (3.02) 0.82 18.08(8.14) 0.11 26.08(5.78) 0.36 9.72 (4.32) 0.98

저시력 5.56 (2.53) 1.00 20.11(7.06) 0.36 26.61(7.23) 0.40 9.06 (4.50) 1.14

정   안 7.66 (1.58) - 18.11(3.32) - 26.10(6.02) - 13.09 (2.20) -

(저성취) 6.60 (1.54) 0.68 17.23(3.48) 0.26 25.30(4.81) 0.24 12.17 (3.15) 0.34

<표 Ⅲ-6-1-2> 어휘지식 및 작업기억의 평균과 표준편차

Cohen’s d값, 정안 집단 대비

휘지식 평균은 4.93점, 작업기억 중 중앙실행기 평균은 17.33점, 음운루

프의 평균은 24.67점, 그리고 시공간잡기장 평균은 7.53인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저학년 저시력 아동의 어휘지식 평균은 3.56점, 작업기억 중 중

앙실행기 평균은 16.89점, 음운루프의 평균은 25.61점, 그리고 시공간잡

기장 평균은 5.89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안 아동의 어휘지식 평

균은 6.06점, 작업기억 중 중앙실행기 평균은 16.54점, 음운루프의 평균

은 24.01점, 그리고 시공간잡기장의 평균은 11.97점인 것으로 제시되었

다. 또한 정안 아동 가운데 저성취 아동의 어휘지식 평균은 3.86점, 작업

기억 중 중앙실행기의 평균은 13.62점, 음운루프의 평균은 21.24점,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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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공간잡기장의 평균은 9.84점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고학년 아동의 전체의 평균을 살펴보면, 어휘지식은 7.21점, 중앙

실행기는 18.29점, 음운루프는 26.14점, 그리고 시공간잡기장은 12.28점으

로 나타났다. 고학년 전맹 아동의 어휘지식의 평균은 5.68점, 작업기억 

중 중앙실행기의 평균은 18.08점, 음운루프의 평균은 26.08점, 그리고 시

공간잡기장의 평균은 9.72점이며, 고학년 저시력 아동의 어휘지식의 평

균은 5.56점, 작업기억 중 중앙실행기의 평균은 20.11점, 음운루프의 평

균은 26.61점, 그리고 시공간잡기장의 평균은 9.0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학년 정안 아동의 평균은 7.66점, 작업기억 중 중앙실행기의 

평균은 18.11점, 음운루프의 평균은 26.10점, 시공간잡기장의 평균은 

13.09점이며, 정안 아동 중 저성취 아동의 경우 어휘지식의 평균은 6.60

점, 작업기억 중 중앙실행기의 평균은 17.23점, 음운루프의 평균은 25.30

점, 시공간잡기장의 평균은 12.17점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어휘지식에 있어서는 저학년 집단에서는 정안 집단과 저시력 및 정안 

저성취 집단 간에, 고학년 집단에서는 정안 집단과 전맹 및 저시력 집단 

간에, 전체 집단에서는 정안 집단과 저시력 및 정안 저성취 집단 간에 

높은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작업기억 가운데 중앙실행기에 있어서는 저

학년 집단의 정안 집단과 정안 저성취 집단 간에서만 높은 효과크기가 

나타났으며 음운루프에서는 모두 .5 이하의 효과크기를 나타내어 상대적

으로 적은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한편 작업기억 중 시공간잡기장에서는 저학년의 경우에는 정안 집단

과 전맹, 저시력 및 정안 집단에서 높은 효과크기가 나타났으며 정안 집

단과 정안 저성취 집단 간에서도 .7 이상의 비교적 높은 효과크기가 나

타났다. 또한 고학년과 전체 학년의 경우 정안 집단과 전맹 및 저시력 

집단 간에서 높은 효과크기가 제시되었다.

(3)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아동의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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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저학년 고학년


post

-hoc

부분




post

-hoc

부분




post

-hoc

부분



읽

기

이

해

사실적 

이해
11.08*** 3>1,2 .165 3.17 - .054 13.41*** 3>1,2 .123

추론적 

이해
31.58*** 3>1,2 .145 11.17*** 3>1,2 .111 27.95*** 3>1,2 .226

어휘지식 23.43*** 3>1,2 .112 11.62*** 3>1,2 .115 18.88*** 3>1,2 .165

작

업

기

억

중앙

실행기
1.10 - .066 .23 - .083 1.54 - .061

음운

루프
.54 - .063 .61 - .067 .058 - .061

시공간

잡기장
6.94*** 3>1,2 .246 38.91*** 3>1,2 .303 28.34*** 3>1,2 .229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아동의 읽기 이해와 어휘지식 그리고 작업기억

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Ⅲ

-6-1-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Ⅲ-6-1-3>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아동의 차이 검증

***<.001

1: 전맹 집단, 2: 저시력 집단, 3: 정안 집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저학년 아동의 읽기이해와 어휘지식, 작업

기억의 차이 검증 결과, 사실적 이해와 중앙실행기 및 음운루프에 있어

서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아동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러나 추론적 이해와 어휘지식 그리고 시공간 잡기장에서는 시각장애 아

동들이 정안 아동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행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고학년 아동들에서는 저학년 아동들의 수행 수준 차이 검증 

결과에 더하여 사실적 이해에 있어서도 유의하게 낮은 수행 수준을 보

였다. 전체 아동에 대한 수행 수준 차이 검증 결과 또한 고학년 아동에 

대한 검증 결과와 동일하게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 그리고 어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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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저학년 고학년


post

-hoc

부분




post

-hoc

부분




post

-hoc

부분



읽

기

이

해

사실적 

이해
4.76* 1,2>3 .074 4.21* 1,2>3 .112 1.00 .373

추론적 

이해
3.38* 1,2>3 .164 3.11 .085 .91 .407

어휘지식 1.19 .067 2.32 .065 1.49 .233

작

업

기

억

중앙

실행기
4.11* 1,2>3 .065 3.33 .090 1.18 .313

음운

루프
3.61 .069 3.45 .093 .31 .737

시공간

잡기장
8.82*** 3>1,2 .112 6.75** 3>1,2 .168 4.40* 3>1,2 .061

식 및 시공간잡기장에서 시각장애 아동이 정안 아동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행 수준을 보였다.

즉, 시각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저학년 시각장애 아동들은 추론적 이해 

및 어휘지식과 시공간잡기장에서 정안 아동보다 낮은 수행 수준을 보였

다. 이에 더하여 고학년 시각장애 아동들은 사실적 이해에 있어서도 정

안 아동보다 낮은 수행 수준을 보임에 따라 읽기 이해에 있어서의 어려

움이 학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저성취 아동의 차이 검증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아동 가운데 저성취 아동의 읽기 이해와 어휘

지식 그리고 작업기억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표 Ⅲ-6-1-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Ⅲ-6-1-4>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저성취 아동의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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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맹 집단, 2: 저시력 집단, 3: 정안 저성취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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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저학년 수준의 경우 사실적 이해

에 있어서는 전맹 및 저시력의 시각장애 아동들이 정안 저성취 아동보

다 유의하게 높은 성취를 보였다. 그러나 추론적 이해, 어휘지식, 작업기

억 중 중앙실행기와 음운루프에서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시공간잡기장에서는 정안 저성취 집단이 저시력 집단보다 

높은 성취를 보였다.

고학년 집단에서는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 모두에서 시각장애 아

동과 정안 저성취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어휘

지식과 작업기억 중 중앙실행기와 음운루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한편 시공간잡기장에서는 저학년 집단과 동일하게 정안 저성

취 집단이 저시력 집단보다 높은 성취를 보였다.

2) 읽기 이해 영향 요인 분석

본 장에서는 시각장애 및 정안 아동의 집단별 읽기 이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읽기 이해, 어휘지식, 작업기억 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 각각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였다.

(1) 읽기 이해, 어휘지식, 작업기억의 상관분석 결과

시각장애 및 정안 아동의 읽기이해, 어휘지식 및 작업기억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 아동의 읽기이해, 어휘지식 및 작업기억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Ⅲ-6-2-1>과 같다. 전체 아동의 사실적 이해와의 상

관분석 결과에서 어휘지식과 시공간잡기장에서는 .5 이상의 그리고 중앙

실행기와 음운루프에서는 .3 이상의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추론적 이해와

의 상관분석 결과에서 어휘지식과 시공간잡기장에서는 .5 이상의 상관이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중앙실행기와 음운루프의 순으로 유의한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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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2-1> 전체 아동의 읽기이해, 어휘지식, 작업기억의 상관분석

　 1 2 3 4 5

2 .720** 　 　 　 　

3 .640** .652** 　 　 　

4 .447** .423** .463** 　 　

5 .384** .280** .296** .394** 　
6 .557** .590** .565** .407** .191**

1: 사실적 이해, 2: 추론적 이해, 3: 어휘지식, 4: 중앙실행기, 5: 음운루프, 6: 시공간잡기장

**<.01

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맹 아동의 읽기이해, 어휘지식 및 작업기억의 상관분석 결

과는 <표 Ⅲ-6-2-2>와 같다.

<표 Ⅲ-6-2-2> 전맹 아동의 읽기 이해, 어휘지식, 작업기억의 상관분석

1 2 3 4 5

전체

2 .815** 　 　 　 　

3 .612** .709** 　 　 　

4 .702** .707** .719** 　 　

5 .672** .564** .561** .578** 　
6 .717** .824** .650** .720** .579**

저학년

2 .870** 　 　 　 　

3 .411 .427 　 　 　
4 .549* .635* .308 　 　

5 .375 .450 .362 .313 　
6 .737** .866** .358 .739** .505

고학년

2 .779** 　 　 　 　
3 .660** .792** 　 　 　

4 .771** .746** .822** 　 　

5 .826** .618** .655** .714** 　
6 .687** .792** .762** .736** .614**

1: 사실적 이해, 2: 추론적 이해, 3: 어휘지식, 4: 중앙실행기, 5: 음운루프, 6: 시공간잡기장

*<.05, **<.01

<표 Ⅲ-6-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맹 아동의 읽기이해, 어휘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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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작업기억의 상관분석 결과, 전체 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보다 대

체로 높은 상관이 제시되었다. 전체 전맹 아동의 사실적 이해와의 상관

분석 결과 시공간잡기장, 중앙실행기, 음운루프와 어휘지식의 순으로 유

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시공간잡기장과 중앙실행기에서는 음운루프에서

는 약 .7 이상의 높은 상관이 제시되었다. 한편 추론적 이해와의 상관 

분석 결과 시공간잡기장, 어휘지식, 중앙실행기, 그리고 음운루프의 순으

로 높은 상관이 제시되었다. 이 가운데 시공간잡기장, 어휘지식, 중앙실

행기에서는 약 .7 이상의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저학년 전맹 아동의 사실적 이해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변인으로는 

시공간잡기장과 중앙실행기가 나타났으며, 시공간잡기장에서는 .7 이상

의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추론적 이해와는 시공간잡기장과 중앙실

행기의 순으로 유의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론적 이해에서 

또한 시공간잡기장에서 .7 이상의 높은 상관이 제시되었다. 한편 고학년 

전맹 아동에 대한 분석 결과, 음운루프, 중앙실행기, 시공간잡기장 그리

고 어휘지식이 사실적 이해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추론적 이

해는 어휘지식과 시공간잡기장 그리고 중앙실행기, 음운루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고학년 전맹 아동의 읽기 이해, 어휘지식, 작업기억의 상

관분석 결과 추론적 이해 중 음운루프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약 .7 이

상의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저시력 아동의 읽기 이해, 어휘지식, 작업기억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Ⅲ-6-2-3>과 같다. 저시력 아동의 읽기이해, 어휘지식 그리고 

작업기억의 상관분석 결과, 전맹 아동과 유사하게 전체 집단에 대한 분

석 결과보다 대체로 높은 상관이 제시되었다. 저시력 아동 전체의 상관

을 분석한 결과 사실적 이해와 유의한 상관을 갖는 변인으로는 시공간

잡기장, 어휘지식, 중앙실행기 그리고 음운루프 등이 나타났다. 특히 시

공간잡기장, 어휘지식 및 중앙실행기는 약 .8의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추론적 이해와는 중앙실행기, 어휘지식, 시공간잡기장, 음운루프의 

순으로 유의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중앙실행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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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2-3> 저시력 아동의 읽기 이해, 어휘지식, 작업기억의 상관분석

1 2 3 4 5

전체

2 .805**

3 .814** .702** 　 　 　

4 .778** .706** .805** 　 　

5 .585** .565** .585** .678** 　
6 .823** .694** .787** .803** .574**

저학년

2 　.838**

3 .910** .857** 　 　 　

4 .827** .735** .809** 　 　
5 .451 .477* .454 .512* 　

6 .891** .785** .832** .745** .347

고학년

2 .766**

3 .744** .551* 　 　 　

4 .719** .667** .785** 　 　
5 .715** .644** .770** .874** 　

6 .772** .602** .669** .854** .852**

1: 사실적 이해, 2: 추론적 이해, 3: 어휘지식, 4: 중앙실행기, 5: 음운루프, 6: 시공간잡기장

*<.05, **<.01

어휘지식에서는 약 .7의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저학년 저시력 아동의 사실적 이해는 어휘지식, 시공간잡기장 및 중앙

실행기에서 유의한 상관이 제시되었다. 한편 추론적 이해와의 상관을 분

석한 결과 어휘지식, 시공간잡기장, 중앙실행기, 그리고 음운루프의 순으

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가운데 추론적 이해에 있어 음운루프와의 

상관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약 .7 이상의 높은 상관이 제시되었다.

고학년 저시력 아동의 사실적 이해와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시공간잡기

장, 어휘지식, 중앙실행기 그리고 음운루프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

며, 모두 .7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추론적 이해에 있어서는 

중앙실행기, 음운루프, 시공간잡기장 그리고 어휘지식의 순으로 유의한 상

관이 제시되었다. 모든 변인은 추론적 이해와 .5 이상의 상관을 보였다.

정안 아동의 읽기이해, 어휘지식, 작업기억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Ⅲ

-6-2-4>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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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2-4> 정안 아동의 읽기 이해, 어휘지식, 작업기억의 상관분석

1 2 3 4 5

전체

2 .662** 　 　 　 　

3 .582** .564** 　 　 　

4 .340** .384** .379** 　 　

5 .339** .249** .250** .289** 　
6 .400** .373** .359** .285** .101

저학년

2 .611** 　 　 　
3 .569** .621** 　 　 　

4 .352** .483** .492** 　 　
5 .456** .316** .334** .290** 　

6 .370** .372** .354** .319** .196*

고학년

2 .629**

3 .397** .289** 　 　 　

4 .193* .124 .076 　 　
5 .137 .074 .034 .232** 　

6 .316** .254** .220** .150 -.090

1: 사실적 이해, 2: 추론적 이해, 3: 어휘지식, 4: 중앙실행기, 5: 음운루프, 6: 시공간잡기장

*<.05, **<.01

전체 정안 아동의 읽기 이해, 어휘지식, 작업기억의 상관 분석 결과 앞

서 살펴본 시각장애 아동보다 대체로 낮은 상관이 나타났다. 사실적 이

해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어휘지식, 시공간잡기장, 중앙실

행기 그리고 음운루프 등이 나타났다. 또한 추론적 이해와는 어휘지식,

중앙실행기, 시공간잡기장, 그리고 음운루프의 순으로 유의한 상관을 갖

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에서 어휘지식과 작업기

억은 모두 .6 이하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저학년 정안 아동의 사실적 이해와 유의한 상관을 갖는 변인으로는 어

휘지식, 음운루프 그리고 시공간잡기장과 음운루프가 나타났다. 또한 추

론적 이해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는 변인으로는 어휘지식, 중앙실행기,

시공간잡기장 그리고 음운루프가 제시되었다. 추론적 이해와 어휘지식의 

상관을 제외한 모두에서 .6 이하의 상관이 제시되었다. 한편 고학년 정안 

아동의 사실적 이해와 유의한 상관을 갖는 변인으로는 어휘지식, 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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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기장과 중앙실행기가 나타났다. 추론적 이해와 유의한 상관을 갖는 변

인으로는 어휘지식과 시공간잡기장이 제시되었다. 고학년 정안 아동의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 모두에서 .4 이하의 상관이 나타났다.

정안 저성취 아동의 읽기이해, 어휘지식, 작업기억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Ⅲ-6-2-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Ⅲ-6-2-5> 정안 저성취 아동의 읽기 이해, 어휘지식, 작업기억의 상

관분석

1 2 3 4 5

전체

2 .454** 　 　 　 　

3 .455** .523** 　 　 　

4 .426** .414** .527** 　 　

5 .329** .245* .287* .247* 　

6 .589** .615** .442** .574** .142

저학년

2 .030

3 .074 .234
4 -.008 .324 .470**

5 .280 .103 .137 .134

6 .455** .507** .465** .483** .212

고학년

2 .333 　 　 　 　

3 .188 .242 　 　 　
4 .513** .111 .172 　 　

5 .036 .008 -.020 .064 　
6 .542** .560** .085 .512** -.258

1: 사실적 이해, 2: 추론적 이해, 3: 어휘지식, 4: 중앙실행기, 5: 음운루프, 6: 시공간잡기장

*<.05, **<.01

전체 정안 저성취 아동의 읽기이해, 어휘지식, 작업기억의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사실적 이해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변인으로 시공간잡기

장, 어휘지식, 중앙실행기, 그리고 음운루프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론적 

이해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변인으로는 시공간잡기장, 어휘지식, 중앙

실행기 그리고 음운루프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안 저성취 아동의 읽기 이해, 어휘지식, 작업기억의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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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시각장애 및 전체 정안 아동보다 낮은 상관이 나타났으며 

유의한 변인도 상대적으로 적게 제시되었다.

저학년 정안 저성취 아동의 경우 사실적 이해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

는 변인으로는 시공간잡기장만이 나타났다. 또한 추론적 이해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변인으로도 시공간잡기장만이 나타났다. 한편 고학년 정

안 저성취 아동의 경우 사실적 이해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변인으로

는 시공간잡기장과 중앙실행기이 나타났으며, 추론적 이해와 유의한 상

관을 보이는 변인으로는 시공간잡기장만이 제시되었다.

(2) 사실적 이해 영향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읽기 이해의 영역 중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 각각

에 대한 집단별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전맹 아동의 사실적 이해

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결과는 <표 Ⅲ-6-2-6>에 제시하였다.

<표 Ⅲ-6-2-6> 전맹 아동의 사실적 이해 영향 요인 분석

모형 독립변수 B SE  adj 2 t 

전
체

1 시공간잡기장 .464 .073 .717 .501 6.335 40.138***

2
시공간잡기장 .319 .081 .493

.592
3.929

29.338***
음운루프 .188 .061 .387 3.087

저
학
년

1 시공간잡기장 .411 .104 .737 .508 3.929 15.440**

고
학
년

1 음운루프 .430 .061 .826 .668 7.024 49.338***

2
음운루프 .293 .079 .561

.726
3.681

32.867***
실행기능 .137 .056 .370 2.428

***<.001, **<.01

<표 Ⅲ-6-2-6>에 분석된 바와 같이, 저학년 전맹 아동의 사실적 이해

의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는 시공간잡기장이 도출되었다. 저학년 전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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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독립변수 B SE  adj 2 t 

전
체

1 시공간잡기장 .368 .043 .823 .669 8.463 71.624***

2
시공간잡기장 .214 .063 .480

.736
3.405

49.715***

어휘지식 .342 .110 .437 3.103

저
학
년

1 어휘지식 .716 .082 .910 .817 8.756 76.664***

2
어휘지식 .430 .124 .546

.871
3.473

58.324***

시공간잡기장 .195 .070 .437 2.780

고
학
년

1 시공간잡기장 .382 .079 .772 .571 4.857 23.587***

동에 있어 어휘지식은 50.8%의 고유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학년 전맹 아동의 경우 음운루프와 실행기능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음운루프는 고학년 전맹 아동의 사실적 이해에 있어 66.8%의 

고유설명력을 가지며, 어휘지식은 이에 5.8%의 추가 설명력을 갖는 것으

로 제시되었다. 전체 전맹 아동의 사실적 이해에 대한 유의한 영향 요인

으로는 시공간잡기장과 음운루프가 도출되었다. 전맹 아동전체의 사실적 

이해에 있어 시공간잡기장은 50.1%의 고유설명력을 가지며, 음운루프는 

이에 9.1%의 추가 설명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시력 아동의 사실적 이해에 대한 영향 요인은 <표 Ⅲ-6-2-7>과 같이 

분석되었다.

<표 Ⅲ-6-2-7> 저시력 아동의 사실적 이해 영향 요인 분석

***<.001

저학년 저시력 아동의 사실적 이해의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어휘지식

과 시공간잡기장이 도출되었다. 저학년 저시력 아동의 어휘지식은 81.7%

의 고유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공간잡기장은 5.4%의 추

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학년 저시력 아동의 경우 시

공간잡기장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시공간잡기장은 고학년 

저시력 아동의 사실적 이해에 있어 57.1%의 고유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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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독립변수 B SE  adj 2 t 

저

학

년

1 어휘지식 .479 .057 .569 .319 8.379 70.213***

2
어휘지식 .394 .057 .469

.395
6.906

49.262***

음운루프 .093 .021 .299 4.414

3

어휘지식 .349 .059 .414

.415

5.903

36.060***음운루프 .088 .021 .285 4.255
시공간잡기장 .111 .045 .168 2.483

고

학

년

1 어휘지식 .444 .084 .397 .152 5.280 27.880***

2
어휘지식 .385 .084 .344

.202
4.601

19.994***

시공간잡기장 .193 .060 .241 3.218

3
어휘지식 .375 .083 .336

.219
4.531

15.024***시공간잡기장 .205 .060 .256 3.441

음운루프 .044 .021 .149 2.053

전

체

1 어휘지식 .573 .046 .582 .337 12.363 152.846***

2
어휘지식 .495 .048 .503

.377
10.292

91.390***

시공간잡기장 .174 .039 .219 4.486

3

어휘지식 .446 .048 .454

.414

9.302

71.322***시공간잡기장 .171 .038 .217 4.568

음운루프 .068 .015 .203 4.437

나타났다.

저시력 아동 전체의 사실적 이해에 대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는 시

공간잡기장과 어휘지식이 도출되었다. 저시력 아동 전체의 사실적 이해

에 있어 시공간잡기장은 66.9%의 고유설명력을 가지며, 어휘지식은 

6.7%의 추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안 아동의 사실적 이해 영향 요인은 <표 Ⅲ-6-2-8>과 같이 분석되었다.

<표 Ⅲ-6-2-8> 정안 아동의 사실적 이해 영향 요인 분석

***<.001

저학년 정안 아동의 사실적 이해의 영향 요인으로 어휘지식, 음운루

프, 그리고 시공간잡기장이 제시되었다. 어휘지식은 31.9%의 고유설명력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운루프는 7.6%, 시공간잡기장은 2.0%

의 추가설명력을 보였다. 고학년 정안 아동의 경우에는 어휘지식,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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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독립변수 B SE  adj 2 t 

저
학
년

1 시공간잡기장 .168 .056 .455 .185 3.027 9.162**

고
학
년

1 시공간잡기장 .221 .065 .542 .269 3.414 11.625**

전
체

1 시공간잡기장 .368 .043 .823 .669 8.463 71.624***

2
시공간잡기장 .214 .063 .480

.736
3.405

49.715***

어휘지식 .342 .110 .437 3.103

간잡기장, 음운루프가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고학년 정안 

아동에게서 어휘지식은 15.2%의 고유 설명력을 가지며, 시공간잡기장은 

5.0% 그리고 음운루프는 1.7%의 추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정안 아동의 사실적 이해 영향 요인 분석 결과 어휘지식, 시공간

잡기장 그리고 음운루프가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어휘지식은 

33.7%의 고유설명력을 가지며, 시공간잡기장은 4.0%의 추가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운루프는 3.7%의 추가설명력을 나타내었다.

<표 Ⅲ-6-2-9>는 정안 저성취 아동의 사실적 이해 영향 요인 분석 결

과를 제시한다.

<표 Ⅲ-6-2-9> 정안 저성취 아동의 사실적 이해 영향 요인 분석

***<.001

저학년 정안 저성취 아동의 사실적 이해 영향 요인 분석결과 시공간잡

기장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18.5%의 고유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고학년 정안 저성취 아동의 사실적 이해 영향 요인 

분석결과에서도 시공간잡기장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26.9%의 고유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전체 정안 저성취 아동의 사실적 이해 영향 요인 분석 결과에서는 시

공간잡기장과 어휘지식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시공간잡기장

의 고유설명력은 66.9%이며, 어휘지식은 6.7%의 추가설명력을 갖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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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3) 추론적 이해 영향 요인 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아동의 추론적 이해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전맹 아동에 대한 추론적 이해의 영향 요

인 분석 결과는 <표 Ⅲ-6-2-10>과 같다.

<표 Ⅲ-6-2-10> 전맹 아동의 추론적 이해 영향 요인 분석

모형 독립변수 B SE  adj 2 t 

저
학
년

1 시공간잡기장 .488 .078 .866 .731 6.252 39.088***

고
학
년

1 어휘지식 .751 .121 .792 .612 6.229 38.798***

2
어휘지식 .427 .167 .450

.686
2.548

27.211***

시공간잡기장 .298 .117 .449 2.538

전
체

1 시공간잡기장 .514 .057 .824 .670 8.957 80.221***

2
시공간잡기장 .391 .070 .628

.716
5.595

50.259***

어휘지식 .327 .122 .301 2.684

***<.001

<표 Ⅲ-6-2-10>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저학년 전맹 아동의 

추론적 이해의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는 시공간잡기장에 의하여 약 

73.1%가 설명되고 있다. 한편 고학년 전맹 아동의 추론적 이해의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는 어휘지식과 시공간잡기장에 의하여 68.6%가 설명되었

다. 이 가운데 어휘지식의 고유설명력은 61.2%이며, 시공간잡기장은 약 

7.4%를 추가로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전맹 아동의 추론적 이

해를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시공간잡기장과 어휘지식이 도출되었다. 시공

간잡기장은 전맹 아동 전체의 추론적 이해에 있어 약 67.0%의 고유설명

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휘지식은 4.6%의 추가설명력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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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저시력 아동에 대한 추론적 이해의 영향 요인 분석 결과는 

<표 Ⅲ-6-2-11>과 같다.

<표 Ⅲ-6-2-11> 저시력 아동의 추론적 이해 영향 요인 분석

모형 독립변수 B SE  adj 2 t 

저
학
년

1 어휘지식 .773 .116 .857 .718 6.653 44.261***

고
학
년

1 중앙실행기 .251 .070 .667 .411 3.586 12.857**

전
체

1 중앙실행기 .241 .041 .706 .484 5.816 33.822***

***<.001

<표 Ⅲ-6-2-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저학년 저시력 아동의 추론적 이

해 영향 요인으로는 어휘지식만이 유의한 변인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학

년 저시력 아동의 추론적 이해 영향 요인으로는 중앙실행기가 유의한 

변인으로 도출되었다. 중앙실행기의 고학년 저시력 아동에서의 추론적 

이해에 대한 고유설명력은 41.1%를 나타내었다.

끝으로 저시력 아동 전체의 추론적 이해 영향 요인 또한 중앙실행기

만이 유의한 변인으로 제시되었다. 저시력 아동 전체에서의 추론적 이해

에 대한 중앙실행기의 고유설명력이 약 48.4%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한편 정안 아동의 추론적 이해 영향 요인 분석 결과는 <표 Ⅲ-6-2-12>

와 같다. 저학년 정안 아동의 추론적 이해 영향 요인으로는 어휘지식,

중앙실행기, 시공간잡기장이 나타났다. 어휘지식은 정안 아동의 추론적 

이해에 있어 38.2%의 고유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안 

아동의 추론적 이해에 있어 중앙실행기는 3.7% 및 시공간잡기장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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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독립변수 B SE  adj 2 t 

저

학

년

1 어휘지식 .692 .072 .621 .382 9.610 92.352***

2
어휘지식 .564 .080 .506

.419
7.038

54.451***

중앙실행기 .145 .045 .234 3.248

3
어휘지식 .542 .082 .470

.432
6.417

38.580***중앙실행기 .129 .045 .207 2.860

시공간잡기장 .123 .059 .140 2.084

고

학

년

1 어휘지식 .444 .084 .397 .152 5.280 27.880***

2
어휘지식 .385 .084 .344

.202
4.601

19.994***

시공간잡기장 .193 .060 .241 3.218

3

어휘지식 .375 .083 .336

.219

4.531

15.024***시공간잡기장 .205 .060 .256 3.441
음운루프 .044 .021 .149 2.053

전

체

1 어휘지식 .611 .052 .564 .315 11.781 138.793***

2
어휘지식 .529 .055 .488

.347
9.669

80.524***

중앙실행기 .120 .030 .199 3.937

3
어휘지식 .476 .056 .439

.369
8.485

59.266***중앙실행기 .102 .030 .170 3.366

시공간잡기장 .146 .044 .167 3.349

의 추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안 아동에 대한 추론적 이해의 영향 요인 분석 결과는 <표 Ⅲ

-6-2-12>와 같다.

<표 Ⅲ-6-2-12> 정안 아동의 추론적 이해 영향 요인 분석

***<.001

고학년 정안 아동의 추론적 이해에 있어 어휘지식, 시공간잡기장, 음

운루프가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어휘지식은 고학년 정안 아

동의 추론적 이해에 있어 15.2%의 고유설명력을 가지며, 시공간잡기장은 

5.0%의 추가설명력을 그리고 음운루프는 1.7%의 추가설명력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전체 정안 아동의 추론적 이해에 있어서는 어휘지식, 중앙실행기, 시

공간잡기장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고학년 정안 아동의 추

론적 이해에 있어 어휘지식은 31.5%의 고유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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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독립변수 B SE  adj 2 t 

저
학
년

1 시공간잡기장 .237 .068 .507 .235 3.476 12.080**

고
학
년

1 시공간잡기장 .308 .086 .560 .289 3.575 12.783**

전
체

1 시공간잡기장 .355 .056 .615 .369 6.287 39.531***

2
시공간잡기장 .275 .059 .477

.440
4.645

26.878***

어휘지식 .281 .092 .312 3.037

났다. 한편 중앙실행기는 3.2% 그리고 시공간잡기장은 2.2%의 추가설명

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안 저성취 아동의 추론적 이해 영향 요인 분석 결과는 <표 Ⅲ

-6-2-13>에 제시되어있다.

<표 Ⅲ-6-2-13> 정안 저성취 아동의 추론적 이해 영향 요인 분석

정안 저성취 아동의 추론적 이해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결과, 시공간

잡기장이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저

학년 정안 저성취 아동의 추론적 이해에 있어서는 시공간잡기장이 23.5%

의 고유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고학년 정안 저성취 아

동의 추론적 이해에 있어서는 시공간잡기장이 28.9%의 고유설명력을 갖

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전체 정안 저성취 아동의 추론적 이해에 대한 영

향 요인 분석 결과에서는 시공간잡기장과 어휘지식이 유의한 영향 요인

으로 나타났다. 시공간잡기장은 전체 정안 저성취 아동의 추론적 이해에 

있어 36.9%의 고유설명력을 가지며, 어휘지식은 7.1%의 추가설명력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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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2 :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경험 분석

연구 1에서는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아동 및 정안 아동 가운데 저성

취 아동과의 비교를 통하여,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특성을 비교 분석하

였다. 그 결과 시각장애 아동들이 갖는 읽기에서의 어려움과 읽기 수행

에 있어서 정안 아동과 서로 다른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연구 2에서는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이해 수준에 따른 

하위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탐색하며 각 하위 유형의 읽기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연구 2는 시각장애 아동이 갖는 

읽기 특성 및 읽기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극복을 위한 ‘대

처 기술’을 알아봄으로써 시각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적 지원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1. 연구대상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전체 아동을 기준으로 읽기 이해 수준이 상위 

25% 및 하위 25%에 해당하는 시각장애 아동을 1차로 선정한 후, 그 가

운데 최종 연구 2의 대상을 선정하였다. <표 Ⅵ-1-1>은 상위 25%에 해

당하는 시각장애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

<표 Ⅳ-1-1> 상위 25% 시각장애 아동의 장애 및 학년

전  맹(%) 저시력(%) 총  계(%)

저학년
2학년 - 1(5.88) 1(5.88)

3학년 2(11.76) 2(11.76) 4(23.53)

고학년
4학년 3(17.65) 1(5.88) 4(23.53)

5학년 7(41.18) 1(5.88) 8(47.06)

총  계 12(70.59) 5(29.41)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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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위 25%에 해당하는 시각장애 아

동은 총 17명이며 전맹 아동 가운데에는 3학년 2명(11.76%), 3학년 3명

(17.65%) 그리고 5학년 아동이 7명(41.18%) 등 총 12명(70.59%)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시력 아동은 2학년 1명(5.88%), 3학년 2명

(11.76%) 그리고 4학년 1명(5.88%) 그리고 5학년 1명(5.88%) 등 총 5명

(29.41%)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이상의 상위 25%에 해당하는 시

각장애 아동의 읽기 이해 하위 유형을 군집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1에서 설정한 전체 연구대상의 읽기 이해 수준 상위 25%에 해

당하는 절단점을 기준으로 선별된 상위 집단의 시각장애 아동은 총 17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7명의 상위 수행 시각장애에 대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3개의 하위 군집이 도출되었다. <표 Ⅳ-1-2> 및 [그림 

Ⅳ-1-1]은 군집분석 결과 도출된 하위 군집의 읽기 이해, 어휘지식 그리

고 작업기억의 수행 수준을 개관한다.

<표 Ⅳ-1-2> 상위 수행 시각장애 아동 군집별 어휘지식, 작업기억, 읽기 

이해 양상

군

집
N

사실적이해 추론적이해 어휘지식 중앙실행기 음운루프 시공간잡기장

M

(SD)

효과

크기

M

(SD)

효과

크기

M

(SD)

효과

크기

M

(SD)

효과

크기

M

(SD)

효과

크기

M

(SD)

효과

크기

1 8
65.77

(4.04)
-

57.69

(6.74)
-

57.06

(4.28)
-

71.34

(3.01)
-

64.77

(2.43)
-

57.64

(2.58)
-

2 3
60.83

(6.95)
0.87

53.86

(2.31)
0.76

47.89

(4.32)
2.13

63.88

(7.69)
1.28

51.83

(7.37)
2.36

38.75

(3.25)
6.44

3 6
56.28

(3.72)
2.44

56.52

(2.06)
0.23

52.92

(7.92)
0.65

61.39

(5.29)
2.31

55.92

(4.78)
2.33

56.11

(3.74)
0.47

전

체
17

61.55

(6.07)
-

56.60

(4.88)
-

53.98

(6.48)
-

66.51

(6.55)
-

59.36

(6.80)
-

53.77

(7.78)
-

Cohen’s d값, 1군집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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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상위 수행 시각장애 아동 군집별 어휘지식, 작업기억, 읽기 

이해 양상

<표 Ⅳ-1-3> 및 [그림 Ⅳ-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읽기 이해 상위 수

행 시각장애 아동은 3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구체적으로, 모든 영역

에서 최상위의 수행을 보이는 1군집(최상위 수행 군집), 그리고 낮은 시

공간잡기장을 보이는 2군집(시공간잡기장 하위 수행 군집) 및 2군집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시공간잡기장 수행 점수가 2군집 보다 높고, 중

앙실행기 점수가 세 군집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난 3군집(중앙실행기 하

위 수행 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Cohen’ d값을 분석한 결과 

3군집은 1군집과의 비교에 있어 효과크기가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경험 분석을 위하여,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

를 인위적으로 표집하는 유의적 표집방법(purposive)을 사용하였다

(Strauss & Corbin, 1998). 전체 집단 기준 읽기 이해 상위 25%에 해당하

는 시각장애 아동 가운데 상위 군집 중 최상위 수행 군집과 시공간잡기

장 하위 수행 군집 아동 가운데 면담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

여한 총 9명의 시각장애 아동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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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

년

군집

구분

장애

유형
성별

실명(발병)

시기

선호

읽기 

읽기

기간

A
4

1군집

전맹 남 5세 이전 점자 4~5년

B 저시력 남 5세 이후 확대묵자 4~5년

C
5

전맹 여 선천적 점자 4~5년

D 저시력 여 5세 이후 확대묵자 4~5년

E 3

2군집

전맹 남 5세 이전 점자 3~4년

F 4 전맹 여 5세 이전 점자 4~5년

G 5 전맹 남 선천적 점자 4~5년

H 4

3군집

전맹 남 5세 이전 점자 4~5년

I 4 저시력 여 5세 이후 확대묵자 3~4년

J 5 저시력 여 5세 이후 확대묵자 3~4년

분석대상을 수행 수준에 따라 구분한 것은, 각 수행 수준별 아동의 경

험을 분석함으로써 읽기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결과

를 보다 뚜렷하게 제시할 수 있는 집단에 대한 분석이 연구적 시사점이 

보다 클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하위 군집별 아동에 대

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것은, 피면담자의 말하기 수준, 검사의 상황 

등에 따라서 응답의 질이 낮은 자료는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

정을 거쳐 최종 분석대상이 된 면담자의 정보는 <표 Ⅳ-1-3>과 같다.

<표 Ⅳ-1-3> 면담 대상자 정보

1군집: 읽기이해 상위_최상위 수행 군집, 2군집 : 읽기이해 상위_시공간잡기장 하위 수행 군집, 3군

집 : 읽기 이해 상위_시공간잡기장 상위 수행 군집

<표 Ⅳ-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총 8명의 연구대상자 

중 1군집 아동은 4명(전맹 2명, 저시력 2명), 2군집 아동은 3명(전맹 3

명), 3군집 아동은 2명(전맹 1명, 저시력 1명) 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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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는 시각장애 아동들의 읽기 수행 수준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고,

각 수준별 아동들에게서 나타나는 읽기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전략을 알아봄으로써 시각장애 아

동에 대한 읽기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질문지를 토대로 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질문지는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관련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읽기에서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척 기술 개발 과정과 읽기에서의 활용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질적 분석의 성공여부는 상당부분 연구자의 역량과 자질에 달려있

으며(Padgett, 2001), 연구자 그 자체가 분석도구가 된다(Strauss &

Corbin, 1998). 따라서 질적 분석에서 연구자는 질적 분석 방법을 숙지

하고 연구주제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그에 따른 민감성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자는 박사과정 동안 질적 연구 방법론을 수강하여 이론적 

방법을 숙지하고, 실제로 질적 분석 방법을 활용한 연구에 여러 차례 분

석자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 또한 학부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하였고 대학

원 석사과정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다. 그리고 시각장애 특수학교에서 

국어과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학교 장애학생지원

센터에서 근무하며 장애대학생의 학업을 지원해왔다. 이러한 연구자의 

전문적 배경은 장애 아동의 읽기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연구의 민

감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시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에 기초한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면담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이 경험한 사건에 

대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야기식 자료로서 연속적인 형태를 갖

는 연구 방법이다(하정, 2007). 한편 면담 진행과정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Padgett(1998)이 제안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고려하였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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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검증을 위하여 면담 상황에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함께 참여하여 

면담 내용의 의미를 숙고하고 내포된 개념을 찾고자 하였다. 둘째, 동료

지지로서 특수교육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부터 협의와 조언을 받아 면

담 질문 및 면담 진행 방식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면담 실시 과정에서 연구대상의 동의하에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특히 연구대상과 라포를 형성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초등학생 시절 읽기 

관련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면담을 시작하였다. 면담 초기에는 개방형 

질문으로 “처음 글을 언제, 어떻게 배웠나요?”, “평소 책 읽기를 어떻

게 하고 있나요?”로 시작하였다. 면담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구체적인 

질문을 하여 시각장애 아동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읽기를 경험하였는지

를 탐색하였다. 예를 들면, “좋았던 부분은 어떤 이유로 좋았고, 어려운 

점은 어떤 이유로 어려웠나요?”,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

나요?”, “처음 글을 읽을 때와 비교하여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요?”와 

같은 질문을 통해 참여자들의 경험의 구조와 과정을 조명하였다.

면담 결과 수집된 자료는 녹음된 내용을 진술한 그대로 전사하였다.

이후 전사된 자료를 읽으면서 지속적 비교법(constant comparison)을 통

하여 질적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지속적 비교법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출현하는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그 차

이점과 유사점을 바탕으로 범주화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사건을 명확하

게 하기 위한 사건 대 사건 비교와 은유와 비유를 통한 이론적 비교를 

통하여 사고를 촉진하고 이론적 표본추출을 돕는다(Strauss & Corbin,

1998). 특히 하위 집단별 특성에 따라 개념을 추출하기 위하여 각 집단

별로 구분한 후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원자료로부터 가능

한 다양한 개념을 추출하기 위하여 원자료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비교하

면서 하나의 문장씩 분석해 나가는 줄 단위 분석법을 채택하였다.

초기에는 문헌고찰을 토대로 장애 정도에 따른 읽기 경험에서의 유사

점과 차이점을 찾기 위해 전맹과 저시력 아동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읽

기에서 갖는 어려움에서는 전맹과 저시력 아동 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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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에서 활용하는 전략에서는 장애 정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

다. 그보다는 읽기 이해, 어휘지식, 작업기억의 양상에 따른 집단별 차이

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어서, 이들의 수행 수준이 

높은 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차이가 어떻게 읽기에서 

활용하는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지 숙고하면서 지속적으로 비교해나갔다.

지속적 비교 결과 도출된 자료를 분해하고, 개념화하고, 이론을 형성

하도록 분석하고자 개방코딩(oep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

딩(selective coding)을 실시하였다. 개방코딩은 개념을 밝히고 그 속성과 

차원을 발견해내는 분석과정이며, 축코딩은 한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속

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범주를 하위범주와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또한 선

택코딩은 핵심범주를 발견하여 이론을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이다.

이상의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는 여러 차례 숙독하며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념과 범주를 도출하

고, 참여자의 장애 정도, 읽기 이해 수준이나 전략의 양상 등을 고려하

여 보다 세부적인 개념 및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도출

한 개념이나 범주를 바탕으로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 그리고 동료지지로

서 참여한 특수교육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통되는 개념 및 범주와 

차별되는 개념 및 범주를 다시 검토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코딩에 따라 이루어졌다. 개방코딩 단계는 자료를 통해 현상

에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도출하며 범주화하는 단계이다(Stra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개념은 연구대상의 진술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추상적 해석을 통하여 명명하였다. 즉, 아동의 읽기경험에서 나타

나는 중심현상과, 그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조건, 상황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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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 중재적 조건 그리고 전략과 결과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탐색하고,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과정의 유형을 정리하였다.

이를 위하여 면담 결과 수집된 자료는 녹음된 내용을 진술한 그대로 

전사하였다. 이후 전사된 자료를 읽으면서 지속적 비교법을 통하여 질적 

분석방법인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가능

한 다양한 개념을 추출하기 위하여 원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하

나의 문장씩 분석해 나가는 줄 단위 분석법을 채택하였다. 주요하게 나

타나는 개념들에 대하여 부호화하는 과정을 거쳐 핵심 개념을 생성하는 

개방 코딩을 실시하였다. 이후 생성된 핵심범주들을 연결시켜 나감으로

써 하위범주를 생성하는 축코딩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하위 범주

들을 통합하고 핵심 범주를 도출하는 선택 코딩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생성된 핵심범주를 기반으로 이야기 윤곽을 전개하고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과정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각 범주의 속성과 

차원에 따른 상관관계를 정형화하였으며, 이러한 정형화에 따른 유형화

에 기반 한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과정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5. 연구결과

연구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각장애 아동은 읽기에 있어서 정안 

아동과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에 있어서 보다 큰 어려움을 갖는 것

으로 밝혀졌다. 또한 읽기에 대한 영향 요인에 있어서도 정안 아동과는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연구 2에서는 시각장애 아동이 갖는 이러

한 어려움이 어떠한 요인에서 기인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읽기를 성취해내는 시각장애 아동들이 채

택하는 대처 기술을 유형별로 살펴봄으로써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방코딩 과정에서 면담 결과를 지속적 비교법을 통해 개념을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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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사한 개념을 하위범주로 분류한 후 보다 큰 범주로 재범주화하였

다. 그 결과 읽기 어려움과 대처 기술을 중심으로 범주를 재조합하여 개

인적 조건, 환경적 조건, 중심현상으로 어려움을 구분하였으며, 중재적 

조건과 대처기술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시각장애 학생의 읽기 어려움과 

대처 기술은 <표 Ⅳ-5-1>과 같이 정리되었다.

<표 Ⅳ-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이해 과정을 

분석한 결과 개인적 조건으로 신체적 어려움, 읽기 과정에서의 신체적 

한계, 그리고 읽기 방식에 대한 고유하고 다양한 선호가 도출되었다. 또

한 환경적 조건으로는 점자 체계와 확대 묵자 읽기 방식의 특성, 교재의 

부족, 시각장애 관련 정보의 부족, 그리고 교육기관의 부족 등이 제시되

었다. 이에 따라 중심현상으로 읽기 이해 과정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도출된 중심현상은 언어지식 습득에서의 어려움과 읽기 과정

에서 요구되는 전략 습득의 한계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러한 중심현상은 부모와 교사의 지원, 다양한 읽기 관련 경

험, 개인의 노력 그리고 조기 문자 습득 등이 중재적 조건으로 작용하면

서 읽기 이해 전략의 개발이 전략으로 작용한 결과로 읽기 속도가 증가

하고, 어휘와 문법에 대한 언어지식이 늘어나며, 읽기 이해가 향상되고 

읽기에 대한 자신감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중심현상은 부모, 가족, 혹은 교사와 같은 주변인들로부

터의 지원, 다양한 직간접적 경험, 그리고 조기의 문자 습득과 같은 중

재적 조전들이 작용하면서, 자기만의 전략 개발이라는 전략을 이끌게 되

고 그 결과로서 글 내용에 대한 시각적 표상화, 글 내용에 대한 언어적 

이해 그리고 읽기 및 학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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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화 범주

어

려

움

개

인

적 

조

건

읽기 

특성에 

따른 

어려움

전맹

촉각의 어려움
촉각의 둔하니까 속도도 빨리 안 늘고 

좀 읽다보면 손이 아파서
제시 방식 선호 

개인차

자세하게 나오는 게 좋은데

양 많은거 보다 간단한게 좋다고 하고

저시력

읽기 자세의 

어려움

엎드린 것도 아니고 안 엎드린 것도 아니게 읽으니까

한 손에는 책 잡고 다른 손에는 확대경 잡고
글자 따라서 몸도 움직여야 하니까

CCTV는 익숙해지려면 오래걸리고
책상 높이에 따라서도 자세가 불편하고요

있다보면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양한 선호

큰 글씨가 아니라 굵은 글자

너무 넓으면 빈칸 같고, 좁으면 한 글자 같고

까만 바탕에 흰글자를 좋아하기도 하고

저는 좀 큰게 좋은데, 그냥 보통 글자를 확대경으로 보는 애도 있고

장애로 

인한 

어려움

저시력
눈의 피로도

몸이 안 좋으면 눈도 안보이고

눈 나빠진다고 책 보지 말라고 
오래 보면 더 잘 안보이니까

진행성 장애 예전에 이만큼 안 보이던 게 지금은 이만큼 더 안보이고

<표 Ⅳ-5-1> 읽기 어려움과 극복을 위한 대처 기술



- 85 -

유목화 범주

어

려

움

장애로 인한 

어려움

진행성 장애
눈이 더 나빠지니까 책 보는 거 보다는

책을 보면 눈이 나빠질 것 같아서 안 보게 되고

체력적 한계
잘 아프고 학교도 잘 빠지고
병원도 계속 다니니까

환

경

적 

조

건

읽기 방식의 

특성

점자 습득  

과정의 어려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들고
엄마랑 매일 울면서 했죠

엄마도 이걸 어떻게 가르쳐 줘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읽으라고

점자 특성에 

따른 어려움

글자랑 숫자랑 영어랑이 다 똑같아서

책이 두꺼우니까 보기도 싫고, 안가지고 다니고

확대 매체 및 

자료 활용의 

어려움

비싸서 학교에서만 하고, 집엔 없고

휴대형은 저한테 안 맞는데 CCTV는 또 어렵고

책을 움직이면서 보는데 책도 크니까

교재 및 교구의 

부족

맞춤형 교재 및 

교구의  부족

직접 만져볼 수 없는 건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책은 없고
도서관에도 우리가 읽을 건 잘 없고

확대도서라는 건 그냥 이렇게 밖에서는 아예 못봤고

기존 교재 및 

교구의 부적절성

확대 도서가 없지만 있더라도 글자 크게 같은 게 그냥 하나로 되어서

학교에 있는 거 중에도 전맹애들은 못 쓰는 게 많고

교과서는 크게 확대만 한 거라

교재에 대한 

낮은 접근성

어디에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죠

점자책 하나 만들려면 일단 다 타이핑은 해서 줘야 뽑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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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화 범주

려

움

환

경

적 

조

건

정보의 부족

시각장애에 대한 

낮은 이해

눈으로 보면 그냥 아는 거니까 어떻게 이걸 말로 알려줘야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줘야하는지 모르니까

시각장애 관련 

정보의 부족

어디서 이런 걸 해주는지 몰라서

저희 동네엔 복지관도 없고 특수학교도 없고

교육기관의 

부족

특수학교가 갖는  

어려움

특수학교가 없으니까 멀리서 다니거나 옮기기도 힘들고

저희 반은 저 빼고 다 중복이라서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하고

일반학교 접근의 

어려움

입학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해줘야할지 모르겠다고

애들이 놀리고 왕따시키고 그래서 특수학교로 왔어요

기타 교육기관의 

부족

학원 다니는 건 생각해본적도 없고

복지관은 좀 쉬운거 위주로 해서

중

심

현

상

언어지식 

습득의 어려움

어휘 및 개념  

습득의 어려움

‘사과’ ‘배’도 먹어봐야 배우니까

‘많다’ ‘복잡하다’ ‘빽빽하다’ 이런 차이도 한참 걸리고

말로 배워요 감정이나 그런 것도 보고 아는 게 아니니까
하나하나 비교하고 분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배우니까

누가 읽거나 말해주는 거니까 몰라도 그냥 넘어가고

문법지식 습득의 

어려움

글자가 두 개로도 보이고 “ㅒ”, “ㅖ" 이런 거 안보이고
문장, 문단이 한눈에 안보이니까 어디가 끝인지

부호는 진짜 확인 못하고

줄이 바뀌면 다음 줄 찾아서 읽는데 잘 놓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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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화 범주

어

려

움

중

심

현

상

언어지식 

습득의 어려움

문법지식 습득의 

어려움

글자랑 부호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써주는 게 아니라 글자를 말로 알려주니까 듣고 공부해야해서

책을 많이 안보니까 문법도 모르는 거라고

처음부터 약자를 안 배워서 맨날 생각해봐야 알고

‘그래서’ ‘그리고’ 이런 건 나올 때 마다 헷갈려요

읽기 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습 

전략 습득의 

한계

내용 정리의  

어려움

메모를 해도 책에다가 못하고 따로 해서 보는 거고

밑줄이나 형광펜 이런 건 안 되니까

딱 보이는 게 아니니까 다시 찾으려면 한참 봐야하고

시각 정보 

활용의 어려움

표 같은 건 설명해줘도 모르겠고, 특히 그래프

삽화는 점자로는 설명도 잘 안 나오니까 거의 안 보고

시각적 표상의 

어려움

그런 거(도해조직자)는 해주는 선생님은 해줘도 대부분 그냥 넘어가고

책에도 그런 거(도해조직자)는 다 생략이에요

직접 해본 게 아니면 들어 본거나 설명 들은 걸 상상해서 해야 하는데

도형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어서요

풍경이나 그런 내용도 그냥 글자로 이해해서

바다가 나와도 제가 바다를 겨울에 갔으면 그게 기억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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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화 범주

중재적 

조건

주변인의 지원

부모의 지원

항상 엄마가 다 설명해주면서 가르쳐주고

만져봐서 알만한 건 엄마가 만들어서 만져보게

스키가 뭐냐고 물으면 썰매라도 타보게 해주고
여기저기 점자로 다 붙여서, 손 닿는데는 다 점자로

교사의 지원
선생님이 못질하고 톱질해서 만들어서 만져보게 해주고
이런 거 읽는 것도 다 선생님이 타이핑해서 뽑아 주신거

선생님이 우리는 다 해봐야 안다고 다 해보라고

개인의 노력

독서 경험 확대
읽을게 없으니까 읽은 거 계속 또 읽고
CD도 진짜 많이 듣고 엄마가 녹음해줘서 듣기도 하고

적극적인 읽기 

자료 확보

‘추천도서’ 이런 거 보면 다 (점자로) 만들어달라고 조르고

오디오 CD 같은 거 하루종일 틀어놓고

조기 문자 습득
이제 나도 읽을 수 있다 싶고 반에서도 저만 읽을 줄 알고
책 읽는 게 재밌어지고 읽어 봐야겠다

글자를 아니까 혼자서 볼 수 있어서

대처 기술 기억하기

모르는 거 나오면 엄마나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바로바로 외우고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게 외우는 거에 적응하는 거 같아요

눈이 안보이니까 남들 보듯이 다 외우려고

리듬 타듯이 음 붙여서 외우면 잘되고

설명하듯이 가르쳐주는 거처럼 다시 말하면서 외우고

어느 내용 다음이 뭐 다음이 뭐 그 위치도 어디쯤인지 같이 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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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화 범주

대처 기술

내용 조직하기

(도해조직자) 직접 손으로 적는 건 아니지만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중요한 거 아닌 거, 반대 되는 거 같은 거 그런 거를 머릿속으로 정리하

면서

시각적 표상화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걸 읽으면 정말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읽

으면서 계속 생각해서

글 내용을 덩어리 지어서 순서나 관계 같은거 파악하고

모르는 건 최대한 만져보는 것처럼 설명 듣고 그걸 떠올려보고

본 적 없어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아는 거처럼 설명해 보

려고 하고

글 내용에 대한 언어적 이해
색깔이나 그런 것도 그냥 다 말로 기억하는 거고

감정 같은 거나 아름답다 뭐 그런 것도 말로 기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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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려움 : 개인적 조건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이해의 어려움은 크게 개인적 조건과 환경적 

조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어려움 가운데 개인적 조건

은 ‘읽기 특성에 따른 어려움’과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라는 범주로 나

타났다. 이는 읽기를 접하고 숙달해가는 과정에서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

럽게 읽기를 수행하게 되는 정안 아동과 달리, 시각의 장애로 인하여 독

특한 방식으로 읽기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인 어려

움들 그리고 그에 따른 한계로 드러났다.

가. 읽기 특성에 따른 어려움

① 전맹 아동 : 촉각의 어려움

전맹 아동들은 점자를 습득하기 위하여 촉각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전맹 아동들이 처음부터 점자를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예민한 촉각

이 발달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촉각의 발달 또한 훈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맹 아동들은 촉각의 민감도의 개

인차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이제 하라고 하는데, 이거랑 이거랑 다르다고 읽어보라

고 하는데 다른지 잘 구분이 안 되고. 엄마랑 맨날 울면서 했

어요. 점자 배울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연구대상자 H)

처음 배울 때는, 와 진짜 큰일났다. 하나도 모르겠다. 그랬었

고. 점이 다르다고 하는데 다른지도 모르겠고 뭐가뭔지 모르

겠고 답답하고... 하기 싫은데 엄마가 시키고 선생님이 시키니

까...(연구대상자 G)

이제 계속 하니까 조금씩 읽는데. 처음에는 진짜 한 글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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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에 갑니다’면 나... 는... 학... 교... 뭐 이렇게도 겨우

겨우 읽을 정도로 느렸고. 이제 그거를 또 계속 읽다보니까 

조금씩 속도가 붙고.(연구대상자 C)

특히 촉각이 둔하거나 촉각 자체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배우

고 읽어 나가는 속도가 불가피하게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느린 점자 읽

기 속도는 학습 시간을 더욱 길어지게 함에 따라 촉각의 피로도가 쌓이

게 한다는 점에서 전맹 아동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촉각이 예민해야 빨리 배우고 속도도 나오고 그래야 이제 눈

으로 보는 거처럼 읽을 수 있는데. 저는 촉각이 둔하니까 속

도도 빨리 안 늘고. 또 손가락도 금방 아프고.(연구대상자 H)

또한 전맹 아동 가운데에는 점자를 계속해서 손가락 끝의 감각을 이

용해서 읽어야 함에 따라, 읽기 시간이 길어질 경우 촉각의 피로도를 느

끼는 정도에 따라서도 읽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래 읽으면 손이 좀 둔해져서 잘 모르겠어요. 아프고요. 한..

한... 삼십분 정도 읽으면 아픈 것 같은데요.(연구대상자 F)

좀 읽다보면 손이 아파서 못 읽어요. 읽으려고 해도 잘 안 읽

혀요. 몇 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한참 쉬었다가 읽어야 하고

(연구대상자 H)

② 전맹 아동 : 그림 설명방식에 대한 선호의 개인차

전맹 시각장애 아동들은 자신이 이해하는 방식, 개인적인 관심사나 흥

미 등에 따라서 원하는 시각적 자료에 대한 설명방식에 있어 다양한 선

호의 개인차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 교과서 상에는 간략한 그림만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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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제시되며, 대부분은 생략되어 있어 교사나 주변인에 이에 대한 정

보를 온전히 의지해야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자세히 나오는게 좋은데 또 어떤 애는 간단한 게 좋다

고 하고. 저는 다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색깔도 모양도 다 정

말 만져볼 수 있는 것 같이. 그런데 또 그러면 책이 길어지

니까... 그런게 싫은 애들도 있고.(연구대상자 E)

③ 저시력 아동 : 읽기 자세의 어려움

저시력 아동들은 글자와 눈을 가까이 두고 글을 읽어야 함에 따라 엎

드린 자세를 오래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확대경 등을 

사용하더라도 어깨, 허리, 목 등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 불가피하며, 확대

경을 조작하거나 손으로 잡고 있어야 함에 따라 불편함이 따르는 것으

로 드러났다.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거의 얼굴을 책상에 딱 붙이고,

이건 엎드린 것도 아니고 안 엎드린 것도 아닌 상태로 책을 

보니까요.(연구대상자 D)

확대경을 잡고 있어도 몸을 숙이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리

고 확대경 잡아야 되고, 책도 잡아야 되고 또 몸도 계속 움직

여야 되죠. 하니까 힘들어요.(연구대상자 I)

④ 저시력 아동 : 읽기 방식에 대한 고유하고 다양한 선호

저시력 시각장애 아동들은 시력 정도에 따라서 선호하는 글자체, 글자 

간격, 글자 크기 등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과서를 비롯한 

다양한 교재들은 이러한 선호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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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읽기 유창성 향상에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큰 글자는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닌데. 굵은 글자가 필요한 건

데.. 확대자료 달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크게 뽑아서 주거든

요. 또 글자 사이가 너무 커져버리면 이게 끝난 건지 아니면 

이어진 건지 구분이 힘들어요. 근데 또 너무 붙어버리면 한 

글자 같고. 무슨 글자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연구대상자 J)

나. 장애로 인한 어려움

① 저시력 아동 : 눈의 피로도

저시력 아동 가운데에는 활용 가능한 시력의 정도가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되지는 않는 아동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행성 시각장애

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지속적으로 시력의 손상을 가짐에 따라 읽기

에 어려움을 크게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몸이 안좋으면 눈도 안보이고. 몸 안 좋은 날에는 눈이 제일 

먼저 안 좋아지니까... 책 보기 힘들고 잘 안보여요. 또 눈 나

빠지니까.(연구대상자 B)

저는 예전엔 이만큼 안보이던게 지금은 이만큼 더 안보이고.

점자를 배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직은 그냥 해보

려고 하는데(연구대상자 J)

② 저시력 아동 : 시각 폭의 한계

저시력 아동들은 한 번에 볼 수 있는 글자의 양이 제한됨에 따라서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저시력 아동들은 전체 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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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파악함에 있어 줄 바꿈이나 들여쓰기 등의 형태적 요소를 확인

하는 데에 한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어의 길이, 구와 절의 

구분, 문장과 문단의 구분 등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줄이 바뀌면 바로 그 다음 줄로 넘어가기가 힘들고요. 줄을 

또 찾아서 앞으로 가기까지 줄을 계속 보고 있기도 힘들고요.

계속 본다고 봐도 놓칠 때도 많고요. 앞으로 가서 읽었던 단

어를 기억해서 다시 줄을 찾아서 읽는다고 보시면 돼요.(연구

대상자 I)

③ 전맹·저시력 공통 : 시각적 단서 활용과 시각적 표상화의 어려움

시각장애 아동들은 글에 함께 제시되는 그림, 도표, 그래프 등으로부

터의 정보를 얻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과서에서 읽기 후 활동

으로 두루 제시되는 도해조직자의 활용이 시각적 결함으로 인하여 어렵

거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사실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 책에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떤 거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

는데... (면담자: 저시력인 친구들은 도움이 될까요?) 저시력이

라도 그런 걸 다 보고 이해되는 건 아니고요.(연구대상자 I)

(2) 어려움 : 환경적 조건

환경적 조건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환경적 조건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환경적 조

건으로는 ‘점자 체계와 확대 묵자 읽기 방식의 특성’, ‘교재의 부족’, ‘정

보의 부족’, ‘교육기관의 부족’이 도출되었다. 즉, 시각장애 아동들은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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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과정에 있어서 읽는 방식의 독특성에 따르는 어려움들과 교재, 교육

기관, 관련 정보 등과 같은 기본적인 체제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서 개인적 조건이 장애 정도에 따라 이용하

는 읽기 수단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 범주가 두드러지게 구분되었다. 그

에 반하여 환경적 조건에서는 대부분의 범주들이 장애 정도에 따른 구

분 없이 동일하게 도출되었다.

가. 읽기 방식의 특성

① 전맹 아동 : 점자 습득 과정에서의 어려움

시각장애 전맹 아동들은 점자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전맹 아동들이 점자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점자 학습은, 문자에 대한 교육이 생애 초기부터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

는 정안 아동들의 일반적인 사례들과 달리, 주로 별도의 시설에서 이루

어지거나 학령기 이후에 이루어는 경우가 많아 시간 소요에 따른 부담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랑 매일 ooo(복지관) 가서 공부 했었어요. 일반 애들은 

그냥 눈으로... 막 그냥 돌아다니고 TV만 틀어도 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일일이 만져야 배울 수 있는 거니까. 시간도 많

이 걸리고 노력도 들고.(연구대상자 C)

한편 올바른 점독법을 습득하는 과정 또한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습득된 점독법은 개인의 읽기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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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는 아직도 헷갈려요. 처음부터 약자를 안배워서 맨날 생

각해봐야 알겠고. 읽다가 약자에서 항상 멈칫. 아 이거 뭐지.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같은 거는 나올 때마다 헷갈리고...

(연구대상자 E)

② 전맹 아동 : 점자 특성에 따른 어려움

전맹 아동들이 읽기에 있어서 갖는 외부적 취약 요인으로, 점자가 갖

는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들도 찾을 수 있었다. 묵자에 비하여 부피가 큰 

특징으로 인하여, 도서의 휴대가 어렵고, 부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등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글, 숫자, 영어, 기호 등이 모두 동일

한 표기 방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따르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도 찾

을 수 있었다.

교과서요? 동생(정안)은 집에 교과서 맨날 가져 오죠. 저는 한 

번도 책 가지고 간 적이 없어요. 어떻게 가져가요. 다른 애들

도 없을 걸요. 너무 두껍고 그러니까 또 책이 두꺼오니가 보

기도 싫고 안 가지고 다니고(연구대상자 E)

③ 저시력 아동 : 확대 매체 및 확대 교재 활용의 어려움

저시력 아동들의 경우에는 읽기를 위하여 다양한 확대 매체를 활용하

는데, 확대매체를 조작하며 읽기 과정에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확대교재의 조작에도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책(확대교과서)이 이걸 들고 보기도 힘들고요. 책상에도 

이걸 놓으면 다른 걸 놓기가 힘들고요. 책상에 놓고 몸을 움

직이면서 봐야 되는데, 책이 크니까 움직여야 되는 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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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연구대상자 I)

나. 교재 및 교구의 부족

다양한 읽기 활동을 위한 전맹 아동용 교재 및 교구가 부족한 점도 

외부적 취약 요인으로 드러났다. 시각장애 특수학교에 갖추어진 교재 및 

교구도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어휘 및 개념 지도에 충분하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났다.

책이.... 없죠. 촉각 책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 아주 어린 

애들용이고. 병아리 털이 보들보들 해놓고 털 붙여놓고 그런 

수준. 점자책도 안 많고. 또 점자책은 오래되면 점자가 꺼져

요. 내려앉아요.(연구대상자 E)

저시력 아동들은 시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활자 자료를 선

호하는 것을 앞서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적들은 단일한 

형태로 제작되며,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도 일괄적으로 제작되고 있

어 학생들의 읽기 활동에의 접근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에 그림도 있고 해도.. 그림이랑 글자가 계속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림은 항상 이쪽 글자는 항상 이쪽 그런 게 아니

니까 한참 봐야 보이고. (중략) 교과서는 크게 확대만 한거라 

안맞고. 굵은 글씨가 잘 보이는 건데(연구대상자 J)

다. 정보의 부족 

전맹 및 저시력 아동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읽기 관련 외부적 취약 요

인으로는 먼저 주변인들, 특히 가족들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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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찾을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 가족

이 없는 경우 주로 어머니가 아동의 읽기 교육을 담당하게 되는데, 적절

한 정보와 자료들을 찾고, 교육을 제공하며, 이를 지원하는 데에 어려움

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도 잘 모르니까. 어디에 가야 되는지. 언제부터 점자를 배

워야 되는지. 어떻게 배우는 건지. 또 저희는 000(소도시)에 

사니까 더 그런 게 없고.(연구대상자 A)

표가 있거나 그림이 있거나 그런 거를 엄마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엄마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저도 엄마 

말을 이해를 못하고. 제가 표를 너무 이해를 못해서 빈 그릇

을 갖다놓고 표가 이렇게 있다고 만져보라고 이 칸에는 뭐고 

이 칸에는 뭐고... 근데 제가 이해를 못하고.(연구대상자 C)

라. 교육기관의 부족

관련 교육기관도 제한적임에 따라 시각장애 아동들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 사설학원에서

는 시각장애 아동을 수용하는 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학교의 경우에도 시각장애 특수학교는 각 시도별로 1

개 내외로 설치되어 있어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매우 제

한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 아동의 특성 및 시각장애 특

수학교 내에 중복장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사의 교과지도에 

대한 집중도가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은 당연히 못 가죠. 학원 다니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어

요(중략) 인터넷도 안 해봤고... 선생님이 주는 거랑 엄마가 주

는 거랑 그렇게만...(연구대상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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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딴 애들은 그냥 선생님이 딱 보여주면 끝나는데 

우리는 다 선생님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뭐 오목거울, 볼록

거울 같은 것도 우리는 다 선생님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만

져보게 해주셔야 하고(연구대상자 I)

(3) 어려움 : 중심현상

중심현상에서는 분석 결과 도출된, 읽기 과정에 있어 아동들이 경험하

는 중심이 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근거자료로부터 도출된 

중심현상은 ‘읽기 이해 과정에서 경험하는 언어지식과 학습 전략 습득에

서의 어려움’이다. 시각장애 아동들은 읽기의 과정에서 어휘, 개념, 문법

지식과 같은 언어지식 습득에서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읽기의 숙달을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학습 전략들의 습득에서의 어려

움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언어지식 습득의 어려움

① 전맹 아동 : 어휘 및 개념 습득의 어려움

전맹 아동들은 시각적 정보와 경험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합적인 사고과정의 산물인 추상어의 습득만이 아

니라, 일반적으로 시각적 정보를 활용하여 정안 아동의 경우 비교적 쉽

게 습득할 수 있는 구체어의 습득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예를 들어서 뭐 개구리라고 하면. 일반 애들은 개구리 사진을 

보거나 동영상을 보면 되는데. 우리는 비슷한 느낌의 천을 만

져본다든가 아니면 소리를 듣는다든가. 근데 개구리랑 뱀이랑 

다 똑같은 천이고 막(연구대상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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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맹·저시력 아동 공통 : 문법지식 습득의 어려움

전맹 아동들의 경우 문법적인 지식들 특히 맞춤법이나 문장의 관계 

등을 파악할 때 시각적 자료의 활용이 어렵고, 주로 청각적 제시에 의

존하여 학습함에 따른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장 기호

의 학습, 약자 점자의 학습에 있어서도 점자의 형태가 제한적임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시력 시각장애 아동들은 시각적 기능의 손상으로 인하여 한계를 가

짐에 따라 철자나 교정부호 등의 문법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어려움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쌍자음, 겹자음, 이중모음 등의 복잡한 

형태의 글자를 변별하는데 있어 시각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나. 읽기 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습 전략 습득의 한계

① 내용 정리의 어려움

읽기 이해를 위한 주요 활동인 중심내용 찾기, 요약하기 및 내용 정리 

등에 있어 시각장애 아동들은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

맹 아동의 경우 밑줄 긋기나 메모하기와 같은 언어사용 기능을 활용하

여 중심내용을 찾고 글의 내용을 요약하기 위한 활동들에 있어 점자를 

활용할 경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자를 읽으면 양도 많은데 또 형광펜으로 표시하거나 할 수

가 없으니까... 내용을 다시 찾아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중략) 포스트잇을 붙여본 적도 있는데 잘 모르겠더라

고요(연구대상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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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각적 표상화의 어려움

글의 내용 정리에 있어 두루 활용되고 있는 시각적 표상이나 도해조

직자의 활용에 전맹 아동들은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적 

표상/도해조직자를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특히 선천적 전맹 아동의 경

우에는 그 개념 습득 자체에 어려움을 보였다. 또한 후천적 전맹 아동의 

경우에도 시각적 표상/도해조직자를 내용 정리에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도해조직자) 정리하라고 배우기는 하는데... 네모에 그

림 이렇게 이렇게 있고, 처음 중간 끝..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있는데, 근데 복잡해지면 모르겠던데요(연구대상자 A)

전맹 시각장애 아동과 동일하게 잔존 시력이 있는 저시력 아동들에게

서도 시각적 표상/도해조직자의 활용에는 한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시력 아동들의 경우에는 전맹 시각장애 아동보다는 시각적 표상/도해

조직자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나, 실제 읽기 상황에 이를 적용할 때에는 

비교적 간단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각 폭의 한계도 

시각적 표상/도해조직자 활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눈으로 보고 하기에는 잘 안보이죠. 이런 모양 같은 거가 한 

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생긴 건지 미리 알거나 아니

면 옆에서 설명해주면 그래도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데 혼자

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 한참 걸려요(연구대상자 J)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작용하여 전략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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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촉진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근거자료로부터 도출

된 중재적 조건은 ‘주변인의 지원’, ‘개인의 노력’ 그리고 ‘조기 문자 습

득’이 있었다. 즉, 시각장애 아동들은 주변인들로부터의 지원을 바탕으로 

직간접적인 다양한 경험을 하고, 조기에 문자를 습득함으로써 읽기를 숙

달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상위 수행 집단의 경우 주변인의 지원과 다양한 경험이 두드

러진데 반하여, 시공간잡기장 하위 수행 집단에서는 이러한 주변의 지원

과 다양한 경험의 영역이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시각장애 아동들의 

경우 주변으로부터의 지원과 경험을 통한 시각적 장애에 대한 보상을 

바탕으로 시공간적 개념을 습득하고 이에 관한 인직적 처리 능력을 개

발함을 알 수 있다.

가. 주변인의 지원

시각장애 아동들은 부모나 교사와 같은 주변인들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우수한 읽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

한 교재·교구, 제한적인 읽기 경험 등을 부모나 교사의 노력으로 보완하

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엄마가 먼저 점자를 배웠고. 그래서 막 집안에 여기저기에 저 

손 닿는 데에다가 점자로 찍어 놓고. 엄마가 제 손 닿는 데에

는 다 점자로. 어떤 책에서 애기때 좋아하는 장난감에도 다 

붙이라고 했대요. 저희 엄마는 저 완전 애기때. 기어다닐때부

터 장난감에다가 점자를 하나만 붙이면 모를까봐 막 앞에 뒤

에 다 막 붙이고(연구대상자 H)

엄마가 저랑 같이 공부해요 항상. 저가 보고 싶다고 하는 거 

있으면 다 점자로 만들어 주시고. 저보다 잘 할 거예요 우리 

엄마가(연구대상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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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의 노력

시각장애 아동들은 읽기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

식으로 읽기 경험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반복하여 읽기, 많이 읽기, 오디오북이나 동영상과 같

은 멀티미디어 활용하기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시각장애 

아동들은 읽기의 직·간접적인 경험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읽기 관련 경

험에서의 제약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빨리 읽고 싶어서 막 많이 읽고, 읽고 읽고 또 읽고, 외울 정

도로 막 읽고 그랬어요(연구대상자 B)

점자로 된 거 읽을게 없으니까. 계속 읽은 거 또 읽고. 나중에

는 너무 많이 읽어서 첫 단어만 봐도 거기 무슨 내용인지 알 

정도로 다 외우고(연구대상자 H)

시각장애 아동들 가운데에는 주변에서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도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독서량을 늘리고, 적극적으로 읽기 자료를 확

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다양한 읽기 경험을 쌓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뭐 몇 학년 추천도서 이런 거 어디서 구하면 엄마한테 막 점자

책 만들어 달라고 하고. 복지관에 만들어 달라고 하고. 또 교회

에 봉사 나오는 분들한테도 해달라고 하고(연구대상자 G)

다. 조기 문자 습득

시각장애 아동들의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문자 습득에 제약이 따름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시각장애 아동들도 조기에 문자를 습득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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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읽기에 대하여 자신감과 능동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처럼 조기에 문자를 습득한 경우, 보다 다양하고 긍

정적인 읽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를 읽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책 보는 게 재밌었어요.

이제 나도 읽을 수 있다 싶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연

구대상자 E)

책을 읽어봐야 겠다. 혼자서도 읽을 수 있겠다. 그런 게 또 

가능하니까 자꾸 보게 되고. 저만 잘 읽으니까 친구들도 막 

읽어보라고 하고 선생님들도 칭찬해주고(연구대상자 H)

(5) 대처 기술

대처 기술에서는 읽기 이해에서의 어려움들을 대처하고 조절하기 위

하여 채택하는 기술들을 분석하였다. 시각장애 아동들은 읽기에 있어서 

자신만의 읽기를 위한 전략을 체득함으로써 읽기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기억하기’, ‘내용 조직하기’, ‘시

각적 표상화 훈련’, ‘글 내용에 대한 언어적 이해’가 나타났으며, 특히 최

상위 수행 집단의 경우 시각적 표상화 훈련을 그리고 시공간잡기장 하

위 수행 집단의 경우 글 내용에 대한 언어적 이해가 두드러지는 대처 

기술로 제시되었다.

가. 상위 수행 군집 공통 : 기억하기

시각장애 아동들이 활용하는 글자인 점자나 확대묵자는 모두 부피가 

커서 내용을 찾아 읽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시각장애 아동들은 

시각을 활용하여 글을 한눈에 보고 특정 단어나 내용을 찾아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내용들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점자를 



- 105 -

사용하는 전맹 아동들의 경우 메모하기나 밑줄 긋기와 같은 읽기 중 활

동에 어려움이 있다. 시각장애 아동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기억하기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 

아동들은 내용을 읽으면서 내용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전략

을 사용하기도 하고, 글을 읽는 과정에서 내용이 제시된 위치 정보를 기

억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읽으면서 최대한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읽는 중간에 중요하겠

다 싶은 내용은 머릿속에 꼭 기억해 놓고. 순서대로 기억하기

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평소에도 많이 하잖아요.

메모하는 게 어려우니까. 숙제도 그렇고.. 전화번호나 생일 같

은 것도 거의 저는 다 외우려고 노력해요. (중략) 저도 처음에

는 힘들었던 것 같은데 하다보니까 이제 외우는 걸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으로 사는게 기억하는 거에 적응하는거 

같아요(연구대상자 D)

혼잣말로라도 제가 설명하면서 이해하는게 제일 쉬워서... 읽

고 다시 설명하고, 그러면서 기억하게 됐는데. (면담자: 아, 평

소에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요?) 따로 책에 표시할 수가 없

다보니까... 어떤 거는 다시 설명할 때 음을 붙여서 노래하듯

이. 리듬 타듯이 그렇게 하면 잘 외워져요(연구대상자 C)

나. 상위 수행 군집 공통 : 내용 조직하기

시각장애 아동들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내용 조직화를 위

한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시각장애 아

동들이 내용 정리 및 도해조직자 활용에 어려움을 갖는 것과는 상반되

는 결과로, 내용 조직화 전략을 읽기 이해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시각장애 학생들에게는 읽기의 주요한 전략 중 하나인 것



- 106 -

을 알 수 있다.

복잡한 내용은.. 딱 글자를 박아 놓고. 머릿속에 딱 가운데다

가 딱 중간에 박아놓고. 관련된 거 딱딱딱 연결해서 이런 식

의 그림에다가 읽은 내용을 정리한다던가(연구대상자 C)

글 읽으면서 계속 중요한 내용은 뭔지 생각하고. 중요한 거 

아닌 거, 반대 되는 거 같은 거 그런 거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면

서 읽어야 기억도 잘 되고 뭘 읽었는지(연구대상자 F)

다. 최상위 수행 군집 : 시각적 표상화

시각장애 아동들은 시각적 표상화 기술의 체득을 통하여 잔존 시력이 

있는 저시력 아동들의 경우에는 시각적 정보의 획득과 이의 읽기 과정

에의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니까 공간을 나눠서 이쪽에는 누구누구가 있는 게 어디를 

간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그러면 기

억이 잘 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걸 읽으면 정말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읽으면서 계속 생각해서 기억하고. 이렇

게 교과서에도 그림이 나와서 순서대로 맞추라고 하는거처럼 

머릿속으로도 그렇게 정리하려고해요(연구대상자 B)

또한 잔존 시력이 없거나 시각적 기억을 보유하지 못한 전맹 아동의 

경우에도 시공간적 개념의 습득을 통하여 읽기에 필요한 다양한 시각적 

표상을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는 쉬운 게 뭐... 부피라는 단어도 

그냥 설명으로 들으면 모르는데 그림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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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듣고 또 선생님이 이렇게 만져보게 주면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림으로 떠올려서 기억하고(연구대상자 C)

라. 시공간잡기장 하위 수행 군집 : 글 내용에 대한 언어적 이해

시각장애 아동들은 읽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각적인 활동에 제약

을 가짐에 따라서 기억하거나 내용 조직화를 위한 기술을 채택하고, 이

를 바탕으로 주로 언어적 기억을 중심으로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점차 글 읽기 속도가 빨라지고, 글

을 읽고 내용을 기억하는 일련의 글 읽기 활동이 빨라짐에 따라 글의 

내용을 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가운데에는 시각적인 정보도 모두 언어적으로 전환하여 이해하는 특이

성을 갖는 아동도 찾을 수 있었다.

그게 익숙하니까. 사실 우리는 그거 말고도 기억해야 하는 

게 많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계

속하니까 더 빨라지고 또 빨라지니까 더 잘하게 되고요.(연구

대상자 E)

색깔이나 이런 것도 다 말로 기억하는 거예요. 옷도 만져보고 

아 이런 촉감에 이런 거는 무슨 색이고 이거는 뭐랑 어울리

고... 또 이 색깔은 어떤 느낌이고 뭐 그런 거를 다 기억하고.

책에서도 하얀 오리라고 하면 그냥 머릿속에 하얀 오리 이렇

게 입력하고 노란 오리라고 하면 노란 오리가 입력하고. 글자

로. 점으로. 예쁘다 아름답다 쓸쓸하다 이런 거 뭔가 만져서 

알거나 하기 힘든 거는 다 말로 기억하고 좋은 거 안좋은 거 

이런 설명들로(연구대상자 F).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게 어떤 느낌이나 뭐 이런 거 보다도 

주로 점자, 점으로 찍어서 (중략) ‘바닷가에서 모래 놀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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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고 하면 그냥 그 글자를 기억하는 거고, 다른 것도 딱

히 시각적인 느낌 같은걸 떠올리지는 않아요. 그냥 글자를 기

억하려고 하는 편이고. (중략) 모르는 내용이면 그것도 그냥 

기억하고. 어차피 모르면 외워야하지 않나요.(연구대상자 F)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어려움에 따른 

대처 기술은 읽기 이해 수행 수준에 따라 분류한 각 군집별로 구분

하여 그 특성이 제시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시각적 경험과 

능력에 제약을 갖는 시각장애 아동들도 지원과 훈련을 바탕으로 시

각적 개념의 형성과 표상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시각적 개념 형성과 표상화가 어려운 경우 아동들은 

시각적인 부분도 언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를 통하여 읽기 이

해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글 내용에 대한 언어적 이

해는 고차원적 읽기 이해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었으며, 이러한 한

계 극복을 위해서는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지원과 다양한 경험을 통

한 시각적 개념 형성과 표상화를 위한 시도가 기반되어야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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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이해 및 어휘지식과 작업기억의 

특성을 정안 아동과의 비교를 통하여 탐색하였다. 또한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하여 시각장애 아동들의 읽기에서의 

어려움과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밝혀진 

결과들을 중심으로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

고 제언해보고자 한다.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특성을 정안 아동의 읽기 수행 정도와의 비교

를 통하여 살펴보는 접근은 시각장애 아동이 갖고 있는 시각적 결함과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학업 수행에서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정안 아동의 읽기 관련 선행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에 비추어, 정안 아동과의 비교는 시각장애 아동

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성을 갖는다. 즉, 결함을 가진 집단과 비결함 집

단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그를 기반으로 교육적 중재 방안을 모색하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접근법이다(최종근, 김동

일, 김은주, 2005). 특히 현재 시각장애 아동들은 일반교육의 교육과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안 집단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한 

교육 현황에 대한 진단과 교육적 지원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

의 결과에 대한 요약과 그에 대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아동의 차이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아동의 읽기 이해, 어휘지식 및 작업기억의 비

교에 있어, 저학년과 고학년에서 각기 다른 양상이 확인되었다. 즉, 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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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서는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아동 간에 사실적 이해와 중앙실행기,

음운루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추론적 이해, 어휘지

식, 시공간잡기장에서는 시각장애 아동이 정안 아동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행을 보였다. 그러나 고학년 아동에서는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의 

읽기 이해의 모든 영역과 시공간잡기장에서 시각장애 아동이 정안 아동

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행을 보였다. 즉, 저학년 아동의 사실적 이해를 

제외한 모든 읽기 영역과 어휘지식 그리고 시공간 잡기장에 있어 시각

장애 아동은 정안 아동보다 큰 어려움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고학

년 집단에서는 이에 사실적 이해에서의 어려움도 더해져서, 학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읽기에서의 어려움이 심화됨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준에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학업성취수준을 분석한 김은주 등(2002), 김은주 등(2003) 그리고 최종근,

김동일, 김은주(2005)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아동 중 하위 25%의 성취를 보이는 저성

취 아동을 비교한 결과, 시공간 잡기장에 있어서는 정안 저성취 아동이 

모든 학년 수준에 걸쳐 유의하게 높은 수행을 보였다. 그러나 저학년의 

사실적 이해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저성취 아

동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은주 등(2002)또한 정안 아동과 시각장

애 아동의 기초학습부진과 기본학습부진 비율을 비교한 결과, 기초학습

의 경우 비장애 아동은 약 1~5%가 학습부진으로 나타난 반면 시각장애 

아동의 경우 약 24~38%가 학습부진으로 판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기본학습의 경우에도 비장애 아동은 약 6~13% 가량이 학습부진으로 

판정되는 반면, 시각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24~63% 가량이 학습부진으로 

판정됨을 유사하게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두 가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이해 수준은 정안 저성취 아동과 유사하며, 정안 저성취 아동이 갖는 읽

기에서의 곤란과 동일한 수준의 어려움을 호소함을 예측할 수 있다. 둘

째, 시각장애 아동은 사실적 이해보다도 추론적 이해에 더 큰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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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적 이해는 추론적 이해보다 하위의 인지 작

용을 요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시각장애 아동들이 갖는 추상적 사고의 

한계와 그에 따른 읽기에서의 어려움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읽은 내용의 언어적 정보를 기억하는 작용을 하는 음운루프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자신의 사전 지식으로부터 정보를 인출하여 읽기

를 구성해 가도록 조절하는 중앙 실행기에서의 결함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발견은 시각장애 성인과 정안 성인의 중앙실행기 및 음운루프를 

비교하고 있는 일련의 연구들(김은정, 2007; Millar, 2004; Ronnber, &

Nilson, 198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Beal과 Shaw(2008) 그리고 

Swanson과 Luxenberg(2009) 등의 연구에서는, 시각장애 아동에게 있어 

중앙실행기 및 음운루프의 유의미하게 낮은 수행이 나타남을 제안하고 

있는 등 아직 그 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연구가 수행되는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대상의 연령은 연구 결

과 해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더욱이 언어의 사용과 

기능은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김광해, 1999). 따라

서 본 연구의 발견점은 지금까지 이뤄져온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비교하

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특히 중앙실행기와 음운루

프 모두가 이미 읽기에 미치는 분명한 영향력이 밝혀진 요인이라는 점

에서(이한구, 2011; 최나야, 2007; Swanson, 1994). 중앙실행기와 음운루

프에 있어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아동 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에

도 두 집단 간에 읽기 이해에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보다 

면밀한 연구적 접근을 요하는 결과이다.

2. 어휘지식, 작업기억 및 읽기 이해의 영향 요인 분석

사실적 이해는 글에 직접적으로 제시된 명제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

는가에 대한 점검으로서,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독자는 자신이 가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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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식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인지적 부담을 줄

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어휘지식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왔

다(이영택, 2005; 김경선, 김동일, 2013). 그러나 이러한 발견들은 정안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시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선행 연구물의 결과들과의 비교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사실적 이해에 있어 정안 아동의 경우, 전 학년

에 걸쳐 어휘지식이 가장 강력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

구의 결과(김경선, 김동일, 2013; 김애화 외, 2010; 이일화, 2005; 정미란,

2008)를 지지하는 발견으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전맹 아동의 경

우 저학년에서는 시공간잡기장이 가장 강력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

며, 고학년에서는 음운루프가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영향 요인인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저시력 아동의 사실적 이해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저

학년에서는 정안 집단과 동일하게 어휘지식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변

인으로 나타났으며, 고학년 집단의 경우에는 시공간잡기장이 나타났다.

즉, 사실적 이해에 대한 영향 요인에 있어서 시각장애 집단은 정안 집단

과 차이를 보이며, 시각장애 집단 내에서도 각기 다른 양상을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적 이해에서 주로 요구되는 활동인 시각을 활용하

여 관련 내용을 다시 찾아 읽거나, 메모하기나 밑줄긋기와 같은 학습 전

략을 활용하는 데에 시각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주로 기억에 의존하

게 된다된다(임안수, 1997)는 데에서 그 원인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시

각장애 아동들은 사실적 이해의 과정에서 단기적인 기억을 처리하는 활

동을 동시에 요구받게 되며 이에 따라 작업기억의 각 하위 영역들의 기

능으로부터 그 과정에 있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장애가 보다 

중한 전맹 아동은 모든 학년 수준에 걸쳐 이러한 특성이 나타났으며, 장

애가 상대적으로 경한 저시력 아동은 고학년에서만 이러한 특성이 반영

되고 있다.

한편 정안 아동 중 저성취 아동의 읽기 이해 영향 요인 분석 결과 저

학년과 고학년 모두에서 시공간잡기장 만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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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는 백수진(200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시각장애 아동들

이 시각적 결함으로 인하여 시공간잡기장에 의존하는 것과는 달리, 정안 

저성취 아동의 경우 읽기에 있어서는 음운적 정보가 아닌 시각적 정보

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추론적 이해에 있어서 저학년 정안 집단은 어휘지식과 중앙실행기가 

그리고 고학년 정안 집단에서는 어휘지식이 가장 강력한 영향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어휘지식을 토대로 추론적 사고를 통한 읽기가 가능하

다는 점에서, 어휘지식을 추론적 이해의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제안하는 

선행 연구들의 제안(김경선, 김동일, 2013; 정미란, 2008)으로부터 지지받

을 수 있는 발견이다.

그러나 시각장애 집단의 경우에는 이와 다소 다른 양상이 발견되었다.

저학년 전맹 집단에서는 저학년의 경우 시공간잡기장이 그리고 고학년

에서는 어휘지식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시력 집단의 

경우 저학년 집단에서는 어휘지식이 고학년 집단에서는 중앙실행기가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맹 집단의 경우에는 정안 집단과 달리 시공간잡기장이 추론

적 이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중도의 

시각적 결함을 갖는 전맹 집단이 고차원적 인지 작용을 요하는 추론적 

이해에 있어 시공간잡기장을 활용한 시각 및 공간적 정보의 일시적인 

저장과 처리가 주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어휘지식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음

은 학년 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맹 아동들의 추론적 이해에 있어서 정안 

아동과 유사한 기제가 작동하게 됨을 예측할 수 있는 발견이다.

또한 저시력 집단의 추론적 이해 영향 요인으로 제시된 중앙실행기는 

단기기억과 장기기억 간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면서, 장기기억으로부터의 

사전지식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의 가능을 수행하게 한다는 그 

본래의 기능을 상기할 때(정용석, 2007; Swanson, 2004), 저시력 아동들

의 추론적 이해에는 정안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밝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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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한 기제가 작용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정안 저성취 아동의 경우에는 추론적 이해에 있어서도 사실적 

이해와 같이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에서 시공간잡기장만이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정안 저성취 아동은 읽기 이해의 수준과 관

계없이 시각적 요소에 의존적임을 알 수 있는 동시에,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저성취 아동의 읽기 이해 수준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읽기 이해가 

이루어지는 역동은 각기 다름을 알 수 있는 발견이다.

이러한 결과는 시각장애 아동들의 읽기 과정 특성 분석 결과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시각적 표상화가 자유로운 정안 아동에 비하

여, 시각적 자극에 결함을 갖는 시각장애 아동들은 읽기 활동 전반에 걸

쳐 시공간적 개념의 습득 여부가 읽기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술 통계 분석 결과, 시각장애 집단은 대부분

의 변인에 있어 정안 집단보다 높은 분산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이러한 집단 간 분산의 차이로 인하여 통계적 분석 결과 도출되는 영향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결과 해석에 있어서 각 

변인이 갖는 중요도와 기여도에 대하여 신중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영향 요인 각각은 각 집단의 읽기 이해에 

있어서 다른 변인들과의 비교에 있어 큰 기여를 하는 요인임에는 분명

하지만, 동시에 그 각각이 읽기 이해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중요도의 측

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경험 분석

시각장애 아동들이 경험하는 읽기 과정을 분석한 결과, 시각장애 아동

들은 장애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읽기 이해 과정에서 경험하는 언어지식과 학습 전략 습득에서의 어려

움’을 중심현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움과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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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자신만의 읽기 전략을 체득해 나가고, 이를 기반으로 읽기를 이

루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한다.

시각장애 아동은 시력의 제한으로 문자의 존재를 정안 아동보다 늦게 

지각하게 되며(현은자 외, 2001), 대부분 촉각이 왕성하게 발달하는 유아

기를 지나 학령기에 들어서면서 점자를 배우게 된다(임안수, 1997). 더욱

이 점자는 그 체계가 복잡하고, 장시간 읽을 경우 손가락의 피로도를 갖

게 되어 장시간 학습이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김동연, 1991). 또한 저

시력 아동들의 경우에도 읽기에 있어서 시력의 정도나 상태에 영향을 

크게 받음에 따라(차향미, 2002), 자료 제시 방식에 있어 다양한 선호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이해균, 1995). 이는 시각장애 아동들은 읽기 과정

에 있어서 신체적인 어려움과 한계를 경험하며, 신체적으로 읽기 방식에 

대한 고유하고 다양한 선호를 가짐에 따른 어려움을 갖는다는 본 연구

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점자나 확대묵자 등의 읽기 매체가 갖는 특성으

로 인한 어려움과 교재 및 교구, 교육기관 그리고 관련 정보로 인한 어

려움이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도 동일하게 점자의 경우 묵자에 

비하여 체계가 복잡하고(임안수, 1997), 보다 복합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문자라는 점에서 그 습득의 어려움이 지적되어 왔다. 저시력 아동의 경

우에도 확대 묵자 사용에 따르는 어려움(박순희, 2006)과 함께, 적절한 

매체를 선정에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강보순, 2005). 이에 일련의 문

해매체 선정을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송정연, 2001;

Caton, 1994; Koenig & Holbrook, 1991), 김영일(2003)은 시각장애학생의 

문해매체 선정의 4가지 원칙으로 학생 개별화의 원칙, 문해도구 다중성

의 원칙, 기초 문해 우선의 원칙 및 매체 대상 합치성의 원칙을 제안하

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각장애 아동 읽기 교육에 있어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 

인프라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 왔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시각장애 

초등 아동은 총 234명이며, 이는 전체 초등 교육기에 있는 장애 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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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에 해당한다(교육부, 2016). 그러나 최근 자폐성장애나 지적장애 등

과의 중복 장애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박현옥, 김정현, 2009), 이

러한 중복 장애 아동의 수 또한 전체 통계치에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시각장애 만을 가진 아동의 수는 매우 극소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국에 설립되어 있는 시각장애 학교는 단 12개로, 서울의 2개 

시각장애 특수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전국의 시도별로 1

개 내외의 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곧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시각장애 교육 인프라의 부족에 따

른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에서의 어려움을 지지하는 수치들이다. 김현애

(2004)는 시각장애 아동들이 읽기에 있어 적절한 교육적 지도의 경험이 

부족하고, 점자나 확대 묵자로 제작된 교재가 부족하며, 도서관의 이용

이 불편한 점 등에 대하여 지적하며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환경의 열악

함을 밝혔다. 조미경(2003) 또한 시각장애 유아의 독서지도를 위하여 다

양한 교재 및 교구 개발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강종구, 김라

경(2011)은 장애인 집단 내에서 시각장애 인구의 낮은 비중과 시각장애 

전문가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시각장애 관련 연구가 저조함을 지적하면

서, 이에 따른 교육적 인프라의 부족을 제안하고 있다.

시각의 장애는 읽기 관련 기술의 습득을 어렵게 한다(Koenig &

HolBrook, 1999)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본 연구의 결과, 시각

장애 아동들은 언어지식의 습득과 학습 전략 습득에서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 아동들의 언어지식에서의 어려움은 최우주

(2007)의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아동의 어휘지식에 대한 비교 연구나,

정은혜와 김영일(2007)의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아동의 맞춤법 수행 수

준 비교 연구에서도 잘 나타난다. 특히 거리, 시간개념, 형태, 공간 지각

과 같은 시각적 기능의 영역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상호작용과 문제 해

결 그리고 의사결정의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고차원적인 

사고에도 지체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안수, 1999).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아동들은 조기에 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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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할 경우 읽기에 있어서 문해 기술의 측면이나 심리적 측면 모두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조기의 

문자 숙달이 학령기 이후의 읽기 이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 연구 결과(Emerson et al., 2009; Laroche et al., 2012; Wright et al.,

2009)를 지지하는 발견이다. 또한 시각장애 아동들은 읽는 과정에서 메모

를 하기 어렵고, 읽은 내용을 다시 찾아 읽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갖지

만 이러한 어려움들을 기억하기 전략이나 내용 조직하기 전략과 같은 언

어사용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시각장애 아동들이 사용하는 언어사용 기술들

은 대개 일반적인 읽기 교육상황에서도 두루 사용되는 기술이나 이러한 

기술들을 시각장애 아동들은 대개 개인 수준에서 획득하였거나, 가정 내

에서 부모의 지도하에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 교육의 장면에

서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읽기 관련 기술들의 습득이 상당부분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유로 시각장애 아동

들은 중복장애 아동들이 많음에 따라 교사의 교과지도 집중도가 분산되

며, 점자교육이나 확대매체 교육 등을 위하여 국어 교육 시간의 상당부

분이 투자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부모나 교사의 지원은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경험에 있어 주

요하게 작용하는 중재적 조건의 하나이다. 이는 시각장애 아동들의 읽기 

경험에 있어 제도적 혹은 학교 교육 수준의 지원 시스템이 아닌 교사 

혹은 부모 개인 수준의 지원이 보다 큰 영향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들이 밝힌 부모와 교사로부터의 지원을 살펴보아도 점자책이 부족

하여 가족이 직접 교재를 제작하거나, 확대묵자 교과서의 글자가 아동의 

시력에 적합하지 않아 교사가 직접 교과서의 글자를 아동에 맞게 제작

하여 출력하여 제공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시각장애 아

동의 읽기 발달에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발견임과 동시에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시각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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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하다.

더욱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이러한 아동들이 체득하여 읽기의 

과정에 전략으로 작용하게 되는 자기만의 전략도 중재적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즉, 주변인으로부터의 지원을 통하여 시각적 표상화나 

시공간적 정보에 대한 충분한 자극을 받은 아동은 언어적 능력과 시공

간적 정보처리의 능력을 혼합하여 읽기를 성취해 나가는 반면, 개인의 

노력으로 읽기 이해를 이루어가는 아동들은 시공간적 정보의 처리도 모

두 언어적으로 전환하여 수행하는 등 온전히 언어적 형태로 읽기를 성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에 있어 궁극적인 출발점은 곧 주변인의 지

원 여부와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혹은 교사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각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의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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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시사점 및 한계점

1.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각장애 아동들의 읽기 이해에서의 특성과 그 과

정을 분석함으로써 시각장애 아동들의 읽기 이해의 현황과 그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언하는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이해 향상을 위한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 유아 조기 교육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시각장애 유아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환경적인 경험과 시각적 자극의 

제약을 가짐에 따라서 언어 능력의 발달의 확대에 있어 기회를 제한 받

는다(Mills, 1983). 이러한 발달상에 나타나는 시각장애로 인한 제약을 

보상하는 것은 취학 이전에 시작되어야 함이 강조된다(임안수, 1995). 시

각장애 유아의 언어발달은 감각 운동기까지는 정안 아동과 유사하나

(Adelson, 1983), 발달해 감에 따라 어휘와 언어의 개념을 습득하는 데에 

간접적인 설명에 주로 의존하게 됨에 따라 언어중심주의에 빠질 위험이 

크다(Burlingham, 1965). 또한 촉각과 청각을 활용하여 외부세계에 대한 

도식을 형성하지만 이러한 도식은 정안 아동이 시각을 활용하여 형성하

는 도식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arren,

1984). 시각장애아동의 경우 대부분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일반 아동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아들이 시각의 

장애로 인하여 생애 초기부터 갖게 되는 발달 기간 동안의 다양한 경험 

및 자극의 부재와 결여는 인지적 능력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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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적되고 있다(정동영 외 2014).

이에 임안수(2008)는 시각장애 유아에 대한 조기교육과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역설한다. 이에 따르면 시각장애 유아기에 

있어 조기교육의 여부는 발달상의 큰 차이로 나타남을 지적하며, 특히 

이를 위한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요구됨을 강조함으로서 체제

적인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IFSP)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하여 읽기 전단계에서의 점자에의 노출의 

필요성과 읽기 관련 개념의 발달 및 신체적 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

다. 특히 정안 아동과 달리 점자 읽기를 위하여 시각장애 아동의 경우 

팔운동이나 손가락의 민감성 훈련 등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임

안수, 1997).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조기에 문자를 습득한 아동들의 경우 높은 자존

감, 읽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적극적인 읽기 태도 그리고 빠른 읽기 

속도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점자 읽기 유창성에 관한 

이태훈(2015) 및 Laroche 등(2012)의 연구나 성인 시각장애인의 읽기 이

해에 대한 영향 요인에 관한 Trent 등(1997)의 연구와 동일하게 조기의 

읽기 숙달이 읽기 이해와 읽기에서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조미경(2003) 또한 조기의 문자교육은 시각장애 아동으로 

하여금 문해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상생활 기술과 경험의 지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각장애 아동에게 문자

를 조기에 교육하기 위해서는 주로 가정 내의 보호자가 문자 지도에 대

한 책임을 가지고, 교육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장시간에 걸쳐 지도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 장애

에 대한 선입견이나 장애수용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들도 동반하여 나타

났다.

따라서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 문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보다 

전방위적이고 체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즉, 영아기 시각장애 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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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접근 프로그램과 시각장애 관련 정보

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두루 제공될 필요가 제기된다. 특히 저시력 아

동의 경우 부모로부터 정안 아동과 같이 행동하기를 바라는 기대를 받

게 됨에 따라 생활 전반에 걸친 긴장을 가지며, 시각장애인과 정안인 모

두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안수, 1995).

또한 부모들 또한 시각장애 자녀에 대하여 부정, 과잉보호, 그 밖의 다

양한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가지며 만약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악영

향이 더해질 경우 시각장애 아동이 포함된 가정은 이중의 어려움을 경

험하게 된다(임안수, 2008). 가족에 중점을 둔 시각장애 아동의 가족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방문지도나 온라인 지도와 같은 교육적 지원 방안을 병행함으로

써 부모가 가지게 되는 시각장애 아동 교육에 대한 책무를 사회적 시스

템이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겠다.

2) 시각장애 아동 맞춤형 교재 및 교구 개발

시각장애 아동에게 교재 및 교구의 제공은 시각적 결함을 보상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접근 방법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제

시된 바와 같이 시각장애 아동들은 적절한 읽기 교재 및 사전지식 형성

을 위한 교구들을 제공받거나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은희(1999)는 시각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도서들을 분석한 결

과 주로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들이 제작되고 있

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화나 위인전 등의 내용에 집중되어 있는 한

편, 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 아동들의 경우 초등학교에 

들어서면서 글자를 읽기 시작함을 고려할 때, 이러한 도서 제작 현황은 

시각장애 아동에 적합한 기회 제공이 되지 못함이 제기된다.

특히 시각장애 아동들은 정안 아동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받으며,

동일한 교육내용 및 교과서로 학습하고 있음에 주목해야한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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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책은 간단한 표나 도형, 지도 등을 제외하고는 시각적 정보에 대한 

부분이 언어적 해설 없이 생략되어 있다. 또한 확대묵자의 경우에도 학

교에서 보급되고 있는 확대교과서는 일반교과서를 단순 확대한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확대교

과서는 글자와 그림의 배열방식이 일정하지 않아 읽기에 어렵고, 글자를 

단순히 확대하여 제시함으로써 저시력 장애 학생들의 시력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크기가 큰 관계로 조작과 휴대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시각장애 아동

들이 적절한 교재와 교구를 가지고 적합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

록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 아동이 갖는 다양한 요구에 대하여 우

선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입각하여 교재 및 교구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시각적 표상화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시각장애 아동들은 흔히 시각에 있어서의 장애와 시각적 경험의 결여

로 인하여 시각적 표상화에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전

맹 인구들도 정신적 시각화가 가능하며 나아가 시각장애인과 정안인의 

시각화에 내재되어 있는 기재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e.g., Aleman et al., 2001; Kerr, 1983; Vecchi, 1998; Zimler &

Keenan, 1983). 더욱이, 시각적 표상이란 단순한 시각을 통한 인지적인 

입력 보다도 정보의 다양한 원천을 활용하여 일련의 구조화된 처리체계

를 거친 최종적인 산물로 여겨진다(Cornoldi et al., 1998)는 점에서 시각

장애인의 시각적 표상화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선천적 전맹 아동이나 영유아기에 실명하여 시각적 

경험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에도 적절한 지원과 훈련을 통

하여 글 읽기에 과정에서 시각적 표상화와 도해조직자를 활용한 읽기 

활동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Vecchi, Tinti와 Cornoldi(2004)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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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결과와 일치하게 선천적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한 시각적 표상화 

능력을 발견하였다.

시각적 표상화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들에게서는 시각적인 내용도 모

두 언어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찾을 수 있었다. Harley(1963)는 시각

장애인들의 이러한 접근에 대하여, 본질에 대한 파악이 아닌 자신만의 

개념체계에 본질을 욱여넣는 언어중심주의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

한다. 즉, 언어화하여 시각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일견 시각장애의 

특성에서 기인한 현상 파악의 특성이라고 보일 수 있으나, 심도있게 분

석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접근은 한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도해조직자나 시각적 표상화는 글을 읽는 과정에 작용하는 주요 

전략의 하나로서(강옥려, 2004; 김우리, 고혜정, 2010; 이순희, 2008), 시

각장애 아동도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될 경우 정안 아동과 

유사한 수준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잠재력이 본 연구를 통하여 드

러났다. 다만 시각장애 아동의 시기능 수준과 시각적 이미지의 보유 정

도 등에 따라서 정안 아동에게 제시되는 시각적 표상화나 도해조직자 

활동의 수준을 면밀히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기능 평가와 그에 기반한 단계적 훈련 프로그

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현재 시각장애 아동들은 대부분 교사 개인 혹은 

부모 개인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훈련이 시각장애 아동에게 무용할 것이라

고 판단하고 읽기 활동에서 제외하고 있는 모습도 본 연구를 통하여 찾

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각장애 아동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각장애 아동이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의 탐색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들을 통하여 이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4) 시각 및 학습 중복장애 아동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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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 아동의 진단과 분류에 대한 논의는 학습장애 분야에서 꾸준

히 제기되는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서는 시각장애란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 집

중, 기억, 문제해결 등의 학습 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IDEA(1999)에

서는 학습장애에는 일차적으로 시각·청각·운동장애 또는 지적장애나 환

경적·문화적·경제적 불이익의 결과로 학습 문제를 일으키는 아동을 포함

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각장애 연구 대상 가운데 절반가량

이 전체 연구대상 대비 하위 25%에 준하는 읽기 성취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Daughtery와 Moran(1982)의 시각장애 아동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체 연구대상자의 3분의 2가량에서 학습장애 혹은 

학습장애 위험군으로 간주되는 능력과 성취 불일치가 나타남이 보고된 

것과 유사하다. 임안수(1995)는 시각장애 아동 가운데 능력-성취 불일치

를 나타내는 인구들을 제안하면서 시각 학습 중복장애 아동의 존재에 

대한 교육적 지원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Arter(1998) 또한 

점자 난독증(Braille Dyslexia)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시각장애 인구 가운

데 학습장애의 출현 가능성에 대하여 시사한다.

장애의 분류와 명명은 그에 따른 낙인의 위험성을 촉발할 수 있음에 

따라 신중한 논의가 요구된다(김동일 등, 2010). 특히 명명에 따라서 장

애 당사자가 수혜 받을 수 있는 교육적·사회적·문화적 혜택이 반드시 수

반되어야 하며, 그 혜택의 양과 질이 명명에 따른 위험성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장애에 대한 명명에 있어 시각적 결함을 갖는 집단이 

배제된 것은 이러한 논지에 기반한다. 하지만 명명에 따른 교육적 혜택

이 수반됨을 고려해야 하는 것과 같이, 명명하지 않음에 따른 교육적 혜

택에 대한 논의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시 말해 시각장애를 학습장애 배제 준거로 채택한다는 것은, 시각의 

장애로 인한 학습상의 어려움을 함의하며 이에 따른 교육적 대응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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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Haager, Klingner와 Vaughn(2007) 또한 학습

장애의 배제 준거로 채택되는 신체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 환경의 차이

를 고려하여 교육적 접근을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증거에 기반 한 중

재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시각장애 아동들의 읽기 이해와 관

련 변인들의 양상을 밝히고, 그 읽기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교육적 시사

점을 제공한다는 중요한 의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시각장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 아동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의 과정에서 일부의 시각장애 특수

학교의 아동들을 연구에 참여시키지 못하였으며, 특히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 아동들을 연구에 포괄하지 못하였다. 시각장애 아동은 따

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특수학교 시각장애 아동들이 갖는 특수성은 반

영하고 있는 반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 아동들의 특성을 담

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 보다 폭넓은 연구대상자

를 대상으로 읽기 관련 연구들이 후속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는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과정의 경험에 대하여 시각장

애 아동만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아동 당

사자의 생각과 입장을 연구에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 현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다차원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도 갖는

다. 따라서 후속되는 연구들은 교사, 학부모, 시각장애 교육 전문가와 같

은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된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과정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시각장애 아동의 학년별 특성을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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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시기에 국한하여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특성을 

살핌으로써, 초등학교 시기 전과 후의 전반적인 발달의 양상 특히 점자,

확대묵자, 음성과 같은 선호 문자매체에 따르는 변화의 양상을 입체적으

로 분석하는 데에 그 한계를 갖는다. 또한 선행되어온 시각장애 아동의 

읽기 관련 연구가 많지 않고, 그에 따라 시각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적 

처치 역시 미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후속되는 연구들은 보다 다양한 

학년의 시각장애 아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탐색적 연구 자료들

의 축적을 바탕으로 시각장애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해 나아가

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시각장애 아동의 어휘지식과 작업기억을 중심으로 읽

기 이해를 점검하였다. 그러나 읽기란 독자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복

합적 작용과 아울러 텍스트의 통일성, 일관성, 응집성과 같은 텍스트 자

체의 요인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

정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 관

계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폭넓은 영향관계에 대한 탐색이 후속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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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usually read various things, such as simple traffic signs or

difficult books for research.(Kim & Choi, 2004). Reading means not

only "decoding" but also "comprehension". Comprehension is a

complex process that involves interactions between the reader and the

text; particularly, comprehension requires the reader to identify the

contents presented in the text, and to infer and criticize the meaning

of the text/context using their own background knowledge.

Furthermore, comprehension also requires that the reader synthesize

all of these things and appreciates the text.(Roh, 1990)

Therefore, reading is supposed to be the result of these various

factors, that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especially vocabulary and

working memory have become two of the most important influential

factors of reading. Vocabulary stimulates the reader to identify the

contents of the text, in particular, those directly presented in the text

during reading. At the same time, diverse experiences for obtaining

vocabulary and information about the vocabulary helps to widen

reader’s background knowledge can also be a basis for semantics,

syntax, and pragmatics all of which lay a foundation for reading

comprehension. So we can conclude that vocabulary is a critical and

influential factor for reading comprehension(Kim, 1993).

Working memory is known to be also involved in the reading

process. The central executive, a factor of working memory, has the

role of understanding, criticizing, creating and restructuring the

contents from text by retrieving information from long-term memory.

Also a phonological loop and visuo-spatial sketchpad, conceptualized

as two sub-structures of the central executive, is known to be

responsible for processing the inputs related with phonetic and visu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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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other hand, reading is accompanied by visual activities.

People recognize printed words with their visual sensors, their eyes,

and they also identify the main idea of a text from other elements of

a book such as illustration and graphs. Moreover, we can scan or

skip the whole text or sometimes imagine the contents, highlight the

main idea, or take note before/during/after reading to predict or

summarize the text. All of these activities require visual function.

Therefore,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have difficulties in

reading comprehension due to their visual limitations.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use diverse media, braille or magnified printed

words. However, compared to sighted children,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are not naturally exposed to these media, braille,

magnified printed words, or voices, and almost all visually-impaired

children start to learn "Hangul(Korean characters)" around school age.

So it takes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a long time to learn the

characters and results in their low reading fluency and low

orthography knowledge(Chung & Kim, 2007).

In this context, it is worth noting that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study the same school curriculum as sighted children,

and they use same textbooks. This means that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are expected to have the "same" learning abilities despite

their disability, and accordingly they are expected to have the same

potential to acquire educational achievement at the same level as that

of sighted children. However, literatures have found low reading

achievement in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Kim et al., 2002; Kim

et al., 2003; Choi, Kim, and Kim, 2005). In other words,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are included 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because they are expected to have the same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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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lity, but their actual reading performance does not meet the

expected level. However, on the other hand, some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have proven their excellency in academic

achievement(Kim et al., 2012).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a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76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attending special schools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in Seoul, Daegu, Gwanju, Busan, Gyeonggi,

Gangwon, Chungbuk, and Jeonbuk. And 149 sighted children in

Seoul. The participants are excluded when they are reported to have

a low IQ level; 85 or below, or have disability in addition to visual

impairment. Also, participants are excluded if they take the test

insincerely or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ir answers may be false.

Through these steps, 300 children are selected as preliminary

participants. But there were 76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and

300 sighted children. So considering statistical perspectives, sighted

children are selected via randomized selection, and finally 149

children(76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and 73 sighted children)

are selected as the study participants.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he ACCENT Korean test for reading

comprehension and vocabulary. For working memory, central

executive, phonological loop, and visuo-spatial skechpad, this study

use the test from literatures and KEDI-WISC IV. Also, this study use

questionnaires for the interviews. Prior to the actual test, this study

examines the reliability, validity, and level of difficulty through a

pilot test. And then the researcher trains the assistant researcher on

the basis of the guidelines for the test.

For the analysis of the data, Firstly, this study compares the

differences among blind, low-vision, sighted children, and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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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group among sighted children via one-way ANOVA.

Second, this study explores predictor for the reading comprehenion of

blind, low vision, sighted children, and low achievement group

among sighted children through multiple regression. Thirdly, this

study divide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into high-achieving and

then it is classified as a sub-cluster using cluster analysis. Finally, this

study selects interviewees among the sub-clusters, and it uses

qualitative analysis for analysis of the data from the interviews about

reading experie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 discussions are as follows:

Firstly,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for differences in vocabulary,

working memory, and reading comprehension among blind,

low-vision and sighted children show that, in the lower grade, there

are no differences among the three groups except when it comes to

inferential comprehension,, vocabulary, and the visuo-spatial

sketchpad. But in the higher grade,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and sighted

children.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have a low achievement

level compared with sighted children except when it comes to the

central executive and phonological loop. Accordingly, as the grade

gets higher, visually-impaired children’s reading difficulties become

greater. Also,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mong blind, low-vision

and low achievement group among sighted children show there are

not much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Second, the results of the comparing predictor of blind, low-vision

sighted children, and low achievement among sighted children, show

that the three groups have vocabulary as their predictor for fact

comprehension. But for inferential comprehension, the visuo-spa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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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tchpad is a predictor for blind and low-vision children, while it

was vocabulary for the sighted. This means that especially in problem

solving for inferential comprehension, which requires readers to

utilize complex thinking strategies,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who have limited visual function, are affected by their ability to

process visual information. This ability is required of sighted children

also, but due to low-vision and blind children’s limited visual

function, their ability to process visual information is mor dependent

on their reading comprehension. than in the case of sighted children.

Also, the visuo-spatial sketchpad is a predictor for low achievement

group among sighted children for both of fact and inferential

comprehension.

The results of the qualitative analysis on the interviews according

to sub-clusters show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of sub-clusters

in environmental conditions, mediation conditions, strategies according

to these two conditions, and results. Especially among high-achieving

children, there are great differences in using visual function for

reading comprehension according to the amount of supports from

parents or teachers and the degree of various experiences related

with reading. The focus on this result is that almost all of these

kinds of supports or experiences are at the personal-level and level

and involve the parents or teacher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prepare a social supports system for the education of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n early literacy education program and individualized teaching

materials and tools should be developed for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n early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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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program could be helpful for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not only in functional aspects, but also in psychological

aspects.

However there are only limited materials and tools for the

education of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Thus, research and

development on such materials and tools are strongly needed.

Meanwhile, visual representation could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reading comprehension of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even

though they have congenital or acquired blindness or don’t have

visual memory. Accordingly, systemized programs for the guidance

and training of visual representation for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are required. Lastly, an overall educational system and

infrastructures need to be established for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so that they may benefit from educational services

starting early on in life.

Although this study has these implications for the education of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there are some limitations and

proposals for future studies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are limited to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in special schools for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so further studies need to be conducted on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in general education schools and so on.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from diverse environments could suggest

further information regarding the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Second, in this study, the interviewees are limited to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Also, children have some limitations in describing

their experiences, and information from various informants would

allow multilateral approaches to the study ques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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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dimensional analysis.

Third,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limited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During elementary school-age, one’s reading ability

develops urgently, so it is considered as a critical period for reading

development. But it also has the implication of comparing middle-

and high-school levels altogether. It might suggest more specific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future-oriented educational

system.

Fourth, this study explores two reading-related factor: vocabulary

and working memory. However, reading is a complex cognitive

activity, and psychological or socio-cultural factors could affect

reading. Therefores future studies should consider these various

factors.

Key words: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blind children, low-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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