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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난독증 전문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 이은 후속 연구로서, 교육 사각지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난독증 학업중단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은 1차년도 프로그램(2016년)을 받았던 학생들 10명을 포함하여 총 62명의 1-6학년 초등학생들이다. 연

구대상에게 음운인식, 유창성, 어휘, 읽기이해 영역별로 중재 영역을 나누어 개별화 및 소그룹 지도를 실시하였

다. 프로그램 기간 및 회기수 는 약 3-4개월 동안 총13-15회기를 제공하였다. 프로그램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사전-사후 검사에 대하여 검사도구별, 중재영역별, 학년별로 분석하였으며, 지속대상자 10명에 대하여는 이들

의 2016년, 2017년도 초기 성취 수준에 따라 설정된 목표선 대비 실제 발달선을 분석하여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을 위한 교수 학습 적용 및 진전도 점검에 대한 논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난독증, 읽기 부진, 난독증 전문치료프로그램  

*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3A2066303)
** 제1 저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특수교육전공 박사과정 수료

**** 공동저자. 서울대학교 특수교육전공 박사과정

***** 공동저자. 서울대학교 특수교육전공 석사 졸업

논문 요약



404  아시아교육연구 19권 2호

Ⅰ. 서론

국내 난독증 학생 통계 추정 결과 난독증으로 판정될 수 있거나, 난독증 위험군으로 선별될 

수 있는 학생들은 약 5% 정도로 나타났다(김윤옥, 강옥려, 우정한, 변찬석, 2015). 난독증은 특정

학습장애의 한 유형으로 반전(reversal)현상과 같이 시각적 자극을 인식하는데 오류를 보임으로

써 읽기 문제를 보이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정학습장애 학생들 중 

반전과 같은 시각정보처리 과정상의 문제로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는 전체 1% 이내로 

드물며, 이들이 보이는 읽기의 어려움은 첨가, 생략, 반복 등의 잦은 읽기 오류와 철자, 음운 처

리 기술, 어휘지식, 주의력에서의 낮은 수행 등 다양하다(강소영, 2018; 김동일, 이대식, 신종호,

2016, Ashby, 2006; Hallahan, Kauffman, & Lloyd, 1999).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읽기 어려움의 

양상과 원인으로 교육 상황에서 난독증 유형에 적합한 교수학습을 제공하기 어려움이 있다. 더

불어 난독증 자체가 특정학습장애임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를 주저하는 경향, 난독증 특성 및 증상에 대한 인식 부재, 제한된 진단도구, 증거기반 교수 프로

그램의 낮은 실효성 문제로 인하여 제때에 적절한 진단 및 판별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김중

훈, 2016; 김용욱, 김경일, 우정한, 2016; 김윤옥 외, 2015).

초기 난독증에 대한 연구들은 의학 분야에서 시작되어 난독증의 원인 규명 및 특성 파악과 

관련하여 뇌 연구에 기반 하였기에 난독증 치료에 관한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어왔

다(Bakker, 2006). 또한 난독증은 일차적으로 음운처리 과정에서의 결손으로 인하여 정확하고 유

창한 단어 인지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Lyon, Shaywitz & Shaywitz, 2003), 음운인

식 능력과 단어인지 능력과 같은 초기 읽기 능력에 초점화 되어 중재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Ehri, 2000). 그러나 최근 난독증 연구 결과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서 일반학생과 난독증 학생간

의 읽기 성취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며, 그 차이가 청소년기 이후까지도 지속되고 쉽게 줄어들지 

않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음운인식과 같은 초기 읽기 영역에서의 지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들의 읽기 능력을 확인하고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Torgesen, Alexander, Wagner,

Voeller & Conway, 2001; Wanzek, Wexler, Vaughn, & Ciullo, 2009). Wanzek 외의 연구(2009)

에서는 난독증을 포함한 읽기 장애 및 읽기 부진 학생들 가운데서도 9-11세 연령의 초등학생 

대상 중재 연구 24편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초등학교 상위학년들에게는 난독증 프로그램의 

효과가 단어 인지뿐만 아니라 읽기 이해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 난독증 중재 연구들 역시 음운인식 능력에 초점을 두고 한글 파닉스 접근법에 기초한 

단어 인지 중재(김용욱, 김경일, 우정한, 2016; 정혜림, 김보배, 양민화, 이애진, 2016), 난독증의 

신경심리학적 원인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뇌의 반구를 자극하는 중재(김선희, 박현숙, 2003), 청

각 및 시각 정보 처리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 난독증상을 개선하는 연구들(김은희, 송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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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최훈일, 장연건, 2008)이 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한글의 경우 철자와 소리 대응이 규칙적

이기도 하며, 한글 교육을 영유아기에 시작하여 학령기 이전에 대부분의 아동들이 한글 읽기를 

습득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보니,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낱글자를 읽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다(양민화, 2009; 2014). 또한 만 5세 때의 가정환경 변인이나 독서 경험의 

차이로 인하여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실에서 보이는 읽기 능력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이기숙, 김순환, 정종원, 2013; 정수정, 최나야, 2012).

따라서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들이 보이는 읽기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분석하여 이들이 보이는 읽기 어려움의 문제에 적합한 맞춤형 읽기 교수

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난독증 및 읽기 부진의 어려움이 음운인식을 넘어서 해독, 철

자, 유창성, 어휘, 이해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Feifer, Della, & Toffalo,

2007), 음운인식에 한정한 중재 프로그램을 벗어나 학생들이 보이는 읽기 문제에 맞춤형으로 프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의 최근 연구들 또한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들을 대상

으로 읽기 유창성 향상에 초점을 두거나 어휘 및 읽기이해 등 난독증으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읽기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김동일, 김희주, 안예지, 안성진, 임희진, 황지영, 2017d; 김

윤옥, 김옥규, 박정원, 김라영, 최형섭, 2017).

국내외 난독증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이 아직까지 부족한 측면과 더불어 현장에서도 

난독증 진단 및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난독증에 대하여 교사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극복이 불가능한 증상으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소영, 2018). 또한 난독증 및 읽기 부진은 자칫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학습부진으로 여겨져 

전문적인 진단 및 집중적인 중재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낙인 되어 있는 경우가 많

다. 이처럼 학습장애로 선별되어 그에 따른 적합한 개별화 중재를 받지 못할 경우, 읽기 어려움

이 다른 교과 영역의 낮은 성취뿐만 아니라, 학습된 무기력을 일으키고 낮은 자존감 및 정서·행

동적 문제로까지 심화되어 학업 중단 및 비행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는 난독

증은 주의력, 수학, 철자 및 작문 등과 같이 다른 인지 및 학업 영역에서의 문제도 함께 공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Lindamood, 1994; Shankweiler et al., 1995).

이에 따라 최근 난독증 선별 및 중재 연구들은 학업과 행동 문제를 아우르며, 여러 단계를 

거쳐 강도 높은 중재를 통하여 학생의 진전도 여부를 파악하며 문제를 개선해 가는 선 중재 후

진단의 원리에 입각한 중재반응모형(Response to Intervention: RTI)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김동

일 외, 2017d; Mather & Wendling, 2011). 기존의 읽기 상의 문제가 명확하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wait to fail)으로는 학생들에게 조기중재를 제공하기 어렵고, 난독증의 경우 읽기 

성취뿐만 아니라 부차적인 문제로 학습 동기와 정서적인 부분까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Morgan & Klein, 2000) 일찍이 문제가 표면화되기 전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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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TI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및 행동적 어려움을 예방(prevention)하고 교정함

(remediation)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다. 이후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며 중재를 제공하였

을 때에도 반응하지 않는(non responders), 혹은 중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intervention-resisters) 학생들을 특정학습장애로 의뢰하거나 판별하게 된다. RTI는 ‘낮은 읽기 

수행과 중재에 반응하지 않음’의 정보만을 제공하기에 난독증 및 읽기 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거

나 장애를 진단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Berniger & O'Malley May, 2011). 그러

나 장애진단을 받지 않아도 혹은 특정학습장애 판별조건 중 배제요인에 해당하는 문화 및 경제

적 손실로 인한 난독증 및 읽기 부진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에게도 교육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수모델로 지지받을 수 있다. 이는 난독증 및 

읽기 부진의 학생들이 자칫 학습부진으로 낙인 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별되기를 주저함으

로써 적절한 교육을 제때에 받지 못한 채 중요한 읽기 학습 시기를 놓치기 보다는 포괄적이면서

도 체계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이다.

국내에서도 RTI를 적용하여 난독증 및 읽기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선별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

구들이 이루어져 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단계의 중재 및 선별과정을 통하여 집중

적이고 개별화된 중재에서도 진전을 보이지 않는 학생들을 최종적으로 난독증을 보이는 특정학

습장애로 의뢰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김동일 외, 2017d; 김윤옥, 2017). 또한 학교에서 뿐만 아

니라 나아가 지역사회 협력 체계 안에서 중재반응모형을 도입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난독증으로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김동일 외, 2017d). 이는 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

소년들은 주로 사회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난독증

상의 개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난독증 및 읽기 능력의 향상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할 때에는 장기간의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지속 가능성과 전문성 확보가 우선시 되

어야 한다(김동일, 김주선, 김희주, 안예지, 2017a; 우정한, 김요섭, 김윤옥, 강옥려, 김소희, 허승

준, 2016). 그러나 전문성을 갖춘 난독증 및 읽기 부진을 다룰 수 있는 교사 인력 부족과, 증상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외에는 표준화된 난독증 검사 도구가 사실상 부재하므로 현장의 교사들이 

난독증을 진단하고 교수를 제공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김동일 외, 2017a). 이에 2014

년 경기도 난독증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고 경기도를 시작으로 난독증 지원 사업이 지역사회 단

위 중심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난독증 학업중단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된 난독증 전문치

료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김동일, 김희주, 안성진, 이미지, 장세영, 안예지, 신혜연,

2017b)에 기반하여 2차 년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하며, 다소 시간의 간격이 있으나 

2차 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읽기 교수 적용 연구들이 단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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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하나, 난독증 및 읽기 학습 곤란은 단기간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에

서 지속적인 읽기 능력이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는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들에게 적용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

기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전문치료프로그램은 1차 년도인 2016년도에는 ‘경기도 난독증 아동청소

년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사업명으로 약 2-3개월간(10-12월) 총8-10회기에 걸쳐 경기도 북부 지역

의 아동복지시설 및 학교의 총 69명 학생에게 제공하였다. 2차 년도인 2017년도에는 1차 년도 

사업 적용 시 나타난 개선 사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난독증 학업중단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사업명으로 약 3-4개월간(6-9월) 총 13-15회기에 걸쳐 경기도 

북부 지역의 아동복지시설 및 학교의 난독증 위험군 62명의 학생에게 적용하였다. 또한 1차 년도 

프로그램 사업 대상자 가운데 2차 년도에도 동일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지속 대상

자로 선별하여 총10명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차 년도 결과를 바탕으

로 보완된 2차 년도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특별히 1-2차 년도 프로

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은 학생들의 읽기유창성 능력을 확인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 하고자 하였다.

첫째. 1차 년도 프로그램을 보완한 2차 년도 난독증 및 읽기부진 프로그램은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었는가?

둘째, 1차 년도와 2차 년도 모두 난독증 및 읽기부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속대상자들의 읽기

유창성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들로 아래 <표1>의 과정을 통하여 선별되었

다. 2단계에 걸쳐 경기도 북부에 소재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중 52명이 선별되었고 마

지막 3단계에서 2016년에 실시된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 중 담당교사의 추천을 받은 10명

을 포함한 62명의 아동이 최종 대상이 되었다. 최종 연구대상자 학년 및 성별은 <표2>와 같다.

국제난독증협회(International Dyslexia Association, 2002)의 정의를 따르면 언어의 음운요소 

결함으로 인한 이차적인 결과로 독해문제 및 어휘능력을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 때문에 음운인

식 결함이 있는 1~3학년 학생들과 저학년 때 낮은 읽기능력으로 인하여 낮은 어휘나 읽기이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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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보이는 4~6학년 학생들을 모두 중재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하였다(이기숙, 2013). 선행연구

(김동일, 2017b)에 따라 최종 대상자들은 학습장애선별검사(LDST)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거

나, 잠재적 위험군이면서 표준화된 기초학습수행평가체제 읽기검사(김동일, 2008)결과 하위 15%

이하에 해당함으로써 난독증 및 읽기부진으로 집중적인 교수 중재가 필요한 대상자로 최종 선

정되었다.

<표 1> 연구 대상 선별 과정

단계 내용

1단계
2017년 4-5월 경기북부 아동복지시설 및 학교(21개기관)에 공문 발송 및 유선을 통한 

의뢰 및 선별, 총 423명 중 348명 검사지 회수

2단계

2017년 5-6월 1단계 결과 읽기성취와 학습장애선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90명을 2단

계 선별, 학생이 속한 각 기관 및 학교에 전화 및 온라인 및 방문 상담 및 워크숍 개최

를 통한 학습 컨설팅 제공

3단계

2017년 6-9월 2단계 학생들에게 추가 개별읽기검사 실시 및 교사 지명에 의해 최종 

선별된 52명 아동 및 2016년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가운데 지속적 중재 필요한 

학생 10명을 포함, 총 62명 대상으로 난독증 하위 유형별(음운인식, 읽기유창성, 어휘, 

읽기이해) 집중교수프로그램 제공

<표2> 연구대상자 학년 및 성별

학년
성별

계
남 여

1 8 2 10(16%)

2 10 3 13(21%)

3 13 6 19(31%)

4 5 1 6(10%)

5 8 0 8(13%)

6 5 1 6(10%)

계 49(79%) 13(21%) 62(100%)

전체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49명(79%)으로 여자보다 많았으며, 학년은 2학년이 19명

(3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학년이 13명(21%)으로 나타나 2,3학년이 전체 학년의 절반이

상으로 나타났다. 지속대상자 10명은 2016년도 1차 사업 대상자 가운데 프로그램 종료 후 성취 

수준 및 진전도 모두 낮은 경우로 규정되는 이중불일치(Fuchs, Morgan, & Young, 2003) 준거

에 부합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하였으며, 이외에도 1-2차 년도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

는 기관 및 학교들의 교사 추천에 의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원하는 대상자들로 하였다. 지속

대상자들은 구리 지역에서 8명(2학년 남 3명 3학년 여1명, 3학년 남1명, 4학년 남1명, 5학년 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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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6학년 남1명), 파주 지역에서 1명(5학년 남1명), 의정부 지역 1명(3학년 여)이었다. 지속대상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읽기 유창성 영역을 중심으로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받았으며, 이들 중 읽

기유창성 사전, 사후 검사 및 진전도 검사 자료가 있는 5명의 학생(구리지역 2학년 남2명, 3학년 

남1명, 5학년 남1명, 6학년 남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5명 학생들 모두 지역아동센터 및 아

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었으며, 6학년 남학생 1명의 경우 난독증으로 이미 진단받은 학

생으로 이 학생을 제외하고 다른 네 명의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 이외의 별도의 읽기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않았다.

2. 검사 도구 및 중재 프로그램

1)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읽기검사(BASA-R)(김동일, 2008)의 읽기유창성 

검사 및 빈칸채우기 검사,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어휘검사(김동일, 2016), 기초학습기능 수

행평가체제 초기문해검사(김동일, 2011),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읽기이해검사(김동일,

2017c)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검사 및 진전도 점검을 실시하였다. 검사도구에 대한 구성 및 내용

은 <표3>과 같다. 읽기 유창성 검사(김동일, 2008)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성인에게 실시할 수 

있으며,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 )는 .89, 준거 타당도는 .54-.80이고, 저학년들의 

읽기이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실시한 빈칸채우기검사(김동일, 2008)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계수

(Cronbach )는 .92이며, 준거 타당도는 .62이다. 어휘 검사 및 읽기이해 검사는 초등학교 3학년

부터 실시할 수 있는 검사이며, 어휘검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계수(Cronbach )는 .819이며,

읽기이해 검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계수 값은 .866, 준거타당도 검사는 .51이다. 2차년도 연구

에 추가된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BASA): 초기문해 검사는 만 4세 이상부터 실시할 수 있

는 검사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2, 준거타당도는 .75이다.

<표3> 검시 도구

구분 검사도구

BASA

기초

학습

수행

평가

체제

읽기

(유창성 및 

빈칸채우기)

읽기 자료를 1분 동안 빠르고 정확하게 읽음으로써 유창성을 측정

읽기 자료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찾는 검사로서 속도제한(3분)을 두어 

읽기 속도와 읽기 이해를 측정

어휘
명시적 정의, 어휘와 함께 제시되는 상황적 맥락, 형태소 분석 능력을 토

대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휘 수준을 측정 42문항(15분)

읽기이해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함축적 이해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의 읽기 이해 수준을 측정 20-30문항(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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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재 프로그램

2차 년도 중재 프로그램은 1차 년도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거쳐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갖는다. 첫째, 초기문해검사 실시 및 음운인식영역 중재를 제공하여 영역별 맞춤형 중

재를 제공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기간 및 회기 수는 13-15회로 1차 년도에 비하여 5회기 정도 

증가하였다. 셋째, 1차 년도 프로그램 참여자인 지속대상자를 포함하여 중재를 제공하였다. 넷

째, 영역별 증거기반 프로그램 교재를 사용 하여 교사의 교수학습활동 역량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2차 년도에는 난독증 및 읽기부진 프로그램 운영 사례 및 효과성 분석연구(김동

일, 2016)에서 사용한 중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되, 1차 년도 프로그램을 진행한 교사 및 참

여 학생들의 피드백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개발된「읽기 나침반: BASA와 함께하는 읽기능력 

증진 개별화 프로그램 (읽기 나침반 시리즈)」(김동일, 2017)을 활용하였으며, 부가적으로 읽기 

활동 및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되는 교구들을 활용하였다. 읽기나침반 시리즈는 읽기 영역별로 3

단계로 구분되어 단계적으로 읽기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데 음운인식 교수는 한글의 

음운인식 처리 과정을 최대한 비계적(scaffolding)인 교수법을 바탕으로 제작 되었으며, 읽기어

려움이나 난독증 진단을 받은 아동을 돕고자 글자의 패턴마다 시각적인 노출(visual exposure)

을 제공하고, 반복연습(drilling) 및 복습(rehearsing)을 충분히 제공하고자 하였다.

읽기유창성 교수는 난독증 및 읽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빈번하게 보이는 왜곡, 대치, 생략

과 같은 읽기정확도의 문제와 느린 읽기속도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글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으

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스스로 읽은 내용을 들어보고 오류를 찾아보는 활동을 함으로써 아

동스스로 읽기정확도를 높이고 읽기 활동에 흥미를 가지도록 하였다.

어휘 교수는 1단계에서는 3-4학년 고빈도 어휘를 사용하여 의성어, 의태어 짜임을 포함하였

고, 2단계에서는 5학년 고빈도 어휘를 활용하여 상의어 및 하의어와 유의어 및 반의어 짜임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3단계에서는 동음이의어 및 다의어, 직유법과 은유법 짜임을 6학년 

고빈도 어휘를 사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읽기 이해에서는 읽기전략을 스스로 사용하

여 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지전략 중심의 교수학습전략에 기반한 다양한 매체 및 활동을 포함

한 중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읽기 영역별 내용 및 구성은 <표4>와 같다.

초기문해
음운인식능력, 음운적 작업기억능력검사, 음운적 정보회상능력검사, 단어

인지검사 수준을 측정

학습장애 선별검사

(LDST)

학습장애로 인해 학교에서 학습하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점검하

기 위한 검사로 수용언어, 표현언어, 수학, 주의집중 및 조직화, 사회성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자가진단 26문항, 교사관찰척도 25문항으

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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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특수교육 및 교육상담 전공 석박사과정생 가운데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특

수교육전공 석사학위 이상의 주강사 및 보조강사 20인이었으며, 읽기 영역별 프로그램에 대하여 

아동의 개별 수준 및 특성에 따라 개별화교수 및 1:2의 소그룹 지도를 제공하였다. 보조강사는 

중재 프로그램 진행과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동작 시범 및 실습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사전, 사후, 진전도 검사 실시 때 개별 아동들의 검사 실시 시 주강사의 검사 진행을 돕도록 하였

다. 아동들이 다양한 글자와 읽기활동에 최대한 노출이 많이 되고, 반복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

도록 구성되었고, 교구를 사용하여 직접교수 및 다감각 지도방법을 활용하여 스스로 익힐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영역
내용 구성

1단계 2단계 3단계

음운

인식 
자음 모음지도

받침 없는 글자와 단어 

읽기

받침 있는 글자 및 단어 

읽기

읽기

유창성 
짧은 글 읽기 활동 다양한 종류 글 읽기 활동

글 특성에 맞게 

표현하면서 읽기

어휘 의성어, 의태어
상의어, 하의어, 유의어, 

반의어

동음이의어,다의어

직유법,은유법

읽기

이해 

문장완성하기

이야기 구성요소 

원인과 결과 

글의 짜임 알기

추론 및 예측하기

주장과 근거 파악하기

<표4> 읽기 영역별 교수 내용 및 구성(김동일, 2017)

3.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 문제 1인 2차 년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학습장애선별검사(LDST)와 기초수

행평가체제 읽기유창성검사, 빈칸채우기검사, 어휘검사, 초기문해검사, 읽기이해검사결과의 사

전사후 검사결과를 SPSS 24.0을 활용한 t검증을 실시하여 평균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

다. 또한 연구문제 2인 1,2차 년도 프로그램 지속 대상자의 경우 1차 년도 초기 성취 수준과 

진전도 양상 및 프로그램 종결 후 사후 점수를 1차 년도와 2차 년도로 비교하고, 이들의 초기 

성취 수준에 따라 설정된 목표선 대비 실제 발달선을 확인하였다. 또한 BASA 기초수행평가체제 

검사 규준에서 하위 15%ile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이들의 백분위 점수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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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본 연구의 결과는 총 62명 학생의 사전-사후결과를 검사도구별, 중재영역별, 학년별로 비교하

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1차 년도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연구에서는 중재영역별, 학

년별 사전-사후결과 비교만 제시 되어 있는 반면(김동일, 2017b), 2차 년도에는 검사도구별 사전-

사후결과 비교가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함으로써 좀 더 타당

한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1) 검사도구별 결과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측정을 위해 사용한 검사도구별 t검증 결과는 <표5>와 같다. 학습장애

선별검사(LDST) 사전 검사 평균이 50.29점 이였는데, 사후 검사에서는 6.89점이 낮은 43.40점수

를 나타낸다(p=.00, p<.001). 빈칸채우기 검사를 사전, 사후에 실시한 32명 학생들은 사전 평균

(6.56)에 비해 사후 평균(9.09)이 2.53만큼 증가했다(p=.001, p<.01). 유창성 검사를 사전, 사후에 

실시한 23명 학생들은 사전 평균(128.43)과 비교하여 사후 평균(166.65)이 38.22만큼 증가했다

(p=.000, p<.001). 어휘검사를 사전, 사후에 실시한 20명 학생들은 사전 평균(11.25)과 비교하여 

사후 평균(15.40)이 4.15만큼 증가했다(p=.005, p<.001). 읽기이해검사를 사전, 사후에 실시한 18

명 학생들은 사전 평균(3.78)과 비교하여 사후 평균(5.61)이 1.83만큼 증가했다(p=.03, p<.05)

초기문해검사는 9명 학생의 사전-사후평균값을 비교하였다. 사전평균은 17.78점이였고, 사후

평균은 12점이 상승한 29.78점이었다. 음운인식영역에서 본 프로그램을 실시한 학생은 프로그램

을 실시하기 전의 점수보다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장애선별검사(LDST), BASA 빈칸채우

기검사, 유창성검사, 어휘검사, 읽기이해검사의 사전-사후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음운인식, 읽기유창성, 어휘, 유창성 및 어휘 중재를 받은 학생들

이 중재 프로그램 이후 점수가 사전의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검사도구 N
사전 사후

t p
M SD M SD

LDST 55 50.29 10.179 43.40 11.025 5.030 .000***

<표5> 검사도구별 사전-사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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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재영역별 결과 

중재영역별로 읽기 유창성영역 중재를 받은 학생이 25명, 음운인식, 어휘영역이 각각 12명, 유

창성 및 어휘영역 중재를 받는 학생이 13명으로 읽기 유창성 영역의 중재를 받은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읽기이해만을 지도 받은 학생은 없었다. 자세한 학생 분포는 아래 <표6>과 

같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참여

한 중재영역에 따라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검사의 사전-사후결과를 분석하였다. 한 영역에

서 두 가지 이상의 검사도구를 사용할 경우는 중재영역을 대표하는 검사도구의 사전사후 결과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읽기유창성영역에서 BASA 읽기유창성검사와 BASA 빈칸채우기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BASA 읽기유창성검사 결과를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는 빈칸 채우기 검사

는 유창성, 해독, 이해등과 같은 전반적인 읽기영역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나(김동일 외, 2016),

읽기유창성검사를 통하여 사전사후 및 진전도 결과를 분석함은 영역별 검사도구의 효과성을 명

확히 볼 수 있고, 표준화를 통하여 형성평가지가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중재영역별 사전 사후 검

사 결과는 <표7>과 같다. 사전-사전결과평균은 17.78점이고, 사후 평균은 29.78점으로 12점만큼 

증가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6, p<.01). 읽기유창성영

역의 효과평균 124.9점에 비해 사후 평균은 161.85점으로 36.95점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p=.000, p<.001). 어휘영역의 효과성은 BASA어휘검사를 실시한 5명의 학생들의 사전사후 

결과를 통해 검증되었다. 사전 평균은 18점이고, 사후 평균은 8점 상승한 26점이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p=.007, p<.01). 유창성 및 어휘영역의 효과성은 BASA 빈칸채

우기검사를 실시한 11명의 학생들의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사전평균 6.55에 비하여 사후평균

은 3.18 증가한 9.73점이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036, p<.05). 자세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7>과 같다.

BASA빈칸채우기 32 6.56 3.801 9.09 5.114 -3.827 .001**

BASA유창성 23 128.43 44.355 166.65 55.816 -5.939 .000***

BASA어휘 20 11.25 6.095 15.40 8.274 -3.162 .005**

BASA읽기이해 18 3.78 1.865 5.61 2.953 -2.374 .03*

BASA초기문해 9 17.78 12.33 29.78 9.19 -3.651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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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영역
학년구성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음운인식 3 4 3 - 2 - 12

<표6> 중재영역별 학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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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영역 검사도구 N
사전 사후

t p
M SD M SD

음운인식
BASA 

초기문해
9 17.78 12.33 29.78 9.19 -3.651 .006**

읽기유창성
BASA

읽기유창성
20 124.9 48.55 161.85 52.93 -5.638 .000***

어휘
BASA

어휘
5 18 6.042 26 5.22 -5.047 .007**

유창성 및 

어휘

BASA

빈칸채우기
11 6.55 4.23 9.73 5.42 -2.423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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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7> 중재영역별 검사결과 

3) 학년별 결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학년별 사전사후 점수비교를 한 결과는 <표8>과 같다. 저

학년은 BASA 읽기유창성 사전평균이 97.14점이였고, 사후평균은 36.29점 향상한 133.43점이었

다(p=.003, p<.01). 중학년은 BASA 읽기유창성 사전평균이 141.13점이었고, 사후평균은 36.3점 

향상한 177.6점이었다(p=.009, p<.01). BASA 빈칸채우기검사 사전평균은 6.82점, 사후평균은 

2.27점 향상한 9.09점이었다(p=.035, p<.05). BASA 어휘검사 사전평균은 9점에서 사후평균은 

5.21점 향상한 14.21점이었다(p=.007, p<.01). 고학년은 BASA 읽기유창성 사전평균이 143.5점이

었고, 사후평균은 43.67점 향상한 187.17점이었다(p=.04, p<.05). BASA 빈칸채우기검사 사전평균

은 7.88점, 사후평균은 5.5점 향상한 13.38점이었다(p=.001, p<.01). 반면, 저학년 BASA 빈칸채우

기검사 사전-사후 평균 차이와 고학년 BASA 어휘검사 사전-사후 평균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 검사도구 N
사전 사후

t p
M SD M SD

저학년

(1,2학년)

BASA

읽기유창성
7 97.14 36.87 133.43 41.66 -4.69 .003**

<표8> 학년별 t검증 결과

유창성 2 4 9 5 2 3 25

어휘 - 3 4 1 1 3 12

유창성 및 어휘 5 2 3 - 3 - 13

전체 10 13 19 6 8 6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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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2. 지속대상자 읽기유창성 향상 분석

1) 저학년 지속대상자 읽기유창성 향상

저학년 지속대상자의 읽기유창성 향상 정도는 [그림1], [그림2]와 같다. 지속대상자 중 2016년

에 1학년이었던 학생은 남학생 2명(A, B)이며, 2016년 사전검사 결과 점수는 각각 25점, 135점으

로 특히 지속대상자 A의 경우 읽기유창성 점수가 25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동학년 

백분위가 15점 미만에 해당하였다. 해당 학생들의 매 월 목표 진전도는 6-7점이었으며, 약 2-3개

월 동안의 중재가 끝날 때의 목표 점수는 각각 43점, 153점이었다. A학생의 경우 2016년에 실시

한 진전도 검사에서 향상을 보였으며, 사후 검사 결과 56점으로 목표 점수 이상을 성취하였다.

1차년도 프로그램 종료 후 6개월 이후 2학년이 된 2017년에는 사전검사 결과 평균 83점으로 여

전히 동학년 백분위 점수는 15점 미만에 해당하였다. 2017년도 A학생의 초기 성취수준에 따른 

매 월 목표 진전도는 6점이며, 약 3개월 동안의 중재가 끝날 때의 목표 점수는 101점이었다. A학

생은 2017년도 초반 진전도에서는 낮은 수행을 보였으나, 중재 후반부에서 다시 향상된 모습을 

보였으며, 사후 검사에서 100점으로 목표 점수에 거의 도달하였다. B학생의 경우 2016년도에는 

135점으로 읽기유창성 수준이 하위 15%미만은 아니었으나, 기초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한 

수준이었다. 2016년도 프로그램에서 큰 향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6개월이 지난 2017년 2차년도 

프로그램 실시 사전 검사에서도 1차년도와 거의 동일한 점수를 보여 유창성능력이 전혀 향상되

지 않은 상황이었고 2학년이 되어 동학년 백분위 점수는 15%미만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B학생

은 2017년도에는 프로그램 후반부터 향상을 보였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사후검사 결과 166점으

BASA

빈칸채우기
13 5.54 3.89 6.46 4.65 -.84 .416

중학년

(3, 4학년)

BASA

읽기유창성
10 141.30 36.539 177.60 49.41 -3.33 .009**

BASA

빈칸채우기
11 6.82 3.815 9.09 4.11 -2.43 .035*

BASA

어휘검사
14 9 3.64 14.21 7.17 -3.17 .007**

고학년

(5, 6학년)

BASA

읽기유창성
6 143.50 51.458 187.17 28.693 -2.76 .04*

BASA

빈칸채우기
8 7.88 3.64 13.38 4.57 -6.07 .001**

BASA

어휘검사
6 16.50 7.42 18.17 10.65 -.87 .423



416  아시아교육연구 19권 2호

로 목표점수인 151점에 도달하였다. A, B학생 모두 2016년 사전 검사 점수와 2017년 사후 검사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75점, 31점 상승하였다. 2016년도에 1학년이었던 학생들은 2학년이 된 

2017년도 2차년도 프로그램에서 읽기유창성 점수가 상승하였고, 목표선에도 도달하였으나, 여

전히 동학년 대비 백분위 점수는 15%미만(=178점)에 해당하였다. 이는 읽기유창성이 1-2학년에 

급격히 발달하기 때문에 일반학생들이 포함된 규준에서 백분위 점수는 여전히 낮을 수밖에 없

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1] 2016년도 1학년-2017년도 2학년 읽기유창성 향상 

2016년 당시 2학년이었던 대상자는 남학생 1명이며, 2016년 사전검사 결과 118점(백분위 5)이

었다. 해당 학생의 매 월 목표 진전도는 8점이었으며, 중재가 종료될 때의 목표 점수는 134점이

었다. 2016년에 실시한 진전도 검사에서 117점, 145점이었으며, 사후검사 결과 179점(백분위 25)

으로 목표 점수 134점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1차 년도 프로그램 종료 후 6개월 이후 3학년이 된 

2017년에는 사전검사 결과 168점(백분위 9)으로 낮은 성취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따른 매 

월 목표 진전도는 6점이었으며, 중재가 끝날 때의 최종적인 목표 점수는 186점이었다. 2017년에 

실시한 진전도 검사에서 148점, 173점을 기록하였으며, 사후검사 결과 207점(백분위 27)으로 목

표점수 186점에 도달하였다.

규준 집단의 하위 15%ile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지속대상자의 읽기유창성 점수 및 진전도 양

상을 비교하면 1차 년도 당시 읽기유창성 사전검사는 118점으로 하위 15%ile에 해당하는 158점

보다 40점 낮았으나, 2차 년도 사후검사에서는 207점으로 하위 15%ile에 해당하는 187점보다 20

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규준집단에서 백분위점수 27점으로 1,2차 년도 프로그램 

사전 백분위 점수가 각각 5점, 9점이었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많은 상승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 대상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417

[그림2] 2016년도 2학년-2017년도 3학년 읽기유창성

2) 고학년 지속대상자 읽기 능력 향상

고학년 지속대상자의 읽기 능력 향상은 [그림3]과 같다. 지속대상자 중 고학년에 해당하는 학

생은 2016년 당시 4학년 남학생 1명, 5학년 남학생 1명으로 두 명이었다. 2016년에 4학년이었던 

학생의 경우 사전검사 결과 178점으로 동학년 대비 백분위 점수가 15%미만이었다. 2016년도에

는 읽기유창성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수가 낮아지며 특수교육대상자 의뢰가 필요하

다고 판단될 정도였다. 6개월 뒤 2017년도 2차 년도 프로그램 실시 때에도 여전히 낮은 읽기유창

성 수준을 보였으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향상을 바로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목표 점수인 178

점 보다 큰 278점을 나타내었으며, 백분위 점수 또한 15% 이상에 해당하면서 또래 수준의 읽기 

유창성을 보이게 되었다. 2016년도에 5학년이었던 B학생의 경우 사전검사에서 92점으로 학년에 

비하여 매우 낮은 유창성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1차 년도에서부터 중재에 반응을 보였으며, 사

후검사에서 목표 점수인 110점 보다 45점 높은 155점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5학년임을 고려할 

때, 155점은 또래 유창성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에 2017년도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

정되었다. 2017년도 프로그램 사전 검사에서는 오히려 유창성 점수가 낮아져 있었으나 중재가 

시작된 후 다시 진전을 보이면서 사후검사에서는 164점으로 목표점수 이상에 도달하였다.

1차 년도 고학년 지속대상자의 읽기유창성 사전검사는 결과 두 학생 모두 하위 15%ile에 해당

하는 학생들의 성취 점수인 187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2차년도 사후검사에서

는 5학년 학생은 정상적인 읽기유창성을 보였으며, 6학년 학생의 경우 하위 15%ile에 해당하는 

187점보다는 낮아 여전히 하위 15%ile에 해당하였으나 유창성이 발달하는 최적의 시기가 이미 

지난 고학년임에도 불구하고 16년도 사전 검사에서보다는 17년도 사후검사에서 72점 높은 점수

를 보였다는 점에서 향상 정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418  아시아교육연구 19권 2호

[그림3] 2016년도 고학년-2017년도 고학년 읽기유창성

Ⅳ. 논의 및 결론

최근 난독증의 원인과 증상 및 유형에 대한 뇌 과학 기반 연구에서 난독증에 대한 교육적 요

구 및 교수학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적 유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2017년도 경기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전문치료프로램에 참여한 학

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특별히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대상

으로 중재반응모형을 적용한 증거기반 교수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검사도구

별, 중재영역별, 학년별로 효과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2016년 프로그램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

한 2016년도와 2017년 모두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속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읽기 유창성 

성취 수준 및 진전도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중재영역별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였

다. 특별히 1차 년도와 다르게 2차 년도에는 초기문해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음운인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선별하고 맞춤형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자 하였다. 초기문해검사의 하위 영역은 변별검사, 탈락검사, 합성검사, 대치검사로 구성되

어 있어 아동의 음운인식 어려움을 세분화하여 검사 할 수 있었다. 음운처리능력은 난독증과 같

은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을 조기 선별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동일, 김희진, 홍성두, 여승주, 이기정(2010)은 음운인식능력

이 초기읽기 능력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예측변인임을 나타냈으며, 김희진과 김동일(2009)은 읽

기 학습장애 위험아동 조기선별을 위한 음운처리과정과 초기읽기의 발달패턴 분석연구에서 음

운처리과정 능력이 낮은 아동들은 낮은 초기읽기 성취수준과 느린 발달속도를 나타낸다고 하였

다. 또한 여승수, 홍성두, 김동일, 김희진(2010)은 연구에서 음운인식의 초기값은 유의하게 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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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검사의 초기값을 예측하는 변수임을 나타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조기중재에서 음운인식

검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2차 년도에는 중재 영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1차 년도

에는 음운인식 및 유창성 영역으로 제공되었던 부분이(김동일 외, 2017b), 2차 년도에는 음운인

식영역과 유창성영역을 분리하여 각기 실시되어, 음운인식영역중재를 받는 아동들에게 초기문

해검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난독증 하위유형은 발

화성 난독증, 표현성 난독증, 이해력결핍 난독증, 혼합 난독증 4가지로 나누고 있다(Feifer 외,

2007). 본 프로그램은 난독증 하위유형에 따른 증거기반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한 것과 난독증 아

동들이 겪는 음운 인식영역의 어려움을 더욱 세분화 하여 효과적인 중재를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다. 남기춘(2016)은 난독증 및 읽기부진을 지도할 때는 두세 가지 방법을 혼합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난독증 의심아동을 지도 및 평가할 때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

는 것 보다 종합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난독증 위험아

동의 읽기능력을 평가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음운처

리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을 조기 선별 및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이차적인 읽기능력 손상

을 예방할 수 있고, 교사가 아동의 효과적인 읽기중재를 계획할 때 다양하고 적절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년별 사전-사후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학년에 따른 프로그램의 효과성

을 확인하였다. 학년별 실시 된 BASA 읽기유창성검사 사전-사후결과는 초,중,고학년 모두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나타냈고, BASA 빈칸채우기 사전-사후결과는 중학년 

고학년에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1차 년도에도 고학년 대상자 사례 수가 2-4명으로 소수

였으며, 읽기 유창성 및 어휘 검사 모두에서 사전-사후 검사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

하였다. 비록 2차 년도에도 분석 가능한 사례 수는 6-8명으로 적었으나, 어휘 검사를 제외하고 

읽기 유창성 및 빈칸채우기 검사에서 사전-사후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중학년 BASA 어휘검사 사전-사후결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나

타냈지만, 고학년에게 실시한 BASA어휘검사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

휘중재의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김동일, 조영희, 정소라, 고혜정, 2015). 이러한 어휘 중

재의 조기개입 중요성은 선행연구를 통하여(김동일, 2015; Simmons & Kame’enui, 1998) 강조되

어져 왔다.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교사는 어휘문제는 연령이 증가될수록 심화되고 학년이 높아질

수록 개인차가 좁혀지기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조기개입을 실시하여야 한다(김동일 외, 2015;

이차숙, 노명완, 2003; Juel, 1990).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낮은 글자해독능력 자체가 읽기영역

의 문제 경우가 많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경우 적절한 글자해독 능력을 가진 경우에도 

여전히 읽기문제를 가지는 것이 특징적이다(김애화, 황민화, 2008). 또한 이미 유아기 또는 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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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때부터 누적되어온 읽기능력 손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복잡한 문장과 구문 구조를 읽

는 것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김애화, 황민화, 2008).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학년 학생들은 어휘

능력(김애화, 황민화, 2008)과 읽기이해 발달(최경순, 2017)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

한 요인들이 그들의 읽기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한다.

셋째, 1-2차 년도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대상자들의 읽기 능력이 향상 정도가 큰 것으

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1차 년도 프로그램 효과성이 2차 년도 프로그램을 통하여 더욱 극대

화됨을 시사한다. 특별히 1차 년도 프로그램이 종료 된 이후 난독증에 대한 교육적 진단 가능성을 

살펴보았을 때 읽기 유창성 영역에서 성취 수준과 진전도 양상에 따라 개인 내뿐만 아니라 개인 

간 불일치를 보여 이중불일치 기준에 부합하였던 학생의 경우, 2차 년도 프로그램 사전 검사에서

도 여전히 낮은 성취 수준을 보였으나, 2차년 프로그램의 진전도 및 사후 검사 결과에서는 정상적

인 읽기 유창성 수준으로 향상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교육과정중심측정(CBM) 원리를 적용한 

검사 도구를 통하여 학생의 진전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향상 정도를 민감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 중재 후 진단의 원리에 입각한 중재반응모형 도입을 통하여 개별화된 교

육 서비스 제공으로 특수교육환경 및 배치 이전에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교육적 기회와 혜택을 제

공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1차 년도 대비 2차 년도에는 프로그램의 기간 및 회기 수 증가

를 통하여 고학년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차 년도에 비하여 2차 년도에

는 중재 프로그램 제공 기간 및 회기수가 증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1차 년도에는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8-10회기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던 반면 2차년도에는 약 3-4개월 동안 13-15회기의 중재 프

로그램이 제공되었다. 특별히 고학년들의 읽기 문제는 저학년 때부터 누적되어 단기간에 개선되

기 어려운데 이는 1차 년도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 분석 연구(김동일 외, 2017b)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난독증 및 읽기 문제와 같은 특정학습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이후 읽기 문제를 예방하

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학교급에 따른 읽기 곤란을 확인하고, 적절한 교수학습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기 중재를 받지 못하고 읽기문제가 누적되었던 고학년의 경우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개별화 중재 제공이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반에

서도 적용 가능한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프로그램을 1차 년도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

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일회성에 그치는 데 반하여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연속

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난독증 및 

읽기 문제를 2차년에 걸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중재반응모형에 기반한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 선별절차 

및 중재 프로그램은 학교 및 지역사회의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난독증 위험군 학생들을 진

단하고 적절한 교수학습을 제공하는데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난독증 및 읽기 부진 학생 대상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421

다음으로 본 연구 결과에 있어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이해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휘능력을 확인하는 어휘검사를 학년이 3학년부터 실시하였기 때문에 저

학년을 대상으로 어휘능력을 진단하고 진전도를 점검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학년별 

비교에서 본 프로그램이 저학년의 어휘능력에 효과적인 영향을 주었는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둘째, 1차 년도와 2차 년도 프로그램 중단 기간이 6개월이라는 다소 긴 시간으로 인하여 다양한 

변인이 지속대상자의 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1차 년도와 2차 

년도 대상학생들이 지속대상자 10명을 제외하면 동일한 학생들이 아니므로, 지속적이고 연속적

으로 동일한 대상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효과성을 장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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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Effects of Program for the Dyslexia and Reading
Difficulties: Focused on the Gyeonggi-Do Project of the Dyslexia

Program*

*****

Kim, Dongil**

Kim, Heeju***

Kim, Heeeun

Ahn, Sung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dyslexia treatment

program in Gyeonggi – do as a follow-up study after previous studies, Kim et al.,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hich is modified based

on previous year, 2016 for the prevention of the dyslexia and children with reading difficulties

in Gyeonggi - do in 2017.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62 students from elementary Schools

and welfare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north region of Gyeonggi-do in Republic of Korea,

including 10 students who received the first year program. Students have received individual

/ small group instruction in phonological awareness, fluency, vocabulary, reading

comprehension consisting of 13-15 sessions for 3-4months.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e pre - post test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test method, interventions,

and grade. For 10 subjects who were persistent, their actual developmental lines were compared

with their target achievement levels and analyzed the degree of improvement over 2016 and

2017 over two year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som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dyslexia, reading difficulties, program for the dyslex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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