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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읽기 능력은 지적장애인들의 독립적인 삶을 촉진하며,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높다. 반면에, 지적장애 학생의 읽기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 연구는 많지 않다. 지적장애 학생의 인지적 및 언어적 능

력의 제한이 그들의 읽기 어려움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들의 구체적인 읽

기 특성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Conners et al, 2001).

그러나 지적장애 학생들의 읽기의 어려움에 기저하는 요인들(예: 인쇄물

의 맥락안과 밖에서 말소리를 다루는 음운처리능력; Conners et al,

2001)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주어진다면 이들의 읽기 특성에 대한 이해

와 평가, 나아가 교수 계획을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

적장애 학생의 읽기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비 장애 학생의 초기 읽기에 주요한 관련성

을 가진다고 밝혀진 음운인식, 음운적 작업 기억, 음운적 정보회상 등의

음운 처리 능력이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초기 읽기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밝히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63명의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초기 문해 검사도

구인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 초기 문해(BASA : EL「Basic

Academic Skills Assessment : Early Literacy」)를 사용하여 음운인식,

음운적 작업 기억, 음운적 정보회상으로 구성된 음운처리능력과 단어인

지와 읽기 유창성으로 구성된 초기읽기능력을 측정하였다. 연구 자료의

분석은 먼저 음운인식, 음운적 작업 기억, 음운적 정보회상, 단어인지 및

읽기유창성 변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음

운처리과정과 단어 인지 및 읽기 유창성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음

운인식, 음운적 작업 기억, 음운적 정보회상변인들과 단어인지 및 읽기

유창성 변인들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능과 연령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초기 읽기에 대한 음운인식, 음운적 작업 기억, 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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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보회상의 상대적 설명량을 산출하기 위해 지능과 연령변인을 먼저

투입한 후, 음운처리과정의 하위요소를 동시 투입하는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음운

인식능력은 단어 인지 및 읽기 유창성과 가장 높은 상관(단어인지

r=.662 , p<,001; 읽기 유창성 r= .80, p<.001)을 보였다. 또한 연령과 지

능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음운인식, 음운적 작업능력 및 음운적 정보회상

과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음운인식은 지적장애초등학생의

단어인지능력과 읽기유창성을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드러났

다. 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운 인식과 읽기 간의 관계에 대한 선

행연구결과들과 같이,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지능과 연령에 관계없이 음

운 인식 능력이 단어인지 및 읽기유창성을 강력하게 설명하는 필수적인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비 장애아동의 읽기 능력과 같이

지적장애 학생의 초기 읽기 능력에도 음운 인식 능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음운적 작업 기억 능력은 단어 인지 및 읽

기 유창성과 상당한 상관(단어인지 r=.516 , p<,001; 읽기 유창성 r=

.699, p<.001)을 보였다. 그리고 연령과 지능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다른

음운처리과정 요인과의 상대적 영향력을 중다회귀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

을 때, 단어인지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지는 못한 반면에 읽기 유창성은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음운적

작업 기억능력이 초기 읽기 능력을 독립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이라기보다

는 읽기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갖는 변인임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음운적 정보회상능력은 단어인지 및

읽기유창성과 상당한 상관(단어인지 r=.571 , p<,001; 읽기 유창성 r=

.628, p<.001)을 보였지만, 연령과 지능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다른 음운

처리과정요인과의 상대적 영향력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을 때,

지적장애초등학생의 단어 인지 능력과 읽기 유창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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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음운적 정보회상 과제가 사물과 색깔의 음

운적 정보회상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상징 즉, 숫자나 문자의 음운을 정

보 회상하는 과제의 부재로 인하여 음운적 정보회상이 읽기 능력을 유의

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요어 : 지적장애, 음운처리과정, 초기읽기, 음운인식, 단어인지, 읽

기 유창성

학 번 : 2012-2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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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읽기 능력은 학령기 동안의 학업 성취를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이며, 향후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

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다(Calhoon, 2005). 읽기 능력은 특히 지

적장애인들에게 있어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니는데, 읽기

능력이 그들의 구직 기회를 확대시키고, 독립적인 삶을 촉진하며, 이와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Bochner,

Outhred, & Pieterse, 2001; Browder & Xin, 1998; Erickson, 2006). 낮은

수준의 읽기 능력은 의사 혹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와의 기능적 의사소통

을 감소시키고, 문어 및 구어로 된 의학적 조언의 이해에 어려움을 초래

하여 장애인의 건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애인의 고용 및

경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Erickson, 2006).

지적장애 학생의 읽기 능력에 대한 연구 초반에는, 많은 연구자들이나

현장교사들이 지적장애인들에게 읽기는 너무 어려운 과제라고 가정하고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Katims, 2000). 그러나 지적장애인

의 대부분(67%)이 읽기의 어려움을 동반장애로 가지고 있다는 최근의

통계치(Koritas & Lacono, 2011; Traci et al., 2002)와 함께, 이 어려움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Denton &

Mathes, 2003; Foorman & Torgesen, 2001; Mathes et al., 2005;

Cunningham, 2001; Koritas & Lacono, 2011; Turk, 2006; Channell et

al, 2013). 이는 지적장애 학생들의 읽기의 어려움에 기저하는 요인들(예:

인쇄물의 맥락안과 밖에서 말소리를 다루는 음운처리능력; Conners et

al, 2001)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다면, 그들의 읽기의 어려움들은

다소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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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읽기 발달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읽기능력 습득의 핵심적

인 요소로 음운처리과정(phonological processing ability)을 제시하고 있

다(Wagner et al, 1997; Brady & Shankweiler, 1991; Gough, Ehri, &

Treiman, 1992; Wager, Torgesen & Rashotte, 1994). 음운처리과정이란

문어의 해호화를 학습함에 있어서 구어의 음운 구조 혹은 소리 구조 즉

음운적 정보를 사용하는 정신 작용을 말하며(Torgesen et al, 2001), 음

운인식, 음운적 작업 기억, 장기기억으로부터의 음운적 정보회상의 세 가

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Wagner & Torgesen, 1987; Wagner et al.,

1997; soltani & Roslan, 2013).

음운 인식이란 언어의 개별 소리 혹은 음소를 조작하고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일컬으며(Schuele & Boudreau, 2008), 단어 내의 음소 및 음절의

합성과 분리, 라임 변별하기, 그리고 단어 내의 첫 음절 및 마지막 음절

혹은 첫 음소와 마지막 음소 변별하기, 단어 내의 첫음절과 마지막 음절

의 탈락 혹은 초성과 종성 탈락 같은 다양한 과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Soltani & Roslan, 2013). 음운인식은 읽기능력을 예측하는 가

장 강력한 변인이며(Torgesen, Al Otaibi, & grek, 2005; 윤미정, 2003;

김선옥, 2003; 김선옥 외, 2004; 장유경, 김숙현, 2003; 홍성인, 2001;

Cunningham, 1990), 읽기 습득에 있어서 인지기능이나 수용 언어 능력

보다도 더 강력한 예측 변인으로 보고되어 왔다(Gilberston & Bramlett,

1998).

음운적 작업 기억이란 소리를 순서대로 다루고 상기하는 능력을 말한

다(Conners et al, 2001). 효과적인 음운적 작업 기억 능력은 단어 혹은

낱자와 관련된 음소의 정확한 표상을 유지하게 하며, 지속적인 낱자 해

독과 이해 과정에 인지적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도와

(Wagner et al, 1997) 읽기습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운적 정보회상은 장기기억으로부터 문자, 단어일부 혹은 단어 전체

의 발음을 회상하는 능력을 말하며(Wagner et al, 1993), 이는 주로

5X10열의 격자 무늬판 안에 제시된 일련의 색깔, 사물, 혹은 문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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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들을 회상하는 과제인 빨리 이름대기(혹은 빠른 이름대기, 빠른 명명

하기: Rapid Automated Naming 또는 Rapid Naming, 이하 RAN; 박유

정, 2015)과제로 측정한다(Soltani & Roslan, 2013).

음운 해독(Decoding) 또는 개별 낱자들을 읽는 능력이 전반적인 읽기

능력을 결정짓는 강력한 요인이며(Gough & Tunmer, 1986; Stanovich,

1991; Conners et al, 2001에서 재인용), 읽기에서의 심각한 문제는 대부

분 열악한 음운 처리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Snowling

1981; Siegel, 1993; Stanovich & Siegel, 1994).

그동안 지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읽기관련 연구들에서 이들의

읽기발달을 위해서 음운처리능력이 요구되는지에 대해 학계의 논란이 되

었기에(van Bysterveldt, Gillon, & Moran, 2006), 지적장애 학생들의 음

운처리능력의 중요성이 그동안 다른 장애분야에 비해 지적장애 학생들의

읽기교육에서 크게 강조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음운처리과정의 세 요소들과 읽기능력간의 관련성 및 영향력에 대해 조

사한 연구는 많지 않다(Conners, Atwell, Rosenquist, & sligh, 2001;

Wise, Sevick, Romski, & Morris, 2010; Sauders & DeFulio, 2007;

Soltani & Roslan, 2013). 이는 지적장애 학생의 인지적 및 언어적 능력

의 제한이 그들의 읽기에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읽

기 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가지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따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치부하는 학계의 경향도 있었다(Conners et al, 2001).

그러나 낮은 지능과 언어적 문제가 지적장애 학생의 읽기 과정상의 어려

움을 설명하는 유일한 변인은 아니며(Conners et al, 2001), 정상 범주의

지능을 가진 아동의 초기 읽기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들이 낮은 지능

과 언어 능력을 가진 학생들의 초기 읽기에서의 어려움에도 동일하게 작

용하고 있다(Fletcher et al, 1994; Share & Stanovich, 1995; Stanovich

& Siegel, 1994; Torgesen, 2001, van des Bos, 1998)는 연구 결과들과

더불어, 지적장애 학생들의 읽기 능력 또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꾸준히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Ratz et al, 2013)들은



- 4 -

지적장애인의 읽기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고 각 요

인들과 읽기와의 상관 및 각 요인의 읽기습득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살

펴볼 필요성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 장애학생의 읽기 습득에 일반적으로 유의한 영향

력을 가진다고 밝혀진 음운 인식, 음운적 작업 기억, 음운적 정보회상의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단어 인지 및 읽기 유창성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

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읽기 학습을 본격

적으로 시작하는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읽기 중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기반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궁극적인 목적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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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1. 음운 인식, 음운적 작업 기억, 음운적 정보회상 중 지적장애 초등학생

의 단어 인지 능력을 설명하는 변인은 무엇인가?

2. 음운 인식, 음운적 작업 기억, 음운적 정보회상 중 지적장애 초등학생

의 읽기 유창성 능력을 설명하는 변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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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읽기 발달 이론

읽기능력의 발달을 구분하는 것은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지

도 및 평가의 내용 구성, 교재 개발의 근거가 되고, 발달이 늦은 학생과

빠른 학생에 대한 진단과 지도의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

영국의 심리학자 Frith(1986)의 읽기습득 모델에 따르면, 읽기 습득과

정은 단계적으로 점차 독립적이고 자동화된 읽기로 발달한다고 하였다.

그림과 글자를 구분하는 로고그래픽 단계 (logographic phase), 글자와

소리를 관계를 이해하는 알파벳 단계 (alphabetic phase)빠르고 자동적으

로 글자를 인식하는 철자적 단계 (orthographic phase)의 읽기 발달 단

계를 거쳐 읽기 능력이 발달한다고 규정한다.

Ehri(1991)는 영어나 한글과 같은 알파벳 체계인 문자의 읽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철자와 발음의 관계를 아는 것 즉 단어의 음운정보

를 아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 하면서 글자를 말소리로 전환하는 능력인

해독능력 발달을 4단계로 기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낱말을 그림

처럼 인식하는 단계인 자소-음소 이해 전 단계, 낱자의 이름과 소리를

알고 있으나 낱말에 적용하여 해독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보이는 부분적

자소-음소 이해단계, 자소-음소 대응관계를 기반으로 낱말을 해독하는

단계인 완전한 자소-음소 이해단계, 마지막으로 자소-음소 대응 패턴을

기억에 저장하여 빠르게 해독해내는 자소-음소 통합 단계로 발달한다.

Chall(1983)은 유아의 읽기발달단계가 피아제의 인지발달단계와 유사

하다고 보았다. 즉, 읽기발달단계는 독자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동화

와 조절의 과정을 겪은 결과이며 각 단계는 다른 단계와 질적으로 구별

되는 특별한 구조와 특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Chall(1983)은 읽기 단계

를 6단계로 기술하였는데, 읽기 전 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구분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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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읽기 전 단계는 로고그래픽 단계(logographic stage)로 낱말을

통글자로 인식하는 단계로 나비는 읽을 수 있으나 나무는 읽을 수 없는

단계를 말한다. 1단계는 알파벳 단계(alphabetic phase)로 초기 읽기와

해독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자소와 음소와의 관계를 배우고 고빈도 낱말

과 자소음소대응이 일치하는 낱말을 포함하는 짧을 글을 읽게 된다. 2단

계는 철자적 단계(orthographic stage)로 해독기술이 발달할 뿐 아니라

유창성이 증가하여 단순하고 친숙한 이야기를 읽고, 새로운 낱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문맥을 사용하고 낱말의 뜻에 초점이 옮겨간다. 이 단계

는 자동적인 재인기술(automatic recognition skill)이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3단계는 읽기를 배우는 단계(learning to read)가 아닌 배우기

위해 읽는 단계(reading to learn)로 나아가는 단계이며 이때의 아동들은

읽을 자료를 선택하고 읽기를 통해 정보를 얻고 배우며 지식을 축적한

다. 4단계는 다양한 관점이 생겨 설명문이나 소설 등을 읽고 다양한 관

점으로 생각하고 추론하고 비판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5단계는 읽기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 읽은 내용을 구성 및 재구성하는 단계이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읽기발달단계는 낱말과 그림을 구분하

는 단계부터 시작하여 자소-음소대응관계를 이해하여 읽기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해독능력이 증가하고 읽기유창성이 증가하는 철자적 단계를

거쳐 점차적으로 읽기이해에 초점을 맞춰 발달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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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운처리과정과 초기읽기

가. 음운처리과정

음운처리과정(phonological processing ability)이란 문어의 해호화를

학습함에 있어 구어의 음운 구조 혹은 소리 구조 즉 음운적 정보를 사용

하는 정신 작용을 말한다(Torgesen et al, 2001). 음운처리과정은 최근

20년간 일반적인 읽기 발달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서 읽기 능력을 습득

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Wagner et al, 1997;

Brady & Shankweiler, 1991; Gough, Ehri, & Tresiman, 1992; Wager,

Torgesen & Rashotte, 1994). 이와 더불어 음운처리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초기 읽기 기술 획득에 있어서 커다란 제약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반

복적으로 밝혀졌다(Castles & Colheart, 2004; Catts et al, 1999) 다시 말

해 읽기에서의 심각한 어려움은 대부분 열악한 음운처리능력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분명해지고 있다(Snowling

1981; Goswami & Bryant, 1990; Rack et al., 1992; Siegel, 1993;

Stanovich & Siegel, 1994). 구두언어 능력과 문자언어 능력을 연결시켜

주는 음운처리과정은 다시 하위 범주로 음운 인식(Phonological

Awareness), 음운적 작업 기억(Phonological Working Memory), 장기기

억으로부터의 음운적 정보회상(Retrieval of phonological information

from long term memory)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Wagner &

Torgesen, 1987).

1) 음운인식

음운 인식이란 구어의 소리 구조를 인식하고 접근하는 능력을 일컫는

다(Torgesen et al., 1997; Mattingly, 1972). 즉, 단어를 구성하는 개별

음소 혹은 음절들을 식별하고 조작하는 구어능력으로(Torges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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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ner, 1998), 주어진 언어의 개별 소리 혹은 음소를 조작하고 이에 대

해 판단하는 능력이다(Schuele & Boudreau, 2008).

음운 인식은 그 동안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읽기 능력과 관련을 가

지며, 더 나아가 향후 읽기 능력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알려

져 왔다(Torgesen, Al Otaibi, & grek, 2005; 윤미정, 2003; 김선옥, 2003;

김선옥 외, 2004; 박향아, 2000; 장유경, 김숙현, 2003; 홍성인, 2001;

Wagner et al., 2007; Boswami & Bryant, 1990; Cunningham, 1990;

Ball & Blachman, 1991). 또한 음운 인식은 읽기 습득에 있어서 인지 기

능이나 수용 언어 능력보다도 더 강력한 예측 변인으로 밝혀졌다

(Gilberston & Bramlett, 1998). 음운인식과 읽기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

본 초기 연구들은 음운 인식능력이 문자를 소리로 바꾸는 것을 학습 하

는데 필수라고 밝히고 있다(Liberman et al., 1974). 이와 더불어 초기 문

해 단계에 있는 아동은 단어의 구조를 잘 파악할수록 읽기 기술을 보다

잘 습득한다고 한다(Liberman et al., 1974; Adams, 1990). 즉, 단어는 개

별 음소로 나눌 수 있고, 개별 음소들을 합하여 단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러한 낱자-소리대응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읽기에 적용하여 읽기능력을 습득하고 발달 하는 데에 도

움이 될 것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음운인식능력관련 연구들 또한

음운인식 능력이 이후 낱자를 말소리로 바꾸는 능력을 습득하는 데 있어

서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동들이 단어가 개별 음소로 분리되어

지고, 음소는 다시 단어로 합쳐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단

어를 일을 때에 글자와 소리간의 대응지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김선옥, 조희숙, 2003).

일반적으로 음운인식 능력은 큰 단위의 음운인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점

차 더 작은 음운단위로 발달이 이루어진다. 즉, 아동의 음운인식능력은

단어, 음절, 음소 순으로 발달한다. 음절 인식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

음으로 초두 자음-각운 인식이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음소 인식 단계

로 발달이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음운인식능력은 각 연령에 따라 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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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과제 혹은 수준에 따라 수행률이 다르게 나타난다(김선정, 2005;

홍성인, Goswami, 2000).

연령에 따른 음운인식능력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아기부터 1학

년 시기에 음운인식능력이 가장 빨리 발달한다. 또한, 1학년생들보다 유

아들의 음운인식 발달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고 개인차가 매우 심하

며, 불연속적으로 발달한다(최나야, 2007; Chafouleas 외, 1997;

Wesseling & Reitsma, 2001).

Mauer와 Stevens(1997)이 3세 10개월에서 5세의 우수한 음운인식능력

을 가진 비 장애아동 17명과 열약한 음운 인식능력을 가진 비 장애아동

26명을 대상으로 음운 인식 능력의 차이에 따른 언어 능력 및 문해 능력

을 연구한 결과, 아동의 음운 인식 능력에 따라 문해 능력 및 철자 인식

발달에 차이를 보였다. Mauer와 Stevens(1997)는 낮은 음운 인식 능력

을 지닌 아동 집단은 향후 읽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조기

진단을 통해 조기에 음운인식 중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음운 인식은 과제의 하위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읽기 능력을 설명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글의 경우, 음절 인식과 음절체-종성인식이

음소 인식보다 초기 읽기 능력을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애화, 외, 2011; Cho & McBride-Chang, 2005; Kim, 2007, 2009; 김애화,

2012). 하지만 초기 읽기 능력에 미치는 음절 인식, 음절체-종성 인식,

음소 인식의 영향력은 연구마다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Cho와 McBride-Chang(2005)의 연구는 음절 인식이 가장 높은 설

명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소인식(음소탈락)도 읽기능력을 유의

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비슷하게 김애화 등(2011)은 음절

인식(대치, 탈락, 분리)이 읽기 능력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음소인

식(변별, 대치)이 그 다음으로 높은 상관을 보이며, 음절체-종성 및 초성

-각운 인식은 읽기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Kim(2009)의 연구 또한, 음절 인식이 읽기와 가장 높은 상관을 갖는 것

으로 드러났으며, 그 다음으로 음절체-종성과 음소 인식의 순서대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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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Kim(2007)의 연구에서는 음절

체-종성 인식이 가장 높은 설명량을 보인 반면, 음절 인식 과제에서의

설명량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음절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설명량이 나오지 않은 이유를 천정효과(ceiling effect, 평균정답률

95%) 즉, 음절 분절 과제가 다른 음절 인식과제(음절 탈락, 음절 분리,

음절 대치, 음절 변별 등)보다 난이도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

다(김애화, 2012).

국내의 연구 결과들은 음절체-종성인식의 읽기능력에 대한 설명량이

유의한지 여부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Kim(2007, 2009)의 연구

에서는 음절체-종성인식능력이 읽기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한다고 보고한

반면, 김애화 등(2011)의 연구에서는 음절체-종성인식이 유의한 설명량

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애화(2012)는 두 연구 결과의 차이를

음운 인식 과제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Kim(2007,

2009)의 연구에서는 하나의 과제(예 : 2007년 연구에서는 변별과제, 2009

년 연구에서는 분절과제)를 사용하여 음절, 음절체-종성, 음소 인식을 평

가한 반면, 김애화(2011)의 연구에서는 변별과제 뿐만 아니라 분리, 합성,

분절, 탈락, 대치 등을 사용하여 음절, 초성-각운, 음절체-종성, 음소인식

을 평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Kim(2007)는 분절 과제만을 사용

하여 음절체-종성인식이 가장 높은 설명량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음절 분절 과제에서 천정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음절 인식은 읽기 능력에

대한 설명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김애화, 2012).

2) 음운적 작업기억

음운적 작업기억은 소리를 순서대로 다루고 상기하는 능력으로,

Baddeley의 작업기억 모델(1986)에 의하면 소리로 부호화된 순차적인 정

보를 처리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conners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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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deley(1986)의 작업기억 모델은 중앙 집행(central esecutive), 음운회

로(phonological loop), 시공간적 스케치 패드(visuospatial sketchpad), 일

화적 버퍼(Episodic Buffer)의 네 가지 요소로 작업 기억을 설명하고 있

다(Baddeley & Gathehrcole, 1992; Gathercole & Baddeley, 1993).

Swanson & Howell(2001)에 따르면, 음운적 작업 기억은 주로 중앙 집

행과 음운회로와 관련 있다고 한다. 음운 회로는 음운 정보를 단순히 저

장하는 저장능력을 일컫는 반면, 중앙 집행은 단순 저장 뿐 아니라 정보

의 처리를 포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음운 회로의 기능을

측정하는 단기기억 과제로는 숫자 바로 따라 하기와 무의미 단어 따라

말하기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중앙 집행의 기능을 측정하는 작동 기억

과제로는 숫자 거꾸로 따라 하기, 듣기 폭 과제, 읽기 폭 과제 등이 활용

되고 있다. (김애화, 2010).

음운적 작업기억에서는 음운 부호화 과정이 일어난다. 음운 부호화 과

정이란 음소들의 소리를 모두 찾고 조합하여 전체 단어의 음운 부호가

생성될 때까지 그 소리를 순서대로 작업기억 속에 유지하는 것을 말한

다. 작업기억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한 Baddeley(1990)에 의하면

음운적 작업기억은 낱자-소리 대응관계를 습득하는 시기에 읽기 발달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낱자-소리 대응관계를 학습하는 것은 그 소리들의

안정된 음운론적 표상을 습득하는 것으로 음운적 작업 기억은 소리의 음

운론적 표상을 성취하도록 돕는다. 즉, 음운적 작업기억이 읽기의 기초능

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음운적 표상에 영향을 미친다(김지윤, 2016).

교육학자와 심리학자 모두 음운적 작업 기억 검사를 아동의 지적발달

을 측정하는 간편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읽기 발달에 발달적 제약

을 주는 특성으로 교육 이론 및 현장에서 중요성을 가진 이슈이다

(Gathercole, Baddeley, 1993). 음운적 작업 기억은 읽기 능력을 독립적으

로 예측하는 변인이라기보다는 읽기 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갖는 변인이

라 할 수 있다(김애화, 2010). Wagner와 동료들(1997)이 216명의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5년간 실시한 종단연구에서, 음운적 작업 기억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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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읽기 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기는 했지만 읽기 능력을 독립적으로

설명하거나 예측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Wagner와 동료들(1993)은 음운

인식과 작업 기억이 하나의 단일요일에서 기인한다고 보고하였다.

음운적 작업 기억과 읽기와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외의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음운적 작업 기억 과제의 수행능력이 읽기 능력을 잘 설명하

는 변인이라고 한 연구들도 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음운적 작업 기억이

읽기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연구들도 있었다.

Gathercole, Willis, & Baddeley(1991)는 음운 인식 및 음운적 작업 기억

능력이 읽기와 어휘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만 4세

아동과 5세 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횡단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음

운인식(라임인식) 능력은 만 4, 5세 집단 모두에서 읽기점수와 관련이 있

었으나. 음운적 작업 기억 능력은 만 5세 집단의 읽기점수와만 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llis와Large(1988)의 연구에서는 또한 만

6세 아동의 음운 인식 능력과 음운적 작업 기억 능력이 추후의 읽기 능

력과 매우 강력한 상관을 보였지만, 만 7세 아동은 시 지각 분석 능력,

상징-소리 대응지식, 소리 합치기 능력들이 읽기 능력과 보다 더 강한

상관을 보였다. Ellis와Large(1988)는 이 결과를 읽기 능력이 언어 이해

에서부터 시각적 배치요소들의 순서를 분석하는 능력에 이르는 다양한

범위의 능력을 활용하는 다각적인 능력으로 발달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Brunswick, N., Martin, G. N. & Rippon, G. (2012)은 읽

기 발달에 대한 음운 인식, 음운적 기억, 시·공간적 능력의 영향력에 대

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유치원 아동 142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2학년까

지 종단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숫자 따라 하기 과제 수행능력이

향후 읽기 발달과 상관을 보였으며, 라임인식 능력은 읽기 발달 초기에

는 향후 읽기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지만, 초성인식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면서, 음운인식과 음운 기억, 시·공간적 능력 모

두 초기 읽기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읽기 발달

이 이루어지는 초기 2년에 걸쳐 변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Gatherco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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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deley(1993)에 따르면, 읽기 및 언어발달 관점에서 음운 인식과 음운

적 작업 기억은 각기 독립적인 영향력을 나타낸다. 음운 인식은 구어를

구성하는 소리를 구별하는데 있어서 필수조건인 반면에, 음운적 작업 기

억은 아동이 친숙하지 않은 단어를 음운적으로 해독할 때에, 음운과 낱

자의 관계를 학습하고 아동이 산출하는 소리의 일부분을 저장하는데 모

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즉, 음운인식과 음운적 작업 기억은 음운적 해

독을 포함되는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다양하고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운적 작업 기억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2-4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장유경, 김숙현(2003)의 연구에서

는 청각 기억과 읽기 수준이 유의한 상관(r=.35)을 보인 반면에, 5세 아

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선옥, 2003; 김선옥, 조희숙, 2004; 윤미정,

2003; 김선옥 외, 2004)에서는 유아의 음운적 작업 기억이 읽기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 습득기에 있

는 4세와 5세 유아 98명을 대상으로 음운처리과정이 단어 읽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김선옥 외(2004)의 연구결과 또한, 만 5세와 6세 아동

모두에게 음운적 작업 기억이 단어 읽기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

다. 이는 음운적 작업 기억과 읽기와의 상관이 읽기 능력이 발달해감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해 연구 할 필요성을 암시한다.

3) 음운적 정보회상

장기기억으로 부터의 음운적 정보회상은 장기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낱

자, 단어의 일부, 또는 전체 단어의 발음을 회상하는 것을 말한다

(Wagner et al, 1993). 개별 음소, 단어의 일부, 혹은 전체 단어와 관련된

음운적 부호를 효과적으로 회상할 수 있는 아동의 능력은 단어를 해독할

때에 음운 정보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Baddeley, 1986). 즉,

단어를 인지할 때 단어 전체를 한 단위로 시각적으로 처리하여 어휘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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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철자 부호로 바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라 철자

부호가 음운부호로 활성화되는 것이다.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단어인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으나,

읽기 유창성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어휘 접근을 통한 단어

인지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낱자 하나하나를 순차적으로

해독하는 경로가 아니라 단어를 시각적으로 처리하는 어휘 경로를 통해

야 단어 인지의 자동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들이 느리게 읽는 또 다른 이유는 장기기억안의 단어들을 인출하고 발음

하는데 있어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장기 기억에 있는 음운 정

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은 정확하고 유창한 읽기를 위해 필수

적이라고 할 수 있다(서경희, 2002).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음운 정보를 빠르고 쉽게 회상하는 능력은

빨리 이름대기(Rapid Automatized Naming)과제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Denckla & Rudel, 1976). 빨리 이름대기과제는 명시적인 음운 인식을

요구하지 않는 음운처리과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빨리 이름대기과제에서

측정되는 명명 속도는 음운적 정보가 회상되는 속도를 반영한다(Laing

et al, 2001).

단어인지와 읽기 이해와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단어를 읽

는 속도와 정확성은 읽기 이해에 영향을 미치며, 단어인지 능력이 자동

화 될수록 학습자가 부호화 과정이나 문맥 정보에 상대적으로 덜 의존하

게 되므로 읽기이해 과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주장

한다(Adams, 1990; Norton & Wolf, 2012). 이러한 주장들은 단어인지의

정확성과 더불어 자동화, 즉 속도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변인인 빨리

이름대기과제(RAN)에 대한 관심과 연구로 이어졌다(박유정, 2015).

빨리 이름대기는 음운 인식과 함께 읽기 성취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는

요인이며(Saunders & Defulio, 2007), 읽기 능력 특히 단어인지 및 읽기

유창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졌다(Bowers & Swanson,

1991; Torgesen et al, 1997; Kirby et al., 2003; Wolf & Bower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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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화 외, 2010). 더욱이 표층 표기 체계 언어권에서는 빨리 이름대기가

음운 인식과는 독립적으로 읽기 능력을 예측하는 변인이라는 데에 많은

연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Wimmer, 1993; Cho &

Mcbridge - Chang, 2005).

음운적 정보회상은 읽기 발달 초기 단계에서 의미 이해에 접근하는 데

중요하며, 유능한 독자가 친숙하지 않은 단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방

식이다(Wagner & Torgesen, 1987). 따라서 읽기 발달 초기에서 유능한

읽기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이며 읽기 성취와도 관련이 있다. 그

러나, 음운적 정보회상의 읽기 능력에 대한 영향력 및 예측력은 과제의

유형에 따라 다르고, 생활 연령에 따라서도 그 정도가 변한다.

과제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일부 연구에서는 숫자와 철자와 같은

상징 자극의 음운적 정보회상과제(RAN)가 읽기 능력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van den Bos, Zijlsrra, & Iutje Spslberg, 2002;

Blachman, 1984), Scarborough(1998)의 연구는 색깔과 그림자극에 대한

음운적 정보회상과제(RAN)와 상징자극(숫자, 철자)에 대한 음운적 정보

회상과제(RAN)가 읽기를 예측하는 정도가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

읽기 발달 단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몇 몇의 연구(Kirby, Parrila,

Pfeiffer, 2003; Wagner et al, 1997)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시

기에는 음운 인식이 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음운적 정보회상이 읽기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더 강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운적 정보회상의 영

향력이 더 강해진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59명

을 대상으로 음운적 정보회상능력과 읽기 유창성 및 읽기 이해능력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읽기 유창성은 음운적 정보회상능력과 상당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읽기이해력은 음운적 정보회상능력과 작지만 유의미한 상

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안제원(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에 Schatschmeider와 동료들(2002)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읽

기능력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음운적 정보회상의 영향력이 줄어듦을 밝혀

냈다.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진옥(2003)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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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음운적 정보회상능력과 읽기능력이 유의한 상관(r=.57)을 보였

다. 또한 숫자의 음운적 정보회상과제(RAN)만이 읽기와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철자, 사물, 색깔의 음운적 정보회상과제(RAN)는 유의

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김선옥과 조희숙(2004)의 연구에서도 5세의

읽기와 숫자의 음운적 정보회상과제간의 상관(r=.60)이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에, 송승하(2002)의 연구에서는 5세와 6세의 읽기와 음운적

정보회상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김애화 등(2010)은 6세

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철자와 사물의 음운적 정보회상과제

를 사용하여 음운적 정보회상과 단어인지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연

구결과, 6세 아동들에게서는 음운적 정보회상이 단어인지를 유의하게 설

명하지 못하는 반면, 1학년 아동들의 단어인지는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나. 음운처리과정 하위 요소 간 관련성

위에서 살펴본 음운처리과정의 세 가지 하위요소(음운인식, 음운적 작

업 기억, 음운적 정보회상)들의 관계에 대해 제기되는 질문은 이 세 가

지 하위요소들이 모두 동일한 구인을 재고 있는 하위 요인들인지, 개별

요소들이 각기 다른 구인을 재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Wagner

et al(1993)이 제시하는 음운처리과정 요소들 간의 관계에 대한 5가지 모

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본 모델(Base model) 또는 특정영역모델(Specific ability

model)이 있다. 이 모델은 음운처리과정의 세 가지 하위 요소 각각이 다

른 기초 능력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두 번째 모델은 일반적 능력 모델(General ability model)이다. 이 모델

은 세 가지 음운처리과정이 하나의 기초능력 혹은 축적된 정보로부터 비

롯되었으며, 이 세 가지 과제가 하나의 구인에 대한 불완전한 측정치라

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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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인식과 사용모델(Awareness and Use model)로, 이 모델은 음

운처리과정은 두 가지 능력이 내재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첫 번째 능력

은 언어의 음운 구조에 대한 자각적 인식(conscious awareness)으로 음

운 인식 과제를 통해 나타난다. 두 번째 능력은 자각적인 인식과 반대되

는 음운부호의 실질적인 사용으로, 음운기억과제와 빨리 이름대기(Rapid

Automatized Naming)과제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자각적 인식은 선언

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이며 음운부호의 실제적인 사용은 자각

적인 인식 밖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인지과정으로 절차적 지식

(procedural knowledge)이다. 음운인식은 읽기 교수가 시작되면서 빠른

성장을 보이는데 비하여 다른 두 음운처리과정 요소는 그러한 성장이 보

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는 음운처리과정에는 음운인식 및 음운기억/빨

리 이름대기로 측정할 수 있는 있는 두 가지 개별적인 내재된 능력이 있

다는 것을 암시한다.

넷째, 인식/기억과 부호회상(Awareness/Memory and Code Retrieval

model)이다. 이 모델 역시 음운적 처리과정의 두 가지 내재된 능력을 가

정한다. 첫 번째 능력은 음운인식과 음운기억과제를 통해 측정되는 영역

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음소 수준의 분리

(Segment)를 지각하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은 음운인식과제의 수행뿐만

아니라 기억 과제에서의 음운 부호 전략 사용의 효율성 역시 높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억에서의 음운 부호화의 효율성을 더 강조하는 해

석이다. 많은 음운 인식 과제들의 수행에 음운 정보를 작업 기억에서 정

확히 표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억에서의 제한은 인식과제의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두 번째 내재된 능력은 장기기억에 저장된 음

운부호의 회상으로 빨리 이름대기(Rapid Automatized Naming)과제를

통해 측정된다.

마지막 모델은 인식/부호회상과 작업기억모델(Awareness/Code

Retrieval and Working memory model)로, 이 모델은 인식/부호회상과

작업 기억에서의 음운부호회상의 두 가지 내재된 능력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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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ner et al(1993)은 이 모델의 실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Wagner와 동료들(1993)은 음운인식과 음운적 작업 기억이 하나의 단

일요인에서 기인하며, 장기기억으로부터의 정보회상이 또 다른 하나의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인식/기억과 부호회상 모델(Awareness/Memory

and Code Retrieval model)을 지지하였다. 반면, Swank(1994)와 Heath

& Hogben(2004)은 세 가지 음운처리과정이 각각 독립적인 요소로부터

기인한다는 기초모델(Base model) 또는 특정영역모델(Specific ability

model)을 지지하였다. 이와 같이, 음운처리 요소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아직 동일한 결과를 내리고 있지 않다(김선정, 2005).

다. 초기 읽기

1) 단어인지

읽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획득해야 하는 중요한 능력이며, 평생에 거

쳐 지속적으로 발달해나가야 하는 능력이다. 읽기는 학습자가 글을 읽으

면서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인쇄된 글자를 읽고 그 낱말의 의미를

이해하며, 문장과 텍스트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들이 포함된다(김

동일 외, 2017).

초기 읽기 기술을 대표하는 다양한 변인 중의 하나로 단어인지(혹은

단어재인; Word Recognition; 홍성두, 2016)를 꼽을 수 있다. 단어인지란

개별 단어의 발음을 파악하여 읽고, 읽은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Harris & Hodges, 1995). 개별 단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은 읽

기의 기본적인 기술이며, 단어 인지의 어려움은 읽기 활동 전반에 어려

움을 초래한다(김애화, 2012). 단어인지를 능숙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자 해독 기술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단어인지 능력이 뛰어난 아동

은 단어를 읽을 때 맥락 정보를 활용하기보다 낱자-소리 대응 지식에

의존하는 반면, 열악한 단어 인지능력을 지닌 아동은 낱자-소리대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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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단어 인지를 위해 맥락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단

어를 인지할 때 상황적인 단서나 맥락적인 정보에 주의를 집중하게 되면

결국 작업 기억의 한계로 글의 내용 이해 및 독해력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치게 된다(김희진, 2009).

읽기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

하는 단어 인지는 일반적으로 취학 전부터 시작하여 초등학교시기에 이

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애화,

2009). 단어인지는 특히 읽기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매우 중

요한 읽기 기술이다. 많은 연구에서 취학 전 아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글 읽기는 단어인지 능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Stanovich, 1991; Juel, 1991, Danemen, 1991; 김우리, 2006에서 재인용).

초기 읽기 단계의 아동들은 개별 낱자를 변별하고 그 말소리를 발음하는

방법을 통하여 단어를 전체로 기억하고 인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글자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노출될수록 자소-음소대응규칙에 대한 지

식이 생기고, 즉시 인지할 수 있는 시각 어휘들이 심성어휘집에 쌓이게

되면서 점차 빠르고 정확하게 단어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Lovett et

al., 1990). 따라서 단어 인지에 가장 중요한 변인은 음운 처리 능력이라

고 할 수 있다. 빠르고 정확한 단어 인지는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음운

들을 힘들이지 않고 자동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자

소-음소 대응규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읽기에 어려

움이 있는 아동의 경우, 초기 읽기수준의 아동처럼 철자-소리대응 규칙

에 대한 지식에 의존해야 하며, 이 지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화

되고 유창한 단어 인지로의 전이가 지연된다.

2) 읽기 유창성

읽기유창성(Fluency)이란 글을 정확하고 빠르게 읽는 능력으로, 운율

을 살려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의미단위로 끊어 읽는 것을 말한다(C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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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born, 1999). 글을 유창하게 읽기 위해서는 인지적 및 언어적 과정

이 어휘, 단어, 텍스트 각각의 수준에서 정확하고 자동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성(Automaticity)'라고 부르기도 하는데(Wolf &

Katzir-Cohen, 2001), 일반적으로 정확성, 속도 및 운율의 세 가지 하위

구성요소로 정의된다(Hudson. Lane. & Pullen, 2005; National Reading

Panel, 2000). 정확성은 단어를 정확하게 인지하거나 해독하는 능력을 말

하는데, 해독의 자동성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자모 원리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속도는 연결된 문맥의 수준, 단어수준의 인지속

도를 말하며, 운율은 글의 의미 전달을 돕고 놀람, 의문, 감탄 등의 다양

한 감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우정한 외, 2016). 다시 말해 읽기유창

성은 낱자-소리 대응기술 및 음운인식에 대한 이해와 표현이 자동화되

는 과정에서 발달하게 되고, 읽기유창성이 발달되어야 읽기와 관련된 깊

은 수준의 사고가 연결되는 읽기 이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단어 인지와

읽기 이해를 연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안제원, 2011).

Samuels(1988)에 따르면, 유창한 읽기를 위해서는 단어 인지의 정확성

및 자동화 이 두 단계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읽기 과정에서 단어 인지과

정이 정확하고 신속하며 자동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읽기에 능숙해

질 수 없다고 하였다(박유정, 2006에서 재인용).

단어를 읽는 정확성과 속도로 측정되는 읽기 유창성은 최근에는 문맥

에 맞게 감정을 담아 표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다(Yeo,

2008). 정보 처리 이론의 관점에서 읽기 유창성은 자동적인 부호화의 결

과로 가정된다(LeBerge & Samuels, 1974). 정보 처리 이론에서 읽기 유

창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뛰어난 읽기 유창성 능력을 가진 학생들은 문자

해독에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읽기 이해에 더 많은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근간을 두고 있다. 즉, Leberge와

Samuels(1974)의 이론은 유창성 발달이 먼저 진행되어야만 향후 발달

되는 읽기 이해 능력 또한 정상적으로 발달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즉,

유창성의 숙달이 초기 발달 단계에서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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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능력에 어려움을 보이게 되고, 읽기 능력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

할 수 있다(여승수 외, 2010).

Snider와 Tarver(1987)는 Chall(1983)의 읽기 능력 발달 단계 이론을

읽기 저 성취 아동들에게 적용해 본 결과, 읽기 유창성(2단계)이 발달하

지 못하면 의미 파악을 위한 읽기(3단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더불어 이후의 숙달된 읽기 이해 능력을 습득할 수 없다는 악순환의 문

제를 밝혀내었다. 이와 더불어 읽기 발달 단계 모형아래에서 읽기 장애

는 읽기 발달 단계의 지체, 특히 유창성 단계에서의 지체로 볼 수 있으

며, 학령 초기 읽기 능력 구성 요소 중 가장 커다란 기여를 하는 것도

읽기 유창성이다(김동일, 1997).

읽기 곤란을 지닌 아동은 낱자들을 소리로 바꾸는 데 너무 많은 인지

적 자원을 소모하게 되어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과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에 심각한 어려움을 보인다. 그러나 글을 유창하게 읽는 학

생은 문자를 읽는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운화에는 별

다른 인지적 노력이 요구되지 않고 문장이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읽기 이해에 뛰어난 능력을 보일 수 있게 된다(김동일, 2000b).

여러 연구에서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

에 비해 글을 느린 속도로 읽으며 각 단어를 개별적으로 인식하지만, 읽

기유창성이 높은 아동은 읽기속도가 빠르고 정확성이 높으며, 결과적으

로 읽기이해력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Deno, 1985; Fuchs.

Fuchs. & Maxwell, 1988; jenkins & Jewell, 1993; Marston, 1989) 이와

같이 읽기유창성은 읽기 이해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며, 고차원적

인 사고능력과 창의력을 포함하는 수준 높은 읽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초 기술이다(이일화, 김동일, 2003). 반면 지금까지

읽기유창성 관련 연구들은 대개 자소-음소 대응정도가 한글보다 상대적

으로 낮은 심층표기체계인 영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개의 읽기유창성 관련 연구들(김미배, 배소영, 2012; 김애화,

황민아, 2008; 송은영, 황민아, 2005; 안제원, 방희정, 박현정, 2013; 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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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김동일, 2003) 또한 비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 지

적장애를 대상으로 연구들이 있으나 이 연구들은 대부분 읽기중재를 실

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논문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지적장애영역

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읽기유창성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라. 음운처리능력과 읽기와의 관계

읽기를 보는 다양한 관점 가운데 근래 주목받는 관점중의 하나가 단순

읽기관점이다. 이는 읽기 이해를 위한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음운처리

과정(phonological processing)능력과 듣기이해(Listening comprehension)

능력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각각 읽기에 필수적이지

만, 능숙한 읽기를 위한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초기 읽기 단계의 학습

자와 능숙한 읽기 학습자 간에는 읽기의 처리과정에 질적인 차이가 있으

며, 음운처리과정능력 및 듣기이해능력의 중요도도 각기 다르다. 초기 읽

기 학습자의 단어인식 능력의 향상은 철자적 지식(orthographic

knowledge)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음운 분호를 상징 패턴과 연결하

는 음운처리과정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 초기 읽기 단계를 넘

어 능숙한 읽기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적 지식(Linguistic

knowledge)과 세상사 지식(world knowledge)의 듣기이해 기술이 필요하

다. 학령기 이후에는 듣기이해 능력이 읽기 능력과 관련이 있는 주요변

인이지만, 학령 전기와 초기에는 음운 처리기술이 언어적 지식 혹은 세

상사 지식보다 읽기 능력에 있어 더 큰 변수가 된다. 따라서 음운처리과

정은 읽기를 학습하는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김선정, 2005).

음운처리과정에서의 개별적인 혹은 발달적인 차이는 읽기 능력의 습득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상관의 방향성이나 정도 혹은 기저

에 있는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과학에 기반한 연구들

(Science-based Researches)을 기반으로 이론적 토대가 성립될 필요가

있다(Wagner et al, 1997; Brady & Shankweiler, 1991; Gough, Eh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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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siman, 1992; Wager, Torgesen & Rashotte, 1994).

음운처리과정 능력의 개인 간 차이와 단어 수준의 읽기간의 관계를 바

라보는 세 가지 견해는 다음과 같다(Wagner et al., 1997). 첫 번째 관점

은 음운처리과정에서의 개인 간 차이가 향후의 읽기 발달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견해이다. 미취학 아동의 음운과정의 수행능력이 향후 단어 읽기능

력을 예측한다는 종단연구(Byrne, Freebody, & Gates, 1992; Foorman,

Francis, Novy, & Liberman, 1991)의 결과들은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

다. 두 번째 견해는 읽기 능력에서의 차이가 향후 음운처리 과정의 발달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관점(Ehri, 1984, 1987; Foorman et al., 1991;

Morais et al., 1987)이 있다. 성인 문맹자들에게서 보이는 음운과제들에

서의 어려움(Morais, Cary, Alegria, & Bertelson, 1979)과 음운과제에서

“철자 전략”을 사용한다는 증거(Bruck, 1992; Tunmer & Nesdale, 1985)

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음운처리과정과 단어 읽기간의 관계에

대한 마지막 관점은 음운처리과정과 읽기에서의 개인 간 차이는 상호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이다. 이는 구어의 소리 구조에 대한 이해 정

도가 향후 읽기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읽기 능력에서의 차

이가 향후의 보다 정교화된 음운 인식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한

다(Perfetti, Beck, Bell, & Hughs, 1987; Stanovich, 1986; Wagner et al.,

1994; Wagner et al., 199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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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능과 초기읽기

읽기의 어려움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읽기장애 및 읽기부진 집단

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집단 모두에서 나타나는 읽기의 어려움에 내

재한 문제는 지능에 의해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많은 학자들의 의

견이 모아지고 있으며(Siegel, 1992; Stanovich & Siegel, 1994; Swanson

& Alexander, 1997), 이들의 읽기의 어려움에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 중의 하나가 인쇄물의 맥락 안과 밖에 있는 소리 구조

를 처리하는 음운처리과정이라는데 학자들의 합의가 이루어고 있다

(Conners et al, 2001). 다시 말해, 많은 학자들은 정상 범주의 지능을 가

진 아동의 읽기 습득 단계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들이 학습부진 및

경계선 지적기능 학생들의 초기 읽기에서의 어려움에도 동일하게 작용하

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Fletcher et al, 1994; Share & Stanovich,

1995; Stanovich & Siegel, 1994; Torgesen, 2001, van des Bos, 1998).

반면에 지금까지 지적장애 아동의 낮은 지능 지수가 읽기의 어려움을

설명하기 때문에 결함이 있는 특정한 읽기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

(Stanovich,1985)는 전제하에 지금까지 읽기의 어려움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들에서는 지적장애라고 불리는 지능지수 70 이하의 아동들을 포함하

지 않았다. 그러나 지능지수는 읽기를 습득하는 단계에 있는 아동의 읽

기 능력을 예언하는 유일하거나 중요한 예측변수가 아니며, 읽기발달에

관련된 일반적인 연구결과와 같이 음운처리과정이 이들의 읽기능력을 예

측하는 강력한 예측변인임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Siegel(1993)의 연구에서는 읽기장애 학생을 포함한 7세에서 16세까지의

학생들의 지능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음운처리과정이 이후의 읽기

능력을 설명하는 강력한 예측변수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Stanovich와 동

료들(1984)는 56명의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5년간 종단연구를 실시한

결과, 지능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음운처리과정이 이후의 읽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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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설명하는 강력한 예측변수라고 보고하였다. van des Bos(1998)는

읽기에 어려움을 가진 10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단어인지 능력과

지능, 음운인식 및 명명 속도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지능-성취 불일

치 기준에 의거한 읽기장애 아동 집단과 낮은 지능과 함께 일반적인 읽

기 능력의 어려움을 동반하는 읽기장애 집단 간의 기본적인 인지처리과

정이 단어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지능-성취 불일치 준거를 만족하는 읽기장애 집단의 읽기의 어려

움의 기저에는 무의미 단어읽기, 음운인식, 음운적 작업 기억, 음운적 정

보회상과 같은 음운적 정보처리의 어려움이 내재하는 것과 같이 낮은 지

능과 함께 동반하는 일반적인 읽기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읽기장애 집단

또한 음운적 정보처리의 어려움이 이들의 읽기의 어려움에 내재해 있음

을 증명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지적 능력에 제한을 가진 지적장애 학생들을 대

상으로 읽기의 어려움에 대해 일반적으로 초기읽기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알려진 음운처리과정의 영향력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을 암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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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장애 학생의 음운 처리 능력 및 초기 읽기

가. 지적장애 학생의 인지 발달 특성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 Disabilities: AAIDD)에서는 지적장애를 “지적기능성

과 개념적·사회적·실제적 적응기술로 표현되는 적응행동 양 영역에서 유

의하게 제한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 장애는 18세 이전에 시작된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지적장애는 발달 시기에 나타나는 장애로 동일연령

의 학생들에 비해 발달정도가 양적으로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차

이도 보인다. 지적장애 학생들은 주의력, 기억력, 모방 및 일반화 등 전

반적인 인지처리 과정에서 비 장애학생에 비해 결손이 나타나는 것이 일

반적이다. 특히 선택적인 주의집중력에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학습상

황에서 중요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집중하는 데에 어려움을 보인다. 인지

처리과정의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단기기억 및 작업 기억의 정보처리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보의 조작 속도가 느리며 전반적인 기억

용량에 한계를 보인다. 이에 더해 학습한 내용에 대한 전이와 일반화에

도 어려움을 보이는데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학습에 적용하는 능력이 부

족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친숙한 내용으로 과잉일반화를 하는 경우도 있

다. 이러한 인지처리상의 결함은 지적장애 학생의 전반적인 학습에도 영

향을 미치는데 특히 읽기학습에도 영향을 미쳐서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읽기학업성취도를 보인다(신현기 외, 2017).

나. 지적장애 학생의 읽기 발달 특성

지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읽기 성취도 평가 방법상의 어려움

과 이들의 광범위한 이질성(heterogeneity)으로 인하여, 지적장애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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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읽기 능력과 관련된 연구는 이들의 읽기 특성에 대한 연구보다는 읽

기 중재의 효과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Dworschak et

al., 2012).

지적장애 학생의 읽기 능력에 관한 몇 몇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atz & Lenhard(2013)의 연구에 따르면, 중도 및 최중도(Severe

or Profound ID)의 학생 대부분은 전혀 읽지 못하였으며 지적장애 학생

들의 읽기 능력은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까지 꾸준히 성장을 보이나, 그

이후에는 성장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Frith의 읽기 모델에

비추어 지적장애 학생의 읽기 능력을 살펴본 결과, 29%의 학생이 전혀

읽지 못했으며, 6.8%의 학생은 문자열 전체와 그 발음간의 단순한 조합

에 의거해서 읽는 기호책략단계(logographic strategy)를 보였고, 31%의

학생이 읽을 수 있는 단어가 많아지고 유사한 형태의 단어를 변별하며

단어를 구성하는 자모에 주의를 기울이는 단계인 자모 책략(alphabetic

strategy)단계의 읽기 발달을 보였으며, 32%의 학생만이 단어를 개별 자

소의 분석이나 음운적 전환 없이 전체로 인지하는 책략을 사용하는 철자

책략(orthographic strategy)수준의 읽기 발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학생들은 시각적 단서 혹은 지형적 특질을 활용하여 단어를

읽는 표의적 읽기 단계(logographic stage; Ehri, 1994)까지는 느리지만

비 장애학생들과 비슷한 속도로 발달한다. 하지만 이후 자소 원리를 적

용하여 읽기를 습득하는 발달단계부터는 낱자-소리 대응을 읽기에 적용

하는 데에 어려움을 보이며, 문자 해독 또한 많은 오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순, 2017).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장애 아동들의 읽기에서의 어려움은 ‘읽기 장애’

아동과 유사하게 발달적 언어장애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며(Catts,

1989), 특히 구어에서의 음운처리 능력의 결함이 읽기의 기본이 되는 낱

자-소리대응 규칙을 습득 하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결국은 읽기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Feldman과 Wiseman(1980)은 지적장애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친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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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단어를 읽을 때에 친숙한 단어로 대치하고, 그 단어에 포함된 더

짧은 친숙한 단어만을 읽으며, 단어의 첫 부분보다는 끝부분에서 오류를

많이 보이는 읽기 특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로 대치하거나 문맥에 의존하는 경향 때문에 이상한 유형으

로의 지나친 일반화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Robeck(1963) 역시 지적장애

학생이 가장 큰 어려움을 보이는 읽기 기술이 단어 인지이며, 단어인지

를 하는데 있어서 낱자-소리 대응 규칙을 사용하기 보다는 앞의 문맥과

뜻이 통하는 유사한 외형이나 시작이 같은 단어로 대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Sheperd(1967)는 지적장애 학생들이 비 장애 학생들보다 자음과

모음의 오류, 음의 생략과 대치, 역전 현상 등이 더 많이 나타났고 문맥

단서를 이용하는 능력도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는 내용이해보다는 단어를

발음 하는데 더 신경을 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이영재, 2000 재인용).

국내에서 수행된 지적장애인들의 읽기 특성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

다. 차희진 등(2011)이 중·고등학교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능력

을 조사한 결과,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읽기 능력이 더 좋았으며 중

등도 지적장애 학생보다는 경도 지적장애 학생의 읽기 능력이 더 좋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박길환(1999)은 지적장애 아동들은 초기 읽기 단계

에서 문자의 형태를 인식하는 시각적인 읽기 발달 단계까지는 비 장애아

동과 유사한 패턴으로 발달하지만 글자 읽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낱자

-소리대응규칙에 대한 지식이 늦게 발달하여 음운의 구조분석, 기능적

단어이해력이 부족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영재(2000) 또한 지적장애 학

생들은 해·부호화 능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보이며 이는 기본적인 읽

기 과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암시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음운인식 능력

이 낮고, 음의 생략, 대치와 오류현상이 많으며 단어인지 기술이 부족한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문맥 단서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내용의 이해보

다 단어의 발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적장애 학생들은 지적기능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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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요인으로 인하여 읽기발달 자체에 한계를 가진다고 한정지을 수

없으며 음운인식 능력 및 낱자-소리 대응 규칙 적용에 어려움으로 인하

여 결국 단어인지 및 읽기유창성과 같은 초기읽기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적장애 학생의 음운인식능력 및 낱자-소리대

응 규칙 인식발달 혹은 초기 읽기발달의 상관관계들에 대해 연구해볼 필

요성을 암시한다.

다. 지적장애 학생의 음운 처리 능력과 초기 읽기

지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능력과 음운처리과정의 세 요소 즉,

음운인식, 음운적 작업기억, 음운적 정보회상들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문

들은 국내·외 모두에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적장애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는 읽기관련 연구들에서 이들의 읽기발달을 위해서 음운처리능력

이 요구되는지에 대해 학계의 논란이 되어왔었다(van Bysterveldt,

Gillon, & Moran, 2006). 즉, 지적장애 학생들의 읽기능력 습득 및 발달

을 위해 음운처리능력들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연구들(Cossu, Rossini, &

Marshall, 1993; 김미인 외, 2006)도 있는 반면에 음운인식능력이 읽기

발달에 필수불가결하다(양진희 등, 2007; Kennedy & Flynn, 2003;

Snowling, 2002)는 상반된 연구 결과 또한 보고되어 이러한 상반된 연구

결과들로 인해 지적장애 학생들의 음운처리능력의 중요성이 그동안 다른

장애분야에 비해 지적장애 학생들의 읽기교육에서 크게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읽기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음운인

식능력의 결손이 지적장애 아동들의 읽기 발달이나 학습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van Bysterveldt, Gillon, & Moran, 2006), 이

에 더해, 많은 연구들이 지적장애 학생들의 음운처리과정 세 요소와 읽

기 능력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Ellis & Large,

1988; Conners et al, 2001; Saunders & Defulio, 2007; Kim & K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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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Saunders, 2007; Wise et al, 2010; Soltani & Roslan, 2013). Ellis

와 Large(1988)는 5세 아동의 읽기 능력을 4년 간 조사하는 종단 연구를

통해 지능 수준이 낮은 아동에게도 음운처리과정이 읽기에 관련된 변인

중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Wise와 동료들(2010)이 2학년부터 5

학년까지의 경도 지적장애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음운 인식 능력과 단어

및 비 단어 읽기간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 음운인식 능력은 생활 연령과

어휘 능력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의미 단어 및 무의미 단어 읽기

모두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Suanders 와

DeFulio(2007) 또한 경도 지적장애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음운 인식과제

및 사물과 문자의 음운적 정보회상능력과제 점수와 단어 읽기 능력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음운인식 및 정보회상능력 모두 단어읽기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밝혔다. 반면에, 지적장애인의 사물에 대한

음운적 정보회상능력과 단어 인지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들(Laing et

al., 2001; Levy et al., 2003; Suanders & DeFulio, 2007에서 재인용)에

서는 단어 인지와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고하지 않았다.

지적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음운처리 과정의 세 요소들의 읽기 능력

에 대한 설명량을 조사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Soltani와 Roslan(2013)

은 60명의 15세에서 23세의 페르시안 경도 지적장애 남학생의 음운인식,

음운적 단기기억, 음운적 정보회상능력과 해독능력과의 상관과 영향력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음운처리과정의 세 요소 모두 해독 능력과 유

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었으나,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었다. 지능의 영향력

을 통제한 상태에서 음운인식과 음운적 정보회상은 각각 해독 능력에 독

립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나, 음운적 단기 기억은 독립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음운적 단기 기억에서 유지되는 정

보는 순서정보(order information: 제시되는 문항의 제시되는 순차적 순

서)와 문항정보(item information : 문항의 음운적, 어휘적, 의미적 특성)

의 두 가지 유형이 있고, 일반적으로 음운적 기억을 측정하는 과제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는 반면, 이 두 유형의 과제에 내재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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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과정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Martinez, Majerus, & Poncelet(2012)의 연구를 근거로 들면서 해독 능

력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음운 기억 유형은 순서 정보였다고 밝히고 지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추후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Channell과 동료들(2013)은 6학년에서 11학년의 17명의 경도

지적장애학생(KBIT-2검사결과 정신연령 5세 이상,WRMT-R의 단어인

지검사에서 1문장이라도 읽을 수 있는 아동)과 그들과 동일한 어휘능력

을 가진 2학년에서 4학년의 비 장애학생 57명을 대상으로 음운적 해독능

력, 단어인지, 철자적 처리능력(orthographic processing), 빨리 이름대기

(RAN)능력과 같은 읽기능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음운적 해독능력이

지적장애 학생집단과 비 장애학생 집단의 단어 인지 능력에서의 차이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음운인식과 음운기억은 음운적

해독에서 그룹 간 차이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Channell과 동료들(2013)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장애 학생의

단어인지의 능력의 문제는 음운적 해독 즉 음운인식과 음운기억의 결합

에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Conners와 동료들(2001)은 단어 해독에 능숙한 지적장애 초등학생과

열악한 단어해독능력을 가진 지적장애 초등학생들의 인지과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적장애 초등학생 44명의 지능, 언어 능력, 음소 인식

능력, 음운적 작업 능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단어해독에 능숙한 지적

장애초등학생들은 열약한 해독능력을 보이는 학생보다 언어능력, 음소인

식, 음운적 기억에서의 재연(rehearsal)능력에서 우수했으며, 일반지능에

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에 대한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음운

적 작업 기억에서의 재연 능력만이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뛰어난 음운적 정보를 재연(rehearsal)하는 능력이 단어 해독을 용

이롭게 도와준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단어 읽기를 배울 때, 읽기 습득

단계의 학생들은 단어를 이루는 낱자의 순서와 그 소리들에 초점을 맞추

는 한편, 작업 기억 안에 소리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며, 음운적 부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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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하는 능력은 해독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소리들을 활성화되도록 한다

고 설명하고 있다. Conners와 동료들(2001)은 또한 음운적 정보의 재연

능력이 가지는 해독능력에 대한 설명량에 대해 언어와 읽기에서의 어려

움은 음운적 입력(input), 표상(representation) 및 인출(output)에서의 어

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났다고 설명한 Stackhouse와

Wells(1997)의 언어발달 모델에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즉, 음운적 단기기

억과제, 해독과제, 음소인식과제는 모두 음운적 표상의 활성화가 필요하

지만, 음운적 인출(예 : 이전에 알고 있지 않은 단어를 산출하도록 허락

하는 무의미 단어를 따라하는 능력인 ‘운동 프로그래밍’)을 필요로 하는

과제는 해독과제와 음운적 작업 기억뿐이라고 보고하면서, 음운적 표상

영역에서의 어려움과 음운적 인출영역에서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지적장애 학생의 해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림 Ⅱ-1> Stackhouse와 Wells(1997)의 언어발달 모델

출 처 : http://www.slc.cambridgeshire.nhs.uk/ActivitiesIdeasandInfo/ChildD

evelopmentAgesandStages/StackhouseandWellsmodel/tabid/1325/languag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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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efault.aspx

국내에서 지적장애인의 음운처리 과정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으나(김미인, 2005; 서은영, 2005; 양진희, 2007; 강샘이나, 2007;

안성우 외, 2008; 김자경 & 강혜진, 2010; 조성숙 & 김정완, 2016; 정지

원 외, 2017), 기억부담이 적은 음운인식 과제를 사용해서 부분적으로 음

운처리능력이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는 추세

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지적장애 학생들의 음운처리능력

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지적장애 학생의 음운적 작업 기억과 음운적 정보 회상능력을 살펴 본

연구로는 양진희(2007)가 있다. 양진희(2007)는 초·중·고등학교 지적장애

학생 53명을 대상으로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음운 처리 과정의

세 요소, 즉, 음운 인식, 음운적 작업 기억, 음운적 정보회상 및 낱자지식

및 낱자 소리 대응지식을 조사하여 음운 처리 과정의 발달 특성과 읽기

능력과의 상관 및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지적장애 학생의

음운인식능력은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유의한 향상을 보이지 않았

으며, 음운적 작업 기억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사이의 유의한 향상을

음운적 정보회상능력은 초·중고등학교에 거쳐 유의한 향상을 보고하였

다. 또한, 지적장애 학생의 음운인식, 음운적 작업 기억, 음운적 정보회상

능력은 모두 읽기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고 밝혔다.

양진희(2007)의 연구는 지적장애 학생의 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음운 처리 과정 변인으로 음운 인식 능력 이외에 음운적 작업 기억과 음

운적 정보회상능력 변인을 고려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지만, 초·중·고

등학교 지적장애 학생의 넓은 범위의 연구 참여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어

연구 결과를 특정한 발달 단계에 있는 지적장애 학생의 읽기 능력에 일

반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서 음운

처리과정이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적장애학생들의 음운처리과정 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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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읽기 능력이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으며 음운인식, 음운적 작업기억,

음운적 정보회상 각각의 하위 요인들의 영향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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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초등학교

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초등학생 중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

체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건강장애등의 장애

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 그리고 K-WISC-Ⅲ(곽금주, 박혜

원, 김청택, 2001)지능검사 결과 31이상 70미만이며 그림 자음 검사(김영

태, 1994)결과 자음정확도가 85% 이상인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선별하였

다. 남학생 45명, 여학생 18명 총 63명의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학생들의 특성은<표 1>와 같다.

<표 Ⅲ-1> 연구 대상 학생들의 특성

성별
평균월령 및

표준편차

평균 학년 및

표준편차

IQ평균 및

표준편차

그림자음

검사평균

남 45명

여 18명

계 63명

10.21(1.90) 3.71(3.5) 56.43(9.97) 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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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음운 처리 과정 및 초기 읽기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취학 아동(만 4-5세)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초기 문해 검사도구

인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 초기문해(BASA : EL『Basic

Academic Skills Assessment : Early Literacy』)(김동일, 2011)를 사용

하였다. 다음은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BASA : EL『Basic

Academic Skills Assessment : Early Literacy』)(김동일, 2011)을 구성

하는 하위검사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가. 음운 처리 과정 검사

1) 음운인식 검사

음운 인식 능력 검사는 변별, 합성, 탈락, 대치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요인을 음절 수준, 음소 수준(홍성인, 2000)으로

분류하여 총 46문항의 여덟 가지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음운 인

식의 요인들이 크게 라임(Rhyme)의 인식과 단어, 음절, 음소인식 요인으

로 이루어지며, 단어, 음절, 음소 인식 요인은 각 수준에서 다시 탈락하

기, 결합하기, 변별하기, 분절하기, 대치하기로 이루어진다는 외국의 선행

연구 분석 결과를 한글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이다(김동일, 2011).

음운인식 검사에 포함된 음소는 자음 초성 19개(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자음 종성 7개(ㄱ, ㄴ,

ㄷ, ㄹ, ㅁ, ㅂ, ㅇ), 단모음 8개(ㅏ, ㅓ, ㅗ, ㅜ, ㅡ, l, ㅐ, ㅔ)이다. 이중모

음 ㅚ, ㅟ는 발음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제외하였다(권경안, 1981). 본 검

사에 사용된 어휘는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김광해, 2003)에서 선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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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 인식 검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

Alpha Coefficient)는 .90로 산출되어 검사의 신뢰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 BASA(김동일, 2004) 및 KISE -

BATT(읽기)와의 상관이 .73 및 .59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어 준거

타당도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진, 2009).

2) 음운적 작업 기억 검사

음운적 작업 기억 검사는 숫자 회상 검사와 무의미단어 회상검사로 구

성되어 있다. 숫자 회상 검사는 K-WISC-Ⅲ의 언어성 검사의 보충검사

인 “숫자”검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3개에서 6개의 일련의 숫자들

을 아동이 동일한 순서로 따라하는 4개의 문항과 2-4개의 숫자들을 반

대의 순서로 따라하는 4개의 문항, 총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무의

미단어 회상검사(김선옥, 2005)는 초성-중성-종성(CVC)구조의 낱자 3-6

개로 구성된 무의미단어 8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검사자가 낱자를 1초

간격으로 불러주면 검사 대상자가 다 듣고 똑같은 순서로 따라서 말하도

록 구성되어 있다.

음운적 작업검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N=44)는 .76으로 신뢰도가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 BASA(김동일,

2004) 및 KISE - BATT(읽기)와의 상관이 .48 및 .53으로 유의한 상관

을 보이고 있어 준거 타당도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음운적 정보회상검사

음운적 정보회상 능력은 빨리 이름대기 과제(Rapid Automized

Naming Test : RAN)로 측정하게 되며, ‘사물’ RAN 검사와 ‘색깔’ RAN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사물 RAN검사의 경우 일 음절 단어(예 : 책, 집,

공, 개, 별)를 자극으로 선택하여 반복적으로 나열하여 제시하였으며,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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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 RAN 검사는 일찍 발달되며 사용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 ‘빨

강, 파랑, 노랑, 초록, 검정’을 나열하여 제시하였다. 개별 항목을 5열 5행

으로 배열하여 총 25항목씩 50개의 자극을 제시하고, 아동이 스스로 고

쳐서 말한 자기-수정을 포함한 정답의 수를 사물 및 색깔의 이름대기

과제를 모두 다 마친 시간으로 나누어 기록하도록 하였다.

음운적 정보회상검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N=44)는 .81로 신뢰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 읽기검사

(BASA : Reading) 및 KISE - BATT(읽기)와의 상관이 .34 및 .59으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어 준거 타당도도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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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음운처리 능력 검사의 구성

과제 실시방법 예시

음

운

처

리

과

정

음운

인식

변별

음

절

3개의 2음절 단어를 듣고, 첫음절

혹은 끝음절이 다른 단어 변별하기.

사자, (하)마,

사과, 모자,

의자, 하(마)

음

소

3개의 1음절 단어를 듣고, 초성 또

는 종성이 다른 변별하기.

(국), 달, 돈

공, 양, (집)

탈락

음

절

2음절 단어를 듣고 첫 음절 또는 끝

음절을 뺀 나머지를 이야기하기.
(김)밥, 꽃(병)

음

소

1음절 단어에서 초성 또는 종성을

뺀 단어를 이야기내기.
(ㅁ)ㅜ, 떠(ㄱ)

합성

음

절

1음절 단어 2~3개를 듣고 순서대로

합하여 이야기하기.

꿀+벌 → 꿀

벌

음

소

초성-중성(C-V) 혹은 초성-중성-종

성(CVC)구조의 음소를 각각 합한

소리를 이야기하기.

ㄱ+ㅐ → 개

ㅁ+ㅜ+ㄴ →

문

대치

음

절

2음절 단어의 첫 음절 또는 끝 음절

을 다른 음절로 바꾼 단어를 이야기

하기

오리 → (머)

리

바지 → 바

(다)

음

소

1음절 단어의 초성 또는 종성을 다

른 음소로 바꾼 소리를 이야기하기

코(ㅅ) → 소

갓(ㅇ) → 강

음운

적

작업

기억

숫자

회상

일련의 숫자들을 듣고, 동일한 순서로

혹은 거꾸로 따라 말하기

① 3 - 8 - 6

② 6 - 1 - 5

- 8

무 의

미 단

어 회

상

1초 간격으로 제시된 초성-중성-종성

(CVC)구조의 낱자로 구성된 무의미 단

어 3-6개를 다 듣고 따라 말하기

① 봅-을-림

② 통-필-학-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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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실시방법 예시

음

운

처

리

과

정

음운

적

정보

회상

사 물

RAN

‘별, 책, 집, 공, 개’의 5개 사물이 무

선으로 반복하여 배열된 25개의 그림

을 보고 가능한 빨리 사물의 이름 말

하기.

공-별-개-별-책

책-집-책-개-집

색깔

R A

N

‘빨강, 파랑, 노랑, 초록, 검정’의 5개

색깔이 무선으로 반복하여 배열된 25

개의 색깔을 보고 가능한 빨리 색깔

의 이름 말하기.

빨강-초록-노랑

-빨강-검정

나. 초기 읽기 검사

1) 단어 인지

단어 인지 검사는 문자 해독 능력(Decoding)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된 단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읽는가?’ 즉,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검사는 미취학 아동(4-5세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고빈도

단어, 저 빈도 단어, 비 단어를 각 규칙성(규칙, 불규칙)에 따라 10개씩

총 30개의 항목을 선정하였다.

단어 인지검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N=44)는 .97이며, cohen의 합치

도 계수(Kappar coefficient)로 얻어진 평정자간 신뢰도는 .82(<.01)로 신

뢰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 학습 기능 수행 평가 체제 : 읽

기 검사(BASA : Reading)및 KISE - BATT(읽기)와의 상관이 .81 및

.71으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어 준거 타당도도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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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읽기 유창성

읽기 유창성 검사는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글자를 정확히 읽

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정확성과 속도를 동시에 측정한다. 본 연

구에서는 읽기 유창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읽기 유창성 검사인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 읽기 검사(BASA : Reading)의 읽기 검사

자료 1-(1)을 사용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용 동화인 ‘토끼야 토끼

야’(김학선, 1991)의 일부를 발췌한 지문으로 1135개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1분 동안 아동에게 주어진 본문을 읽게 하고, 1분 동안 바르게 읽

은 음절의 수를 기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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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선행 연구 고찰 및 문헌 연구, 선별 검사, 지적장애 학생의

초기 읽기 능력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검사 도구 구성, 예비 검

사 실시, 전문가 의뢰 및 문항 수정, 그리고 본 검사의 일련이 과정으로

설계되었다. 서울 및 경기 지역 초등학교 특수학급 재학생 중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헹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건

강장애 등의 중복 장애가 없는 지적장애 학생을 담임교사의 추천과 부모

의 동의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장애 진단 시 시

행된 K-WISC-Ⅲ지능검사결과 31이상 70미만이며, 그림 자음 검사(김영

태, 1994)결과 자음 정확도가 85%이상인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최종적으

로 선별하였다.

<그림 Ⅲ-1> 연구 절차

선행연구

고찰 및

문헌연구

개념정의/구성요소 추출

(음운인식, 음운적 작업 기억, 음운적 정보회상,

단어인지, 읽기 유창성)

ê

선별검사 그림 자음 검사 실시

ê

선행 연구를 통한 검사 도구 구성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초기 문해(BASA :

EL『Basic Academic Skills Assessment : Early

Literacy』)(김동일, 2011)의 항목들을 사용)
검사도구구안

전문가 의뢰 및 문항 수정

ê

예비검사 실시

ê

검사 도구 확정

ê

본 검사 실시(음운처리과정 및 초기 읽기 능력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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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장애 학생의 초기 읽기 능력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검사 도구 구성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음운처리과정 및 초기읽기능력을 정확하게 측정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음운처리과정 및 초기읽기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음운처리능력(음운인식, 음운적 작업 기억, 음운적 정보회상)과 초기읽기

(단어인지, 읽기 유창성)측정도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적장애아동의

읽기발달 패턴이 비 장애 아동의 그것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초·중

등학교에 걸쳐 꾸준히 발달한다는 Ratz et al(2013)의 견해에 따라, 국내

에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초기 문해 검사도구인 기초학습

기능 수행평가체제: 초기 문해(BASA : EL『Basic Academic Skills

Assessment : Early Literacy』)(김동일, 2011)의 항목들을 사용하였다.

2) 전문가 의뢰 및 문항 수정

특수교육경력 10년 이상인 특수교육 전문가의 의뢰를 실시하였다. 실

시 결과, 지적장애아동의 열약한 인지특성 및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과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검사 수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운인식검사의 본 검사 제시 전 제시되는 연습문

제에서 음절과 음소를 나타내는 도형모양의 반구체물 카드를 사용하여

아동이 과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습문제 예시항목의

수를 1항목에서 3항목으로 문항수를 조정하였다.

3) 예비검사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초기문해(BASA : EL『Basic Academic

Skills Assessment : Early Literacy』)(김동일, 2011)의 항목들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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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13년 9월에 경기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초등학생 5명

을 대상으로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아동들의 학교에서 일과

내에서 이루어졌고 연구자 본인이 개별 아동 1명을 대상으로 각각 개인

검사로 실시하였다. 한 아동 당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 초기 문해

(BASA : EL『Basic Academic Skills Assessment : Early Literacy』)

(김동일, 2011)를 실시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총 25-30분으로 아동의 음

운인식 능력 과제에 대한 이해도 및 집중도에 따라 그 소요 시간이 차이

가 있었다.

4) 본 검사 실시

전문가 의뢰를 거쳐 확정된 본 검사를 2013년 09월 10일부터 11월 15

일까지 대략 3개월에 걸쳐 서울 및 경기지역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에 재

학 중인 지적장애학생 총 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검사에 앞서

그림 자음 검사를 모든 아동에게 실시하였다.

본 검사는 연구자와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특수교육전문가 1명이

참여하였다. 검사 실시 절차의 일관성을 위하여 검사도구 별 하위 영역

에 대한 지시문을 제시하였으며, 본 검사 실시 전 연습 문제에서 음절과

음소를 나타내는 도형 모양의 반구체물 카드의 제시와 연습문제 3문항을

제시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음운 인식, 음운적 작업 기억, 음운적 정보회상, 단어 인지 및 읽

기 유창성 변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

다. 다음으로 음운 인식, 음운적 작업 기억, 음운적 정보회상 변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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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인지 및 읽기 유창성 변인들 간의 Pearson 적률 상관 분석을 실시

하고,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지능과 연령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음운

인식, 음운적 작업 기억, 음운적 정보 회상의 단어 인지 및 읽기 유창성

에 대한 설명량을 산출하기 위해 지능과 연령변인을 먼저 투입한 후, 음

운 처리 과정의 하위요소를 동시 투입하는 중다회귀 분석방법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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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학생

6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음운인식, 음운적 작업 기억, 음운적 정보

회상으로 구성된 음운 처리 과정 변인들과 단어 인지, 읽기 유창성으로

이루어진 초기 읽기 능력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1>음운 처리 과정과 초기 읽기 검사 측정치의 기술 통계

변인 평균 표준편차 범위 왜도 첨도

음운인식

음운적 작업기억

음운적 정보회상

단어인지

읽기유창성

15.57

6.49

1.61

20.46

125.14

8.53

2.76

.53

8.8

79.74

0-40

0-14

.47-3.03

0-30

0-314

.665

.333

.095

-1.126

.113

.556

.652

-.234

.331

-.545

음운 처리 과정 변인들과 초기 읽기 변인(단어인지, 읽기유창성)들 간

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예측 변수들의 측정치와 종속 변인들 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예측 변수는 음운 인식, 음운적 작업 기억, 음운적 정

보회상능력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속 변수로는 단어 인지 능력과

읽기 유창성이 포함된다. 변인들의 상관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예

측 변수들과 초기 읽기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r=.20~.40의 값은 약간의

관련성을, r=.40~.70은 상당한 관련성을 r=.70이상은 매우 강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cohen, 1988)으로 해석하였다.

음운 인식, 음운적 작업 기억, 음운적 정보회상과 단어 인지와의 상관

관계 분석결과, 세 예측변인 모두 상당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음운 처리 과정 중에서 음운 인식 능력이 r=.662(p<.001)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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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음운적 정보 회상

r=.571(p<.001), 음운적 작업 기억 r=.516(p<.001)순으로 단어 인지와 상

당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운 처리 과정의 세 예측 변인과 읽기 유창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음운 인식 능력이 r=.80(p<.001)으로 매우 강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음운적 작업 기억 r=.69(p<.001), 음운적 정보회상

r=.628(p<.001)의 순서대로 읽기 유창성과 상당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표 Ⅳ-2>음운 처리 과정과 초기 읽기간의 상관

음운인식
음운적

작업기억

음운적

정보회상
단어인지 읽기유창성

음운인식

음운적 작업기억

음운적 정보회상

단어인지

읽기유창성

1

.733**

.697**

.662**

.800**

1

.518**

.516**

.699**

1

.571**

.628**

1

.8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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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어 인지 능력의 설명 변인

연령 및 지능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음운 인식, 음운적 작업 기

억, 음운적 정보 회상이 단어 인지 능력을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

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지능과

연령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우선 지능과 연령변수가 투입되고 다음

으로 음운 처리 과정의 세 변인 모두 함께 투입하여 음운 처리 과정 변

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의 개별 설명변량을 정

확히 해석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확인을 위한 상승변

량(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 1/(1-Ri
2)을 체크하였다. 그 결과, 음



- 49 -

운인식 1.023, 작업기억 2.160, 음운적 정보회상 2.203으로 1에 접근하며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에 큰 문제없이 설명량을 해석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중다회귀모형 분석결과는 <표 5>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 하에 있으므로 음운 처리 과정간의 설명력을 비교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5,47)=11.435, p<.000).

<표 Ⅳ-3> 단어인지에 대한 중다회귀모형 분석결과

** p<.001

위와 같이 연령과 지능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음운 처리 과정의 세 요

소가 모두 투입된 중다회귀모형은 예측 변수가 종속 변수인 단어 인지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음운 처

리 과정 각 변수의 단어 인지에 대한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중다

회귀분석 결과 <표 6>과 같이 유의확률 .05미만인 예측변인은 음운 인

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운 인식의 베타(β)값은 .415로 지적장애 학생의

단어 인지 능력에 41.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선형회귀분석 2407.523 5 481.505 11.435**

잔차 2400.128 57 42.108

합계 4807.65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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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단어 인지에 대한 중다회귀분석(N=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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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읽기 유창성 능력의 설명변인

연령 및 지능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음운인식, 음운적 작업 기

억, 음운적 정보회상의 읽기 유창성에 대한 상대적인 설명력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

다. 지능과 연령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우선 연령과 지능 변수가 투

입되고 다음으로 음운처리과정의 세 변인을 모두 함께 투입하여 음운처

리 과정 변인들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분석하기에 앞서 독립변수들의 개

별 설명변량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확

인을 위한 상승변량(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 1/(1-Ri
2)을 체크하

였다. 그 결과, 음운인식 2.160, 작업기억 2.160, 음운적 정보회상 1,943으

로 1에 접근하며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에 큰 문제없이 설명량을 해석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다회귀모형 분석결과는 <표 7>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하에 있으므로 음운처리 과정간의 상대적 설명

력을 비교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5,57)=24.165, p<.000).

예측변인 B β t 유의확률 R2 ΔR2 F

연령

지능
.359 16.824**

작업기억

정보회상

음운인식

.092

1.973

.428

.029

.120

.415

.207

.858

2.309

.837

.394

.025*
.501 .141 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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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읽기유창성에 대한 중다회귀모형 분석결과

** p<.001

위와 같이 연령과 지능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음운 처리 과정의 세 요

소가 모두 투입된 중다회귀모형은 예측 변수가 종속 변수인 읽기 유창성

변인에 주는 영향력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음운처리

과정 각 변수의 읽기 유창성에 대한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중다

회귀분석 결과 <표 8>과 같이 유의확률 .05미만인 예측변인은 음운 인

식, 음운적 작업 기억으로 나타났다. 이 두변수의 베타(β)값은 각 각

0.498, 0.232로 읽기 유창성을 각각 49.8%, 23.2%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음운 인식이 읽기 유창성에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

으로는 음운적 작업 기억이 읽기 유창성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

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Ⅳ-6> 읽기유창성에 대한 중다회귀분석(N=63)

* p<.05** p<.001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선형회귀분석 267898.485 5 53579.697 24.165**

잔차 126383.230 57 2217.250

합계 394281.714 62

예측변인 B β t 유의확률 R2 ΔR2 F

연령

지능
.376 18.092**

작업기억

정보회상

음운인식

6.698

17.342

4.659

.232

.116

.498

2.085

1.039

3.461

.042

.303

.001

.679 .303 1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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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1.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읽기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지적장애 초등학생이 읽

기 습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구안에 기반이 되는 기

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에 초기 읽기 발

달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알려진 음운 처리 과정들, 즉, 음운 인

식, 음운적 작업 기억, 음운적 정보회상 능력의 단어 인지 및 읽기 유창

성과 같은 초기 읽기 능력에 대한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에 근거해 제시된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1. 음운 인식, 음운적 작업 기억, 음운적 정보회상 중 지적장애 초등학생

의 단어 인지 능력을 설명하는 변인은 무엇인가?

2. 음운 인식, 음운적 작업 기억, 음운적 정보회상 중 지적장애 초등학생

의 읽기 유창성 능력을 설명하는 변인은 무엇인가?

지적장애 초등학생 63명을 대상으로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 초

기 문해(BASA : EL『Basic Academic Skills Assessment : Early

Literacy』)(김동일, 2011)를 실시한 후, 결과 분석을 통해 음운 인식, 음

운적 작업 기억, 음운적 정보 회상과 단어 인지 및 읽기 유창성간의 유

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지능과 연령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

에서 단어 인지 및 읽기 유창성 등의 초기 읽기 능력에 대한 음운 인식,

음운적 작업 기억, 음운적 정보회상 등의 음운처리 능력들의 상대적 설

명량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연구 문제에 근거하여 밝혀진 연구 결과와 그에 따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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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정리하고 연구의 시사점을 논하였다. 이어서 연구의 제한점 및 후

속 연구에 대한 제언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음운 인식 능력은 단어 인지 및 읽기 유창

성과 가장 높은 상관(단어인지 r=.662 , p<,001; 읽기 유창성 r= .80,

p<.001)을 보였다. 또한, 연령과 지능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음운적 작업

능력 및 음운적 정보회상과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음운 인

식은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단어 인지 능력(41.5% 설명력)과 읽기 유창성

(49.% 설명력)을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

장애 아동과 지적 장애 아동 모두 음운 인식이 읽기 능력을 강력하게 관

련성을 가지고 설명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한다(Conners 외,

2001; Saunders & DeFulio, 2007; Wise 외, 2010; 윤미정, 2003; 김선옥

외, 2004). 4세와 5세 아동 집단 모두에서 단어 읽기 능력을 가장 강력하

게 예측한 음운처리과정 변인이 음운 인식이라고 보고한 김선옥 등

(2004)의 연구 결과와 6세 아동 집단 및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집단의 단

어 인지 능력을 가장 안정적으로 설명하는 변인은 음운 인식이라는 김애

화 등(2010b)의 보고와 일치한다. 이는 또한 4-5세 아동의 음운 인식과

읽기 유창성간의 높은 상관을 보고하는 여승수 등(2010)의 연구와 음운

인식능력이 글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유창성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읽기 하위 요인이라고 보고한 Burke 등(2009)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

다. 더불어 지적장애학생들의 음운 인식능력이 초기 읽기 능력을 설명하

는 유의한 변인임을 보고한 몇몇의 선행연구(Conners 등, 2001; soltani

& Roslan, 2013; Channell 등, 2013)의 보고 및 음소 인식이 지적장애 학

생의 해독능력을 설명해주는 유의한 지표가 된다고 밝힌 Conners 등

(2001)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는 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운 인

식 연구 결과들과 같이, 지적장애 아동의 지능과 연령 및 다른 인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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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능력에 관계없이 음운 인식 능력이 단어 인지 및 읽기 유창성능력을

강력하게 설명하는 필수적인 변인임을 증명한다. 다시 말해, 비 장애 아

동의 읽기 습득 과정에서와 같이 지적장애 학생들의 초기 읽기 능력에도

음운 인식 능력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음운적 작업 기억 능력은 단어인지 및 읽

기 유창성과 상당한 상관(단어인지 r=.516 , p<,001; 읽기 유창성 r=

.699, p<.001)을 보였다. 그리고 연령과 지능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단어

인지 및 읽기 유창성에 대한 상대적 설명력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알아

보았을 때, 단어 인지 능력은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한 반면에, 읽기 유창

성은 유의하게(23.2%의 설명력)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agner와 동료들(1997)이 216명의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5년간 실시

한 종단연구에서, 음운적 작업 기억은 아동의 단어 식별 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기는 했지만 단어 식별 능력을 독립적으로 설명하거나 예측

하지는 못했던 결과와 일치한다. 즉, 이 결과는 비 장애아동의 초기 읽기

에 대한 음운적 작업 기억의 영향력과 유사하게, 지적장애 아동의 음운

적 작업 기억 능력이 초기 읽기 능력을 독립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이라기

보다는 읽기 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갖는 변인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

과라고 해석 할 수 있다.

반면에 이 연구 결과는 경도 지적장애 청소년과 동일한 어휘 능력을

가진 비 장애 아동의 읽기 능력 비교를 통하여, 지적장애 학생의 단어인

지의 어려움의 상당부분이 음운 인식과 음운 기억의 결합에 기인하고 있

다고 보고한 Channell과 동료들(2013)의 연구결과 및 지적장애 초등학생

의 음운적 작업 기억에서의 재연 능력(rehearsal)이 해독 능력을 설명하

는 유의한 변인이라고 설명한 Conners 외(2001)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

지 않는다. 이에 더해 지적장애 학생의 작업 기억에서의 결함 즉, 음운적

부호들을 표상 하는 것에 더해서 음운적 산출을 조합하는 능력을 요구하

는 재연화 능력의 결함이 단어 해독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주장한

Conners 외(2001)의 연구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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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기억과 작업 기억 모두 읽기의 어려움을 설명할 수 있는 독립적

인 개념이지만 단기 기억은 단어 인지와 같은 낮은 수준의 처리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읽기 수행 처리에서는 작업 기억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 한 Swanson(1993)의 주장에 비추어,

지적장애 학생의 단어인지 및 읽기 유창성에 대한 음운적 작업 기억의

차별적 설명량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비 장애아동과 마찬가지로,

지적장애아동의 음운적 작업 기억은 단어인지 보다 높은 수준의 읽기 수

행 처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어 읽기의 정확도를 강조하는 단어인

지에는 유의한 설명량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읽기의 정확성과 속도의 측

면을 강조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읽기 유창성 능력에는 유의한 설명량을

보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셋째,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음운적 정보회상 능력은 단어 인지 및 읽

기 유창성과 상당한 상관(단어인지 r=.571 , p<,001; 읽기 유창성 r=

.628, p<.001)을 보였지만, 연령과 지능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다른 음운

처리과정요인과의 상대적 영향력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을 때,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단어 인지 능력과 읽기 유창성을 유의하게 설명하

지 못했다. 이는 경도 지적장애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단어 인지에 대한

사물과 문자의 음운적 정보회상 능력의 유의미한 설명량을 보고한

Suanders 와 DeFulio(2007)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반면에, 윌리암스

증후군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물의 음운적 정보회상 능력이 단어인지

능력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한 Laing 등(2001)의 연구

및 Levy 등(2003)의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음운적 정보회상 과제가 사물과 색깔의 음운적 정

보 회상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징 즉, 숫자나 문자의 음운을 회상

하는 과제의 부재로 인하여 음운적 정보회상이 읽기 능력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사물 자극

에 대한 음운적 정보회상과제가 가장 기초적인 발달과제여서 초·중·고

집단 대부분이 쉽게 수행하여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양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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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음운적 정보 회상과 개별 단어 인지 능력

이 절차의 유사함(예: 단어의 구성요소로서의 낱자의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으로 인하여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낱자의 인지가 단어

인지의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물의 음운적 정보회상보다 낱

자의 음운적 정보회상이 단어인지와 보다 높은 상관을 갖는다는

Suanders 와 DeFulio(2007)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가 지적장애 학생의 읽기 교육 연구자 및 현장의 교사들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지적장애인의 초기읽기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은 대부

분 음운 인식, 문자 해독 및 단어 인지 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논문의 수도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운인식

연구 대부분은 중재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한 논문이어서 지적장애 학생

의 초기 읽기 능력의 발달 특성을 면밀히 살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음운

인식 이외의 음운적 작업 기억이나 음운적 정보회상등의 음운처리 과정

들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밝혀내지 못하였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는 정상범주의 지능을 가진 아동의 초기 읽기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밝

혀진 음운인식, 음운적 작업 기억, 음운적 정보회상능력의 단어인지 및

읽기유창성에 대한 상대적 설명량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음운인식,

음운적 작업 기억, 음운적 정보회상능력 모두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단어

인지 및 읽기 유창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지능과 연령의 영향

력을 통제한 후에도 음운 인식은 단어 인지 및 읽기 유창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강력한 변인임을 밝혀냈으며, 음운적 작업 기억은 읽기 유창성

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임을 밝혔다. 이 결과는 특수교육 현장의 교

사들이나 연구자들, 그리고 임상언어 관련전문가들이 지적장애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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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읽기능력의 문제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 음운적 처리과정 능력과의

연속선상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을 위한 효과적인 읽기 중

재를 계획하는데 있어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적장애 학생의 읽기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문자 해독 혹은

단어 인지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읽기 발달 과정의 일부분만을 살펴보았

다면 본 연구는 문자의 해독 수준을 넘어 읽기의 정확성과 속도를 요구

하는 읽기 유창성 영역에 대한 음운적 처리 과정의 상대적 설명량을 알

아보았다. 그 결과,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읽기 유창성 향상을 위해서는

음운인식능력과 음운적 작업 기억이 필수적인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향후 지적장애 초등학생에게 효과적인 읽기 유창성 교수를

수립할 때에 고려해야 할 측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지적장애 초

등학생들의 읽기 수행상의 어려움을 가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에 근거하여 후속 연구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현장에서 특수학급에 입급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살펴보

면 경계선 지적기능아동(child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Di Blasi, Savelli, Zingale, Buono, Di Nuovo, 2014) 학생들과 경도 지적

장애 학생들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경계선 지적기능아동이라 할

지라도 환경적 및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

습결손 및 환경적․인지적 결손이 축적되어 결국 지적장애 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2018)으로 진단하고 특수학급에 입급되어

개별화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지적장애 학생

들의 경우 장애 진단 시 시행된 K-WISC-Ⅲ지능검사결과 31이상 70미

만으로 제한하기는 하였지만 학생들의 잠재적인 인지기능 및 적응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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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려를 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지적장애

학생들의 읽기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이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연

구대상자의 선정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사례자의 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학

생 초등학생 63명이었고, 이는 지능과 연령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음운

인식, 음운적 작업기억, 음운적 정보회상의 초기읽기에 대한 상대적 설명

량을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숫자라 할 수 있겠다. 한정된 사례수로 인하

여 음운처리과정과 초기읽기의 인과관계에 대해 제한된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더 많은 사례수를 표집하여 이들

의 인과관계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밝히고, 지적장애학생들을 위한 읽기

진단도구와 읽기중재프로그램 구성에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4세에서 5세의 미취학 유아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초기 문해(BASA : Early Literacy)를 사용

하여 초등학교 지적장애 학생의 음운인식, 음운적 작업 기억, 음운적 정

보회상 및 단어 인지와 읽기 유창성 능력을 측정하였다. 지적장애 학생

의 읽기 능력 측정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 및 지적장애 학생의 인지적

및 언어적 능력을 고려하여 음운인식 과제에서 예시 항목을 증가하였다.

또한 관련 자극에 대한 선택적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보이는 지적장애 아

동의 검사과제에 대한 인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사라지

는 청각정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는 시각단서를 제공하

기 위하여(신영옥, 2104), 예시문 제시에서 반구체물 도입과 같은 평가

수정을 도입하여 실시하였다. 하지만 검사의 과제 구성이 한글을 사용하

는 지적장애 아동의 음운처리과정 및 초기 읽기 능력을 측정하도록 구안

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즉, 측정 불변성에 대한 세밀한 검증은 이루어지

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검사 항목들의 요인 분석 과정을 통

하여 검사를 재구성하고 검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보다 엄밀하게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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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단계가 요구된다.

넷째, 지적장애인의 읽기 능력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지적장애학

생은 음운적 작업 기억 중 재연화 능력에 기능적 어려움이 있으며, 이

어려움은 이들의 읽기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음운적 작업 기억의 재연화 능력과 저장 능력을 세분화하여

측정하여 각 과제들이 단어 인지 및 읽기 유창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

석하지 않았기에 위 주장을 지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작업 기억의 세부

과제들의 읽기 능력에 대한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는 후속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적장애 초등학생의 음운 인식, 음운적 작업

기억, 음운적 정보 회상의 단어 인지 및 읽기 유창성에 대한 상대적 설

명량을 살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음운 인식, 음운적 작업 기억, 음운

적 정보회상을 예측 변인으로 하고 단어 인지 및 읽기 유창성을 종속 변

인으로 하여 상대적 설명량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어휘 능력, 글자 지식,

글자 소리 대응 지식, 듣기이해 능력 같은 다양한 변인들과 읽기 발달과

의 관계를 다각적 측면에서 살펴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읽기능력이 언어

이해에서부터 시각적 배치 요소들의 순서를 분석하는 능력에 이르는 다

양한 범위의 능력을 활용하는 다각적인 능력으로 발달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변인들과 읽기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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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literacy has a high importance in that it facilitates the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for their independent life and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But there are few specific feature studies

on reading among the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limited

cognitive and linguistic abilities in the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ccount for their difficulty in reading and so it was

considered that there would be no need to study their 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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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while reading (Conners et al, 2001). But if the factors

underpinning the difficulty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reading (e.g. phonological processing ability dealing with speaking

voices in and out of the contexts of printed material; Conners et al,

2001) are known enough, this study can be significant in that it can

provide the basic data useful for understanding, evaluating and

further teaching planning for their reading characteristics and thus be

used for reading education for the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how much the

phonological processing abilities including phonological awareness,

phonological working memory, and retrieval of phonological

information from long term memory which are revealed to have

major relevance to the early reading among the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are related with the early reading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ccordingly, this study used BASA (EL「Basic Academic Skills

Assessment : Early Literacy」), standardized testing tool for 63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ttending

special classes in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in order to measure phonological processing abilities

composed of phonological awareness, phonological working memory,

and retrieval of phonological information from long term memory and

early reading ability composed of word recognition and reading

fluency. As study data analysis methodology, first,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phonological awareness, phonological working

memory, and retrieval of phonological information from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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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word recognition, and reading fluency variables, we

conducted a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and to identify the relevance

between phonological processing process, word recognition, and

reading fluency, conducted a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phonological

awareness, phonological working memory, and phonological

information recall variables versus word recognition and reading

fluency variables. Finally, to calculate the relative explanation power

of phonological awareness, phonological working memory, and

retrieval of phonological information from long term memory in early

reading, we inputted intelligence and age variables first and then

conducte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putting the sub-factors of

phonological processing process simultaneously.

The study results and discussions are as follows: first, phonological

awareness ability ha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word recognition

and reading fluency i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ord recognition r=.662 , p<,001; reading

fluency r= .80, p<.001). As a result of controlling the influence of age

and intelligence and analyzing the relative explanation power

compared with phonological awareness, phonological working ability

and phonological information recall, it was revealed that phonological

awareness was the variable that accounted for word recognition

ability and reading fluency most strongl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Like the findings from the

preceding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honological awareness

and reading in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it was found that

phonological awareness ability was the essential variable that

accounted for word recognition and reading fluency stro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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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less of intelligence or age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other words, like on the reading ability

of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we found the important influence of

phonological awareness ability on the early reading ability in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oo.

Second, phonological working memory ability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word recognition and reading fluenc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ord recognition r=.516 ,

p<,001; reading fluency r= .699, p<.001). After controlling the

influence of age and intelligence and then conducting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relative influence compared with other

phonological processing process factors, it appeared that word

recognition ability was not accounted for significantly, whereas

reading fluency was accounted for significantly. This suggests that

phonological working memory ability is the variable that has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reading ability rather than the variable

that predicts early reading ability independentl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Finally, retrieval of phonological information from long term

memory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word recognition and

reading fluency (word recognition r=.571 , p<,001; reading fluency r=

.628, p<.001)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but after controlling the influence of age and intelligence

and then conducting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relative

influence compared with other phonological processing process factors,

word recognition ability and reading fluency were accounted for

significantl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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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ies. Given that retrieval of phonological information from long

term memory tasks conducted in this study were the phonological

information recall of things and colors, it appeared that due to lack of

phonological information recall tasks of symbols, e.g. number and

letter, retrieval of phonological information from long term memory

could not account for reading ability significantly.

keywords : Intellectual Disabilities, Phonological Ability , Early

Literacy, Phonological awareness, word recognition, reading

fl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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