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독증의 역사는 현 세기의 전반기에 쇠퇴와 몰락을 겪다 후반기에 화려하

게 중흥한다. 다소 모호한 용어인 난독증은 매우 일반적인 조건에서 약 5%

의 출현율을 보이는 주목받는 주제로 떠올랐다.

－Frith, 1999, p. 192

난독증이란 무엇인가?

초등학교 2학년인 스티븐은 알파벳 문자 4개만 알고 있다. 선생님은 스티븐이 문

자와 문자의 소리를 기억하는 것을 돕고자 노력해 왔으나, 다음 날이면 항상 배운 

것을 잊어버리는 듯했다. 최근 스티븐은 읽기와 철자법을 배울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을 바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마리아는 중학생이다. 그녀는 every의 철자를 efry로 말하는 등, 비슷한 소리의 

철자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녀가 “specifi c”을 “puh－si－fi c”으로 말하는 것처럼, 

특정한 다음절 단어를 발음할 때 그녀의 말에서 이런 미묘한 소리의 혼동이 나타

난다. 그녀는 때때로 비슷한 소리의 단어를 혼동한다. 그녀가 비록 훌륭한 어휘력

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mesmerized”라고 말하려는데 “that book really memorized 

me”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녀는 때때로 어떤 단어의 발음에 확신이 없어서 발음

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다. 

제프는 고등학교 2학년이다. 그는 최근 SAT를 치렀는데, 각 영역의 절반밖에 못 

끝냈다. 그는 나머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었지만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고 했다. 그는 읽기를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의 친구들이 항상 시간이 충

분해 보이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한다.

난독증의 이해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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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독증의 본질 : 사정과 중재

브로건 씨는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아들의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 회

의에 참석했다. 그의 아들 매튜는 읽기와 철자법 학습을 대단히 어려워하고 있다. 

적절한 철자법 목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튜는 여전히 매주 철자법 시

험에서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를 잊는다. 그는 they를 thay로 쓰는 것처럼,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단어의 철자를 쓴다. 브로건 씨는 특수교사인 매튜

의 담임 선생님과 학교심리학자에게서 매튜가 읽기와 철자법을 아주 어려워한다

는 이야기를 듣고 ‘나와 똑같네.’라고 생각했다. 

문식성의 특정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 네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난독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난독증이 읽기와 철자법 학습의 어려

움을 설명하는 정확한 명칭인 것처럼 보이지만, 난독증의 실제적 의미에 관한 혼

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무엇이 난독증이고 또 무엇이 난독증이 아닌가?

난독증은 무엇인가? 이 단순한 질문은 아동이 왜 읽기를 쉽게 배우지 못하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모와 교사가 매일 되묻는 질문이다. 읽기와 철자법이 왜 이렇

게 어려운지 궁금해하는 매튜가 하는 질문이다. 또한 읽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다른 친구들보다 읽는 속도가 더 느린지 알려고 노력하는 제프와 같은 고학년 학생

들도 하는 질문이다. 비록 브로건 씨는 자신도 읽기가 항상 어려웠다는 것을 잘 알

고 있었지만, 매튜의 어려움에 대한 설명과 학교의 지원팀이 매튜가 난독증을 가

진 것으로 생각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역시 진단받은 적이 없는 난독증을 갖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왜 재미로 책을 읽지 못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읽어 보

라고 한 책들이 그의 침대 옆에 왜 그대로 있는지 이제는 이해한다.

지난 세기에 걸쳐 난독증의 진단과 치료에 관계된 연구자들은 다음 세 가지 질

문에 답하고자 노력해 왔다(Tunmer & Greaney, 2010, p. 229).

1. 난독증은 무엇인가?

2. 난독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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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독증에 대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책의 목표는 난독증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

라 교육전문가와 부모들이 난독증을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 명확하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다. 비록 아직 위 질문들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내지는 못했지만, 다행히도 지난 세기 동안 연구자, 의료진 및 전문가들이 난독증, 

그리고 이 장애가 읽기 및 철자법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다.

‘난독증’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δυσ－ dys－(‘결함이 있는’)와 lexis(‘단어’)에서 유

래했다. 비록 많은 정의가 존재하지만, 난독증은 가장 단순하게 기본적인 읽기 및 

철자법 기술의 발달에서 두드러진 결함을 일으키는 신경생물학적 장애로 정의

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난독증은 단어 읽기기술의 결함으로 나타난다. 이

는 해독(인쇄된 단어의 발음) 및 부호화(단어 철자를 맞게 쓰기)에 영향을 미친다

(Vellutino & Fletcher, 2007). 그러므로 난독증은 문식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생물학적 원인의 복합적 인지장애이다(Shastry, 2007; Vellutino & Fletcher, 2007).

부모와 전문가들은 종종 특정학습장애(Specific Learning Disability, SLD)와 난독

증의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 부모와 전문가들은 학생이 읽기에서 특정학습장

애로 진단되었다면, 이 학생이 난독증을 가졌다는 의미인가 하고 생각한다. 이 질

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이다. 본질적으로 특정학습장애는 특정학습장애 유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심도 있게 연구된 난독증을 포함하여 몇 가지 다른 유형의 장애를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이다(Shastry, 2007). 또한 이 신경발달 장애를 설명하는 난독

증, 특정발달난독증, 특정읽기장애 및 읽기장애 등은 서로 호환되는 용어로 자주 사용

되었다(DeFries, Singer, Foch, & Lewitter, 1978; Vellutino & Fletcher, 2007). 

어떤 학군에서는 학교심리학자,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들이 심한 읽기장애를 가

진 학생을 기술할 경우 난독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실 난독증이라는 

용어는 1930년대 초반부터 인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였다(Rooney, 1995). 많

은 주의 법에서 난독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반면, 텍사스와 같은 몇 개의 

주에서는 난독증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평가 및 서비스 전달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기억하세요

난독증은 해독(인쇄된 단어의 발음)과 

부호화(철자법)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

는 신경생물학적 장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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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난독증의 본질 : 사정과 중재

특별법이 있었다. 2011년 현재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켄터키, 루이지애

나, 미시시피, 뉴저지, 뉴멕시코, 오하이오, 텍사스, 버지니아, 워싱턴 주 등 12개 

주에서 난독증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칸소, 캔자스, 오클라호마, 위스콘신 

등 4개 주에서는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사우스다코타 주는 난독증 법이 현재 시행

되지 않고 있으나 난독증 핸드북을 개발하였다.

앞으로 ‘난독증’이라는 용어가 좀 더 빈번히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정

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DSM－5)의 본문이 개정되었고, 심리학자 및 정신건

강 전문가들이 널리 사용하는 미국정신의학회의 지침에서 읽기장애라는 용어가 난

독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참고 1.1에 용어 변화의 주요한 근

거가 나와 있다.

읽기 문제의 유형과 난독증

읽기 문제의 모든 유형이 난독증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Gough와 Tunmer(1986)

는 간편읽기(Simple View of Reading, SVR)라 불리는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참고 1.1      읽기장애를 난독증으로 대체하고자 제안된 권고사항에 대한 
DSM－5의 이론적 근거

명칭 변화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명칭과 일치되어야 한다.

•지적 능력과 성취 간 불일치의 문서화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2004 미국장애인교육법

(IDEA 2004)의 재승인 아래 특정학습장애 판별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더 나은 조정

을 제공할 것이다(DSM－IV에서 읽기장애 진단에 필요했던 지적 능력과 학업성취도의 불

일치를 개정안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읽기의 정확성과 유창성에 초점을 두고, 읽기이해의 장애에는 초점을 두지 않는다(읽기이

해의 문제만 본다면 구어이해 문제에서 유래한 것일 수 있고, 난독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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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단어 읽기)과 구어 또는 듣기이해의 두 가지 주요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는 읽기이해(Reading Comprehension, RC)＝해독(Decoding, D)×듣기이해(Listening 

Comprehension, LC)라는 단순한 방정식으로 귀결된다. 이 방정식은 읽기 수행이 

해독(D)과 듣기이해 또는 구어로 읽은 것을 이해하는 능력(LC) 모두의 영향을 받

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Aaron, Joshi 및 Quatroche(2008)는 방정식을 읽기이해(RC)

＝단어인지(WR)×듣기이해(LC)로 약간 수정했고, 여기서 RC＝읽기이해(Reading 

Comprehension), WR＝단어인지(Word Recognition), LC＝듣기이해(Listening 

Comprehension)이다. 이 수정에서 유일한 차이점은 해독(D)을 단어인지(WR)로 바

꾼 것이다. 

간편읽기(SVR)모델은 세 가지 다른 유형의 미숙한 독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 

(1) 텍스트를 소리 내어 읽어 주는 경우 이해할 수 있으나 단어 읽기에 어려움이 있

다(난독증), (2) 단어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으나 읽은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이해

부진), (3) (1)과 (2) 모두에 문제가 있다(혼합읽기장애). 혼합읽기장애를 가진 독자

는 보통 구어에 결함이 있거나 취학 전 기간 동안 언어적, 경험적 기회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인한 경우가 있다(Tunmer & Greaney, 2010). 비록 많은 미숙한 독자들이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구어 및 읽기의 향상을 위한 직접적 중재가 필요한 혼합장

애를 갖고 있지만, 이 책은 자신의 단어읽기와 철자법 능력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

은 듣기이해 및 구어능력을 갖춘 난독증을 가진 독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세기에 걸쳐, 난독증의 다양한 하위유형들이 기술되었다. 1930년대에 Orton

이 단어맹(단어상 기억의 문제)과 단어농(단어 소리의 문제)을 기술했다(Orton, 

1937). 현재 연구 결과 확인된 난독증의 가장 보편적인 하위유형은 음운성, 표

층성, 심층성 난독증이다. 난독증의 하위유형을 기술하는 데 사용된 다른 용어

는 청각적(비음성적, dysphonetic) 또는 시각적(비직관적, dyseidetic; Boder, 1971; 

Johnson & Myklebust, 1967) 난독증을 포함하며, 이는 각각 음운성 및 표층성 난독

증과 유사하다.

1970년대에 읽기의 이중경로모델 이론이 제안되었다. 이 이론은 상호적이면

서도 서로 다른 두 가지 경로가 존재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직접적 경로, 즉 고빈

도 단어의 자동적 인지에 대한 어휘 경로와 간접적 경로, 즉 익숙하지 않은 단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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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에 대한 하위 어휘 음운해독 경로이다

(Coltheart, 1978, 2007). 어느 한 경로에서 어

려움이 있으면 읽기기술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음운성 난독증(예 : 비단어 읽기의 어

려움) 및 표층성 난독증(예 : 불규칙 단어 읽

기의 어려움) 등의 두 가지 다른 하위유형으

로 나타날 수 있다(Castles & Coltheart, 1993; Coltheart, 2007). 음운성 난독증을 가

진 사람은 음운인식 과제와 파닉스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표층성 난독증을 

가진 사람은 규칙적 비단어를 음성적으로 읽을 수 있으나 예외단어나 음소－문자

소 대응(예 : once)을 예상할 수 있는 규칙적 요소가 없는 불규칙한 요소를 가진 단

어에서 보다 큰 어려움을 겪는다. 표층성 난독증의 두 가지 결정적인 지표는 (1) 불

규칙 요소를 가진 단어의 철자를 조직화하는 것(예 : they를 thay로)과 (2) 음성적으

로 규칙적인 단어를 읽는 것보다 불규칙 단어를 더 못 읽는다는 것이다. 비록 비단

어 읽기와 불규칙 단어 읽기, 철자법의 차이가 다른 하위유형의 확인에 충분하지

는 않지만 수행에서의 차이는 난독증의 다른 원인을 나타낼 수 있다. 

비단어 읽기장애의 범위는 경도부터 비단어를 완전히 읽지 못하는 무능력까

지 분포할 수 있다. 심층성 난독증은 비단어 읽기의 심각한 장애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온 용어이다. 심층성 난독증은 단어 읽기 오류의 다른 유형인 의

미 오류(예 : gate를 fence로 읽기), 시각 오류(예 : house를 horse로 읽기), 파생 오류

(예 : mountain을 mountainous로 읽기)를 동반한다(Coltheart, Patterson, & Marshall, 

1980). 심층성 난독증은 대체로 뇌졸중 또는 기타 뇌손상으로 인한 후천적 읽기장

애로 기술된다. 이 사람들은 단어를 해독하는 데 문자-소리 관계를 사용할 수 없

는 것으로 보인다. 기능어(예 : as, the, so), 저빈도 단어, 비단어 읽기를 어려워하

고, 의미 대체 및 형태론적 오류를 범한다

(Rastle, Tyler, & Marslen－Wilson, 2006). 음

운성 난독증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심층성 

난독증의 증상을 보이고, 선도적인 일부 연

구자들은 난독증의 두 가지 유형 모두 간단

기억하세요

비단어의 읽기 및 철자법 능력과 불규

칙 단어의 읽기 및 철자법 능력 간의 

차이는 임상적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난독증의 다른 하위유형을 나타낼 수 

있다.

기억하세요

난독증은 읽기이해의 근본적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단어 읽기 및 철자법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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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심각성의 연속체에서 다른 위치, 즉 심각성의 정도가 다르다고 말한다(Crisp, 

Howard, & Lambon Ralph, 2011; Crisp & Lambon Ralph, 2006; Freidman, 1996).

난독증의 특성

특정학습장애와 마찬가지로, 난독증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측면은 난독증이 

아닌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Tunmer & Greaney, 2010). 난독증의 임상적 특징이 주

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ADHD)와 특정언어장애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SLI)와 같은 다른 장애와 중복될 수 있지만, 난독증

은 명확한 특성을 가진 별개의 장애이다. 난독증의 기본적인 문제는 문자언어이지 

음성언어가 아니다(Pennington, Peterson, & McGrath, 2009). 또한 난독증을 가진 

모든 사람이 모든 증상과 특성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참고 1.2는 난독증과 함께 

나타날 수는 있지만 난독증의 특징으로 고려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한다. 

참고 1.3에 난독증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을 개관해 두었다. 이러한 특징 중 일부

참고 1.2    난독증이 아닌 것

광범위한 구어장애

주의력 또는 행동의 기본적인 문제

읽기이해 또는 쓰기표현의 기본적인 문제

낮은 동기부여나 제한된 노력

열등한 시력이나 청력

기본적 정서나 행동의 문제

자폐증

아동기 정신분열증

제한된 지능

인종배경이나 가족 소득과 관련된 것

부족한 교육 또는 제한된 교육 기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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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난독증의 본질 : 사정과 중재

는 어린 아동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예 : 운율이 같은 단어에서의 어려움) 반

면, 다른 특징들은 중·고등학생과 성인에서 많이 나타난다(예 : 느린 읽기 속도 또

는 미숙한 철자법). 때때로 아동의 구어 발달이 완전히 정상일 때가 있지만, 난독

증의 초기 징후는 아동의 음성언어에서 알 수 있다. 징후는 각 연령에 따른 읽기 및 

철자법 발달의 부진에서 나타난다. 더욱이 단어 읽기 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대개 

읽기를 기피하고, 그 결과로 읽기 연습 시간이 줄어든다(Tunmer & Greaney, 2010). 

이러한 특성 외에, 난독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은 영

역(예 : 수학, 과학)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대체로 이들의 구어 및 듣기이해 능

력이 읽기 및 철자법 능력보다 높다. 난독증을 가진 사람은 읽기 능력이 기본적으

로 중요하지 않은 영역에서 충분한 성취를 나타내고 있다(Betts, 1936). 난독증의 

중심적인 개념의 하나는 그 사람의 다른 능력과의 관련성을 예상치 못한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난독증은 종종 낮은 읽기성취보다 대체로 읽기부진과 관련된다. 

참고 1.3    난독증이란 : 증상 및 특징

단어의 운율을 배우기가 어렵다.

알파벳 철자의 이름과 소리를 배우기가 어렵다.

비슷해 보이는 문자와 단어를 혼동한다(예 : b와 d, was와 saw).

비슷한 소리의 문자를 혼동한다(예 : /f/와 /v/).*

7세 이후에도 문자와 단어의 반전과 전위를 지속한다(예 : p와 q, on과 no).

철자법에서 정확한 순서로 철자를 배열하기가 어렵다.

읽기 및 철자법에서 불규칙 단어의 시각적 표상을 기억하기가 어렵다(예 : once).

같은 페이지에서 같은 단어의 철자를 다르게 쓴다(예 : once를 wuns, wunce로 쓴다).

단어를 보이는 대로보다 소리 나는 대로 철자를 쓴다(예 : said를 sed로 쓴다).

다음절 단어를 정확히 발음하기가 어렵다(예 : multiplication).

읽기 속도 및 유창성에 영향을 주는 단어인지가 느리다.

* 문자의 앞뒤에 사선(/ /)으로 표시한 것은 문자의 이름이 아닌, 문자의 소리를 나타내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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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의 다른 능력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

는 그 사람이 높은 수준의 읽기도 가능할 것

이라고 기대한다. 비록 이 기대하지 않은 읽

기부진의 개념이 난독증을 규정하는 중심 특

징이라 할지라도(Tunmer & Greaney, 2010), 

Tǿnnnessen(1997)은 우리가 난독증의 원인에 대해 충분한 통찰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지식이 학습부진을 ‘기대하지 않은’ 것으로 만든다고 지적

한다. 즉 우리가 난독증의 근본 원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한다면, 개인의 읽기와 철

자법의 어려움도 예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는, 지능이 읽기장애가 없는 사람에 대한 타당한 예측변수라 하더라도, 난

독증을 가진 사람의 읽기는 예측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Ferrer, Shaywitz, Holahan, 

Marchione, & Shaywitz, 2010). 이는 난독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평균 또는 그 이

상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어떤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난독

증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일견단어(basic sight word)를 읽는 것조차 배우

기 어려워하는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럴 수 있듯이, 지적으로 영재학

생이 느린 읽기 속도의 결과로 난독증을 가질 수 있다. 난독증은 신경생물학적 장

애이기 때문에 어떤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고, 시각 및 

청각장애 또는 ADHD와 같은 다른 장애와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정의에서 난

독증은 단지 평균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난다고 했지만, 이

는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의 장애가 모든 범위의 지적 기능에 걸쳐 발생한다고 알

려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조음 또는 운동의 문제가 평균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가진 아동에게서만 일어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심각한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경우 읽기를 배우는 것에 우선하여 의사소통, 자기관리, 지역사회 생활

기술과 같은 생활능력을 발달시켜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적응능력은 개인의 독

립성과 자립을 얻기 위한 핵심이다.

난독증을 가진 어떤 아동들은 1학년에서 진단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또는 대학원 학위과정에 입학할 때까지 진단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

다. 특히 높은 구어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그러하다.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공

주의하세요

난독증을 가진 사람은 참고 1.3에 나

타난 특징의 조합을 보일 수 있다. 그

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특징 

모두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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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난독증의 본질 : 사정과 중재

적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과정을 거쳐 의대생이 된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지만, 

그들이 의대에 진학한 후 의과대학에서 요구하는 많은 양의 읽기에 압도되어 결국 

포기하게 된다(Voeller, 2004). 난독증을 가진 일부 사람들 중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이들은 성인으로서 거의 읽거나 쓰지 않으며 살도록 자신의 삶을 

조정해 왔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들은 어떠한 조기중재도 받지 않고, 그들의 읽기와 쓰기의 어려움이 

그림 1.1   데이비드가 9학년 때 선생님에게 쓴 편지

번역 : 저는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3학년 이후부터요. 제 장애 때문에 자주 포기하고 그만두기도 했어요. 예를 들

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철자도 올바르게 못 써요. 나는 계속 노력해 왔어요. 나는 내가 여자 친구에게 편지 쓰는 

걸 두려워하는 것도 알아요. 그녀는 제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데, 그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선생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바보가 아닌 건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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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까지 지속된다. 그림 1.1은 9학년생 데이비드의 쓰기 샘플인데, 그가 

이 샘플을 쓸 때 실수로 몇 단어를 빠뜨렸다. 그의 메시지 의도를 알 수 있도록 번

역과 함께 보기 바란다. 그의 과제는 간단했다. 학교에서 첫 1주 동안, 데이비드의 

영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들을 써 보게 했다. 데이비드는 그의 철자법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 장애를 

가진 충격에 관한 내용을 썼다. 비록 그는 자신이 ‘바보’가 아닌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장애를 여자 친구에게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

난독증의 출현율

난독증의 출현율에 대한 추정은 다양하고, 그것은 난독증이 어떻게 정의되고 판별

되는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현 세기 초반에, Betts(1936)는 아동들의 8~15%가 

다양한 정도의 읽기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했고, 학령인구의 약 4% 정도가 난

독증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이전의 용어인 단어맹으로 진단되었다. 좀 더 최

근의 추정은 학령인구의 5~8%가 난독증이라

고 제안한다(예 : DeFries et al., 1978; Muter 

& Snowling, 2009; Sireteanu, Goertz, Bachert, 

& Wandert, 2005). 그러나 일부 추정은 난독

증이 학령인구의 5~20%의 범위라고 하고, 

미국 전체 인구의 40%까지가 어떤 유형의 읽

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다(Shaywitz, 2003; S. E. Shaywitz & Shaywitz, 2001). 

더욱이 학습장애로 진단받고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의 약 80%가 읽기 문제로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다른 장애와 마찬가지로, 증상은 경도에서 중도의 범위까

지 다양하고, 장애가 미치는 영향은 환경과 적절한 조기중재 및 치료의 영향을 받

는다. 

주의하세요

난독증을 가진 사람에게 조기중재가  

매우 중요하지만, 중재는 어떤 시기에

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

는 것이 중요하다.

난독증.indd   11 2016. 9. 2.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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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증의 정의

연구자들이 100년이 넘는 동안 난독증을 연구해 오고 있으나, 명확하고 유용한 정

의에 관한 합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Tǿnnnessen, 1997). 비록 전 세계

의 수많은 전문기관이 난독증을 정의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보편적으로 수용

된 정의는 없다. 최근 지지단체의 대표자들과 연구자들로 구성된 국제난독증협회

(IDA, 이전의 Orton 난독증협회)의 연구위원회와 미국 국립아동건강 및 인간개발

연구소(NICHD)는 난독증의 수정된 정의를 제안했다. 참고 1.4에 이 정의가 제시되

어 있다.

좀 더 최근에, IDA의 전문적 표준 및 실행위원회는 읽기 지도교사의 준비, 인증 

및 전문성 신장에 대한 안내를 위한 표준안을 제공했다. 참고 1.5는 표준안에 규정

되어 있는 난독증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1.6은 세계 각국의 난독증에 대한 다른 정의의 몇 가지 예를 보여 주고 있

다. IDA의 정의와 설명에서는 음운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정의에서는 다른 

인지 능력도 언급되었다(예 : 영국 및 아일랜드 난독증협회). 일부 용어(예 : 음운인

식, 빠른 자동 이름 대기)는 이 시점에서 모든 독자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용어들은 이후의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고 논의될 것이며, 이 책의 용어

해설에도 실어 두었다. 

이러한 정의 대부분은 유사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모든 정의는 난독

참고 1.4    국제난독증협회(IDA)의 난독증 정의

난독증은 신경학적 원인을 가진 특정학습장애의 하나이다. 이것은 정확한 또는/동시에 유창

한 단어인지의 어려움, 빈약한 철자법 및 해독능력의 문제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어

려움은 전형적으로 다른 인지능력 및 효과적인 교실수업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흔히 예기치 

못한 언어의 음운요소 결함으로부터 기인한다. 이차적인 결과는 읽기이해 문제를 포함할 수 

있으며, 어휘와 배경지식의 발달을 방해하는 읽기 경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IDA 위원회 채

택, 2002년 11월. 이 정의는 NICHD(2002)에서도 사용된 정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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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5    IDA 2010 전문적 기준에 따른 난독증의 설명

난독증은 개인의 본질적인 음운처리의 핵심 또는 기본적 문제에서 비롯된 언어기반의 읽기 

및 쓰기 학습의 장애이다. 난독증의 주된 증상은 부정확한 또는/동시에 느린 단어인지 및 열

등한 철자법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읽기 유창성과 읽기이해 및 쓰기표현 등에 차례로 영향을 

미친다. 다른 유형의 읽기장애는 읽기이해 또는/동시에 처리속도(읽기 유창성)의 특정한 어

려움을 포함한다. 이 문제들은 비교적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읽기 어려움을 가진 사람에게

서 광범위하게 중복될 수 있다(Moats et al., 2010, p. 3). 

참고 1.6    난독증 정의의 예

미국 국립신경장애 및 뇌졸중연구소

난독증은 특히 사람의 읽기 능력을 손상시키는 뇌기반 학습장애의 한 유형이다.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상 지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기수준은 기대수준보다 현저히 낮다. 장

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난독증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철자법, 음운처리(소리의 조

작), 또는/동시에 빠른 시각적－언어적 반응 등의 어려움이다. 성인의 경우 난독증은 보통 뇌

손상 후에 생기거나 치매 상황에서 발생한다. 난독증은 일부 가족에서 유전될 수도 있고, 최

근 연구에서 사람에게 난독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수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

영국 난독증협회

난독증은 문식성의 발달과 언어관련 능력에 주로 영향을 주는 특정 학습의 어려움이다. 난독

증은 출생 시 나타나는 듯하고 평생 그 영향이 지속된다. 음운처리, 빠른 이름 대기, 작업기

억, 처리속도 및 개인의 다른 인지 능력과 조화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의 자동적 발달에서의 

어려움이 특징이다. 

아일랜드 난독증협회

난독증은 읽기, 철자법 또는/동시에 쓰기에서 기본적 기술의 획득과 관련된 특정 학습 곤란

의 연속체로 나타나며, 그러한 어려움들은 개인의 다른 능력 및 교육적 경험과 관련지어 설

명되지 않는다. 난독증은 신경학적·인지적·행동적 수준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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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음운처리, 작업기억, 빠른 이름 대기 및 기본적 기술에 대한 자동성의 어려움을 포함하는 

정보처리의 비효율성이 특징이다. 조직화, 순서화 및 운동기술에서의 어려움 또한 나타날 수 

있다.  

스페인 난독증연합

난독증은 읽기 및 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낱자 또는 낱자군, 단어를 형성하는 낱자의 순서와 

리듬, 구문의 빈약한 구조 등을 식별하고 기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 난독증협회

난독증은 읽기, 철자법, 쓰기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어려움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학적 기

반의 특정학습곤란이다. 동반하는 약점은 언어습득, 음운처리, 작업기억 및 순서화 등의 영역

에서 확인될 수 있다. 난독증과 관련되지만 원인이 되지는 않는 일부 요소는 낮은 동기, 주의

력 손상 및 학업 실패 등이다. 특정 언어에서 나타나는 난독증의 범위는 그 언어 또는 다른 

언어에 대한 노출의 양과 질에 영향을 받는다. 난독증을 가진 사람은 좀 더 복잡한 철자법 체

계, 음운체계, 또는/동시에 문법체계를 가진 언어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생각된다.

홍콩 난독증협회

난독증은 문자언어의 사용 및 숙달과 관련된 특정 학습 곤란이다. 난독증을 가진 학습자는 

일반적으로 읽기, 쓰기 및 철자법에서 어려움을 보인다. 난독증은 음운, 시각 및 청각처리 결

함의 조합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아동의 일반적 능력과 비교했을 때 대체로 예기치 않고, 지

능의 부족이나 학습기회의 부족에 기인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보건위원회, 작업 정의

난독증은 단어인지(읽기)의 자동화 또는/동시에 단어 철자법이 발달하지 않았거나, 아주 불

완전하거나 대단히 어려워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자동화라는 용어는 자동적 과정의 확립을 

말한다. 이러한 종류의 과정은 높은 수준의 속도와 정확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무의식적

으로 일어나거나, 최소한의 주의만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억제, 무시, 또는 영향을 주는 것

은 어렵다. 작업 정의는 임상에서 일반적인 지도 방법과 교정(치료)의 노력에 완고하게 저항

하는 읽기 및 철자법의 심한 지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검사에서 아주 느림 또는/

동시에 부정확함이 수반되고, 단어인지 또는/동시에 단어 철자법이 쉽게 방해받는다.  

쿠웨이트 난독증협회

난독증은 문자언어, 특히 읽기 및 철자법에서의 어려움을 주로 나타내는 학습장애이다. 시각 

또는 청각의 비신경학적 결함과 같은 다른 원인이나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읽기 교수의 결과

로 나타나는 읽기 곤란과는 별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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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읽기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장애 또는 신경학적 장애로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은 난독증의 다음 두 가지 주요 증상을 기술하고자 한다 : (1) 다른 능

력과의 관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읽기와 철자법 능력의 부진, (2) 단어 읽기 및 철자

법에서 자동성 및 용이함의 부족. 이해의 문제는 부족한 해독의 결과로 나타날 수

도 있지만, 난독증은 근본적으로 읽기이해의 문제는 아니다. 몇몇 정의는 열등한 

음운인식 또는 느린 빠른 이름 대기 등과 같은 난독증의 증상이나 상관을 명시하고

자 하는 반면, 다른 정의들은 증상에 따른 중재에 대한 제한적인 반응을 기술한다.

난독증에 대한 오해

난독증의 다양한 정의뿐만 아니라 용어의 사용 및 오용은 현존하는 오해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흔히 있는 오해는 난독증을 가진 사람이 전혀 읽지 못한다는 것

이다. 대부분의 장애와 마찬가지로 난독증은 연속선상에서 일어나며, 정도는 경도

에서 중도까지이다. 난독증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기를 배울 수 있으나, 일

반적으로 속도 및 유창성의 결함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철자법에 열등하다. 교육

자, 부모 및 난독증을 가진 사람들이 난독증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를 알고 이 장애

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몇 가지 오해를 사

실의 대조와 함께 참고 1.7에 나타내었다.

결론

난독증의 보편적 정의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과 과학

자들이 이 장애의 특징과 증상, 그리고 난독증이 읽기 및 철자법 발달에 어떤 영향

을 주는지에 관한 의견의 일치를 높여 가고 있다. 난독증은 평생 지속되는 증상이

고 교육 및 직업환경에서 어떠한 편의제공이 항상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

하고,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중재를 받으면 증상이 호전된다.

부모 또는 교사가 난독증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와 고통을 직접적으로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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