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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본 논문은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들의 단어재인에 나타난 음운처리과정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에게 음운처리 과제유형에 따른 읽기훈련을 실시하여 단어재인에 미치는 효과

를 비교분석하여 읽기발달에 좀 더 효과적인 음운처리 훈련방법을 살펴보았다. 방법:  학령기 

뇌성마비아동들의 단어재인에 나타난 음운처리과정의 특성을 보고자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

는 뇌성마비 아동과 일반아동 각 20명에게 음운인식과 음운작업기억 과제를 평가하여 집단 

간의 차이와 단어재인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효과적인 음운처리 훈련방법을 알아보

고자 뇌성마비아동 20명 중 10명씩 배정하여 각각 12회기의 음운인식-중심 훈련과 음운작업

기억-중심 훈련을 실시하였다. 결과: 학령기 뇌성마비아동들의 음운처리과정은 일반아동보다 

음운처리 과제의 정확율이 낮으며, 음운작업기억 과제가 단어재인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음

운처리 과제유형에 따른 읽기훈련은 두 과제유형에서 모두 습득효과를 보였으나, 음운작업기억-

중심 훈련이 좀 더 많이 향상되었다. 또한 음운작업기억-중심 훈련 집단은 과제 간의 일반화 효과

가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초기 읽기수준의 학령기 뇌성마비아동들에게 음운작업기억을 통한 

읽기훈련은 좀 더 안정된 음소인식을 제공해 주며, 숙달된 읽기로 전환하는 데 음운인식보다 

좀 더 효과적인 중재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2;17:249-262.

핵심어:  단어재인, 음운처리과정, 음운인식-중심 훈련, 음운작업기억 -중심 훈련

Ⅰ. 서 론

학령 전 아동들의 읽기 능력에 대한 평가는 주로 단

어의 해독 능력으로 측정하는데 이는 단어재인이 특히  

초기 읽기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

다(Adams, 1990; Lovettet al., 1990). 인지심리학에

서 밝혀낸 바와 같이 단어재인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뤄지는데, 시각적으로 제시된 단어를 일견단어(sight 

word)로 처리하는 직접경로와 단어를 분절 및 합성하

는 해부호화를 통해 처리하는 간접경로가 있다. 의미가  

개입되거나 혹은 반복된 경험으로 인해 단어가 아동에

게 친숙해지게 되면 직접경로를 통해 일견단어로 재인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해독능력만을 평가하려면 비단

어를 통한 읽기로 평가해야 한다. 비단어는 의미처리

가 개입되지 않으며, 단어와 비슷한 음절체이기 때문에  

아동이 비단어를 읽으려면 글자-소리 대응을 사용하

기 때문에 음소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자 체계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는 읽기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읽기 습득에서 요구되는 문해 기술 능력에 대

한 개인차가 크며, 발달 속도 또한 고르지 않기 때문에

(Chard et al., 1998), 그들의 전반적인 읽기발달 단계에  

치중하는 것 보다 읽기와 관련된 문해 기술들 간의 관

계를 살펴보는 것이 그들의 단어재인 능력 평가에 좀 

더 유용하다.

초기 읽기기술의 습득과 관련된 음운처리과정(phono-

logical processing)은 음운인식(phonological awareness), 

음운작업기억(phonological working memory), 장기

기억으로부터의 음운정보회상(retrieval of phonological 

information from long-term memory)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Wagner & Torgesen, 1987). 음운인식능력이

란 말소리를 지각하고, 말소리의 최소 단위인 음소들을  

분절하고 조작하는 능력이다. 또한 음운작업기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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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재부호화 과정을 통해 글자-소리의 대응으로 음

소들을 음운회로 내 단기기억에 저장하여, 익숙한 발

음을 생성하도록 합성해 줌으로써 새로운 글자를 해

독하는 데 필수적이다(최나야, 2007). 음운인식 능력과  

함께 또다른 읽기의 예측변인인 음운작업기억을 초기 

읽기수준에서 읽기부진아동과 일반아동 집단에서 비

교한 결과, 일반아동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결과

(Torgesen, Wagner & Rashotte, 1994)가 이를 뒷

받침 하고 있다. 

뇌성마비아동의 문해능력에 관한 연구는 크게 문해

력 결핍을 유발하는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와 음운처

리과정과 관련하여 글자(letters), 문해기술(literacy 

skills) 및 단어재인(word recognition)등을 종속변인

으로 한 연구(Millar et al., 2004; Peeters et al., 2009)

로 진행되어 왔다. 후자에 속하는 선행연구는 구어장애

를 동반한 이들이 제한된 조음능력에도 불구하고 말소

리 구조에 대한 음운인식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언어

성 단기기억에 정보를 저장하고 유지하는 음운재부호

화도 사용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Sandberg, 2001; 

Truxlern & O’keefe, 2007). 언어발달의 마지막 단계

는 문해력 습득과 음운인식 발달(Paul et al., 1997)로 

이 시기에 뇌성마비아동을 포함한 구어장애아동의 음

운인식을 촉진시켜 줄 효과적인 음운처리 과제와 훈

련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읽기발달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기에 뇌성마비 아동을 포함한 심한 구

어장애 아동들에게 음운인식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효

과적인 음운처리 과제들과 훈련중재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구어 뇌성마비 아동

들의 의사소통장치에 글자(letter)로 메시지를 입력하

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융통성 있는 양식이라고 이미 

보고된 바 있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들은 읽기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다. 읽기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문해

력 습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음운인식이다. 

단어를 음소로 분절할 수 있는 아동은 그렇지 못한 아

동보다 좀 더 성공적으로 읽을 수 있고, 좀 더 어린 시

기에 음운인식을 가르치는 것이 다른 중재 프로그램

보다 읽기 능력을 향상 시켜준다는 결과들이 보고되

어 왔다. 

그러나, 뇌성마비 아동들의 읽기능력에 대한 선행

연구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는 뇌성마비 아동들의 음운

처리과정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제한된 정보

를 제공하고 있음을 또한 숙지해야 한다. 구어산출이 

어려운 뇌성마비 아동들에게 적합하게 수정된 평가 및  

검사도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 기존의 표준화된 규

준은 일반 아동의 수행 측정치이며, 수용언어와 표현

언어가 통합되어 언어능력을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들의 현행 음운인식 수준과 중재 효과를 정확히 해석

하기가 어렵다. 반면에, 뇌성마비 아동의 문해력과 관

련된 중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최근 동향에 

맞추어 구어결함을 동반한 이들의 음운처리과정 및 읽

기 능력에 대한 수정된 평가 프로토콜의 개발이 시범적

으로 제시되었다. Vandervelden&Siegel (1999; 2001)

은 반복연구를 통해서 단어회상(retrieval of whole- 

word phonology), 음소인식, 및 음운재부호화 등 세 

영역의 과제들을 수정하여 평가 프로토콜을 개발하였

다. 프로토콜의 타당도 검증을 통해서 뇌성마비 아동

들은 음운재부호화 수행력이 일반 아동들보다 유의하

게 낮았으며, 그들이 제시한 음운재부호화 과제들과 

읽기 간에 중간-높음의 상관이 있었고, 그 중에서 비

단어 소리-글자대응이 뇌성마비 아동의 읽기의 예측

변인으로 보고되었다. Iacono & Cupples (2004)는 성

인 비구어 중증장애인들을 위하여 음소인식, 읽기, 및 

수용어휘 영역에서 구어반응을 요구하지 않는 수정된 

과제를 개발하였으며, 타당도 검증에서 수정된 과제들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음소인식(음소변별, 합성)과  

읽기(단어/비단어) 간에 매우 높은 상관이 있으며, 수

용 어휘력이 뇌성마비 아동의 읽기능력의 유의한 예

측변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Foley & Pollatsek

(1999)는 읽기 수준과 지능이 정상 범주에 속하는 구

어 장애인들의 음운작업기억과 단어읽기 수행을 비교

한 연구를 통해, 구어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나이와 읽

기 수준에 비해 음운재부호화의 수행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그들의 음운인식 수행력은 일반 아동

들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음운재부호화의 암송 

능력과 철자 쓰기에서 낮은 수행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 의하면 음

소인식은 읽기 초기 단계에서부터 단어재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령기에는 비단어를 사용한 글자-소리 

대응과 같은 음운작업기억 과제를 통하여 음소인식이 

확장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령기 뇌성마비아동들은 

구어산출 장애로 인해 조음분절이 어려우므로 음소인

식이 불안정하고, 이로 인해 읽기능력이 지체되어 지

속적인 읽기장애의 고위험군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읽기의 어려움을 언어특성으로 

보고 있는 우리나라 학령기 뇌성마비아동들이 일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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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비교했을 때 음운처리과정에서 어떠한 특성을 보

이는지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음소인식 확립에 효과

적인 음운처리과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실험 1을 통해서 음운인식, 음운

작업기억 과제를 통해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들의 단어

재인에 대한 음운처리과정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실

험 2에서 두 가지 음운처리 과정의 훈련 유형에 따라 

단어재인에 나타나는 습득효과 및 일반화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읽기능력에 더 효과적인 음운처리 훈련 방

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실험 1

가. 연구 문제

1)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 집단은 일반 아동 집단과 

음운처리과제 유형(음운인식 과제, 음운작업 기

억 과제)에 따라 과제의 반응 정확율에서 차이

를 보이는가?

2)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 집단은 일반 아동 집단과 

단어재인 과제의 반응 정확율에서 차이를 보이

는가?

3)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 집단의 음운처리 과제 (음

운인식과 음운작업기억) 정확율이 단어재인 정

확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나.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단어재인의 예측요인인 음운처리

과정에서 음운인식 과제와 음운작업기억 과제를 통하

여, 음운처리 과제 반응 정확율을 일반 아동들의 정확

율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들의 단

어재인에서 나타난 음운처리과정의 특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 하에 선정한 학령기 뇌성마비아동

은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에 의해 뇌성

마비로 진단되었으며, 생활연령이 만6세～만16세로 

재학 중이며, 구강구조 및 기능적 결함은 있으나, 시․

청각과 같은 감각장애를 수반하지 않는 아동이다. 인지

능력은 동작성 지능검사(K-WISC-Ⅲ)에서 평균 -1SD～

-2SD, 청각적 이해력은 토큰검사(K-TTFC-2)에서 연

령등가치가 5;11～6;6이다. 또한 일반아동은 부모나 교

사에 의해 언어능력이나 지적능력이 정상이라고 보고

되었고, 생활연령이 만 6세로 일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으로,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김영태 외, 

2009)에 수용언어가 생활연령과 동일 언어연령대에 

속하는 아동이다.

두 집단의 언어연령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위해 실

시한 일원 분산분석 결과는 <표 - 1>에 제시하였다. 

<표 - 1> 수용언어의 동질성 검정을 한 일원 분산
분석 결과

구분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수용

언어

집단-간  .29 1 .29 2.87  .099

집단-내 3.83 38 .101

합계 4.12 40
 

<표 - 1>과 같이 수용언어의 동질성 검정에 대한 

일원 분산분석 검증 결과,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 집단

과 일반 아동 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 38) = 2.87, p< .05). 따라서 집단구성이 동질적으

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단어재인 과제에서 제시한 문장과 단어

들은 경력이 3년 이상인 유치원 교사 3명과 언어임상

가 2명이 설문지를 통하여 문항 내용타당도를 검토하

였다. 타당도는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였고, 20개 

문장과 단어를 확정하였으며 타당도 평균 점수는 4.11

이었다. 

또한 단어 친숙도의 선별기준은 피험자의 80%가 

친숙하다고 응답한 단어를 친숙한 단어로 선정하였으

며, 친숙성이 단어재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두 집단 모두

에게 영향력이 없으므로 단어재인 과제의 단어 수준

은 적절히 통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단어친숙도에 한 회귀분석(N = 40)

단어
친숙도

B β F R R2

CPa)

(n=20) 
.30 .21 .70 .21 .04

일반 아동b)

(n=20)
-.28 -.19 61.67 .19 .04  

a)
CP: 구어장애를 지닌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 집단

b) 일반 아동: 구어장애를 지닌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 집단과 언어연령

을 일치시킨 아동 집단
*
p< .05



언어청각장애연구 2012;17:249-262

252

다. 검사도구 및 절차

총 2회기 중 1회기에 수용․표현어휘력 검사와 

단어재인 검사를 하였고, 2회기에 음운인식 과제와 음

운작업기억 과제를 실시하였다. 음운인식검사는 한국

어 초기 읽기능력진단 프로토콜(김영태․Lombardino, 

2006)의 일부를 발췌하여 실시하되, 제한된 운동능력

을 고려하여 변별과제는 두 개의 단어로 보기의 수를 

조정하였고, 비구어 아동은 지적하기로 반응하도록 의

사소통판을 제시하였다. 의사소통판은 크기가 30㎝× 

21㎝의 스쿨버스가 그려진 사각판으로 벨크로테잎을 

8칸 창문에 붙여 글자나 그림카드를 사용하게 하였다. 

음운작업기억과 단어재인검사는 Vandervelden & 

Siegel (2001)의 음운재부호화 평가프로토콜을 참조

하여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음운인식 검사는 변별, 합성 및 생략 과제를 각각 

음절 및 음소 수준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변별과제에

서 음절변별은 2음절로 된 단어 2개를 연속적으로 듣고 

같은 위치에서 같은 소리가 나는 지 변별하는 과제이

며, 음소변별은 1음절로 된 단어 2개를 연속적으로 듣

고 초성이나 종성 음소가 같은 소리인지 여부를 변별하

는 과제로 각각 8문항으로 총 16문항이다. 생략과제에

서 음절생략은 2음절 단어를 들려주고 첫음절 혹은 끝

음절을 생략하는 과제이며, 음소생략은 1음절 및 2음절 

단어를 들려주고 첫음소 혹은 끝음소를 생략하는 과제

로 음절수준 8문항, 음소수준 10문항으로 총 18문항이

다. 합성과제에서 음절합성은 2-4음절로 된 단어를 

1음절씩 들려주고 모두 합쳐서 말하는 과제이며, 음소

합성은 1음절 단어를 음소단위로 들려주고 모두 합쳐

서 말하게 하는 과제로 각각 6문항씩 12문항이다. 

음운작업기억 검사는 Vandervelden & Siegel (2001)

의 음운작업기억의 필수적 과정인 음운재부호화 프로

토콜의 과제내용과 방법을 번역하였으며, 비단어 구성

은 아동들의 언어연령을 고려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읽기교과에 수록된 단어들 중에서 먼저 선정하

였고, 그에 따라 비단어를 재구성하였다. 본 검사에서 제

시된 비단어 문항들은 언어병리학 전공 박사과정 3명

에게 설문지를 통하여 문항 내용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제작된 음운작업기억 검사는 비단어 글자-소리 대응, 

비단어 철자쓰기(찾기), 비단어 동음 판단 및 비단어 두

운 판단의 4가지 과제로 구성하였고, 문항은 비단어 글

자-소리 대응 15개, 비단어 철자쓰기 15개, 비단어 동

음 판단 20개 및 비단어 두운 판단 10개로 총 60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과제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

단어 글자-소리 대응 검사는 “이제부터 선생님이 들려

주는 가짜 단어를 잘 듣고, 보기에 제시한 3개의 단어 

중에서 답을 지적해 주세요.”라고 설명해 준다. 수준 1은  

CVC 형태의 초성이 다른 문항(예: 생,(묻),눞), 수준 

2는 CVC 형태의 초성이 같고, 종성이 다른 문항(예: 

곤,(겅),긋) 수준 3은 모음만 다른 CVC 형태의 비단

어(예: (갈), 갤, 골)들로 구성하였고 총 15문항이다. 

2) 비단어 철자쓰기(찾기) 검사는 “선생님이 말하는 가

짜 단어를 잘 듣고 연필로 종이에 쓰거나 의사소통판 

음소를 지적해 주세요.”이라고 설명한 뒤 직접 아동 앞

에 제시한 필기도구를 사용하게 하거나 손기능이 가능

한 경우에 책상에 부착된 의사소통판(키보드 형식)을 

지적하게 하였고, 지적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세 개

의 보기에서 고개짓으로 정답을 선택하게 하였다. CVC 

일음절 비단어 10문항(예: 긱, 긷, (깁)), CVCV 이음절  

비단어 5문항(예: (가비), 가미, 가피)으로 총 15문항이

다. 3) 비단어 동음판단 과제는 검사자가 아동에게 “이

제부터 선생님이 들려주는 단어를 잘 들어보세요. 그

리고 책상 앞에 제시한 글자가 두 개씩 붙은 가짜 단어

쌍 중에서 같은 소리가 나는 단어를 손으로 지적하거

나 네, 아니오를 고개짓으로 답해 주세요.”라고 말한 

뒤 목표단어를 들려준 후, 글자로 제시된 2개의 비단어

에서 같은 소리를 지닌 비단어를 찾게 하였다. 종성이 

다른 CVC와 CVCC 일음절 비단어쌍(예: 갓/ 같-갈)

과 초성이 다른 CVC+CV, CVC+CVC 이음절 비단어

쌍(예: 친구/ 칭구-칙구) 5문항씩 총 10문항이다. 비단

어 두운판단 과제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검사자가  

아동에게 “지금부터 들려주는 단어는 아무 뜻을 지니

지 않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가짜 단어들이예요. 가

짜 단어를 잘 듣고, 단어의 자음 첫 소리가 같은 단어

를 앞에 보여준 2개 그림에서 찾는 거예요. 그림이 나

타내는 단어의 말소리를 생각해내고 들려준 비단어와 

첫 소리가 같은지 다른지 네, 아니오 또는 고개짓으로 

대답해 주세요.”라고 말한 뒤, 아동에게 단어를 들려주

고, 그림 자료 2개를 아동의 책상 위에 제시하였다. 손

기능이 불편한 아동은 연구자가 그림자료를 하나씩 

들어주면서 “이 그림이 같은 소리로 시작하니? ‘네, 아

니오’를 말로 하거나, 고개짓으로 답해 주세요”라고 

하며 반응을 유도하였다. 단어를 들려주고, 같은 소리

로 시작하는지 CVC(예: 걷/ 공-국), CV+CV 형태(예: 

디미/ 다리-매미)의 그림단어에서 찾게 하였다. 10문

항씩 총 20문항이다.

단어재인 검사도 AAC 사용자들의 음운처리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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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
인원
(명)

성별
(명) 평균

연령
(SD)

장애
유형

손 
사용

구어 
산출

평균 
언어
연령
(SD)

동작성 
지능
평균(SD)
(n = 16)

토큰
검사
평균
(SD)
(n = 16)

남 여 유 무 유 무

음운작업기억-

심 읽기훈련
10 4 6

11

(3.37)

경직형

(spastic)
8 2 7 3 6.02 (.44)

79.13

(5.08)

(n = 8)

28.5

(5.55)

음운인식-

심 읽기훈련
10 6 4

9.8

(2.74)

경직형

(spastic)
8 2 7 3 5.84 (.42)

76.63

(4.53)

(n = 8)

26.75

(3.49)

계 20
10.40

(3.06)
20 20

5.93

(.43)

77.88

(4.80)

27.63

(4.52)

<표- 3> 상 아동의 특성

문해력 연구(Vandervelden & Siegel, 2001) 중 빠진 

단어채우기(Reading cloze)를 참조하여 받침 단어재

인 과제로 수정하였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검

사자가 아동에게 “지금부터 문장을 하나씩 들려줄 꺼

예요. 그런데, 단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예요.”라고 

말한 뒤, 검사지를 보여주고 문장을 손으로 짚어가며 

읽어준다. “이제 괄호 속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적은  

문장을 찾아주세요. 4개의 문장 중에서 선생님이 짚으

면서 물어보면 ‘네, 아니오’로 대답하거나 고개짓으로 

표시해 주세요.”라고 설명하였다. 이때 보기로 제시된 

4개의 단어들은 표적단어와 같은 음절형태를 지니며, 

종성이 동음인 비단어들로 구성하였다(예: 이제 끝나

는 종이 (  )울릴꺼야-① 이제 끝나는 종이 곹 울릴꺼

야./ ② 이제 끝나는 종이 곡 울릴꺼야./③ 이제 끝나는  

종이 곧 울릴꺼야./④ 이제 끝나는 종이 곷 울릴꺼야).

라. 자료 분석 

SPSS/Win. 12.0을 사용하여 음운인식과 음운작업

기억 과제의 정확율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는 이원 혼

합분산분석으로, 단어재인 정확율은 일원 분산분석으

로 그리고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의 음운처리과제가 

단어재인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선형 단계선택 회귀분

석으로 살펴보았다.

2. 실험 2

가. 연구 문제

1) 음운처리과정 훈련을 받은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  

집단은 훈련 유형(음운인식-중심 훈련, 음운 작

업기억-중심 훈련)에 따라 사전․사후 단어재인  

습득 효과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음운처리과정 훈련을 받은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  

집단은 훈련 유형에 따라 비훈련 음운처리 과제

에 대한 일반화 효과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나. 연구 대상

실험Ⅰ에 참여한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 20명(여:10명, 

남: 1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음운인식-중심 훈련

과 음운작업기억-중심 훈련에 10명씩 배치하였다. 아

동의 특성은 <표 - 3>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상아동들의 동작성  

지능과 토큰검사에 대한 동질성을 일원 분산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두 집단은 동작성 지능 검사(F(1, 15) = .06, 

p> .05), 토큰 검사(F(1, 15) = .57, p>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 동작성 지능과 토큰 검사의 동질성 검정을 
한 일원 분산분석 결과

구분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동작성 

지능

집단-간   1.56  1  1.56 .06 .812

집단-내 373.38 14 26.67

합계 374.94 15

토큰 

검사

집단-간 12.25  1 12.25 .57 .463

집단-내 301.50 14 21.54

합계 313.7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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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음운인식-중심 

읽기훈련과 음운작업기억-중심 읽기훈련을 실시하여 

단어재인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고, 음운처리 과

제유형에 따른 훈련 과제들의 변화를 통해 비훈련 과

제로의 일반화를 살펴보았다. 사전검사는 실험Ⅰ에 참

여한 뇌성마비장애아동 20명의 음운인식, 음운작업기

억, 및 단어재인 검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훈련 중재는 주 3회, 50분씩, 총 12회기 동안에 개별

지도로 진행되었다. 음운인식-중심 훈련은 음운변별 

20개, 음운생략 30개 및 음운합성 15개로 총 65개 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훈련 회기의 진행은 1회기에 한

글 자모의 말소리 소개를 시작으로 하여, 변별과제 3회

기, 생략과 합성과제는 각각 4회기를 실시하였다. 첫 회

기는 한글 자모에 해당하는 말소리를 소개함으로써 아

동이 음운인식 과제에 대한 소리인식을 위한 준비단계

로 시작하였다. 음운인식-중심 훈련에 대한 아동의 이

해를 돕기 위해서 연구자는 먼저 모델링을 제시하고, 

아동에게 후속적인 반복 훈련과 정반응에 대한 강화

물을 제공하여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고 음운인식 능력

을 습득할 수 있도록 회기를 진행하였다. 음운작업기억-

중심 훈련은 1회기에 한글 자모의 말소리 소개를 시작

으로 하여, 비단어에 대한 소리-글자 대응 2회기, 철자

쓰기/찾기, 동음 판단 및 두운 판단 과제를 각각 3회기

씩 실시하였다. 음운인식-중심 훈련과 같은 방식으로 

첫 회기는 한글 자모에 해당하는 말소리를 소개함으

로써 아동이 음운작업기억에서의 음소인식을 위한 준

비단계로 시작했으며, 모든 회기의 진행은 음운인식-

중심 훈련과 동일한 중재(연구자의 모델링, 아동의 반

복훈련 및 강화)절차로 진행하였다. 

사후검사는 두 집단의 아동에게 목표단어가 20개에 

대한 단어재인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음운인식  

검사와 음운작업기억 검사로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

으로 진행하였다. 

라. 자료 분석

음운처리 과제 유형에 따라 두 집단에 무작위로 배

치된 학령기 뇌성마비아동들의 사전 음운작업기억 과

제에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사전 음운작

업기억을 공변인으로 두었고, 두 과제 유형에 따른 훈

련이 뇌성마비아동의 단어재인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하기 위해 피험자간-피험자내 설계에 의한 이원 혼합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두 집단의 과제 간 일

반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1피험자간-2피험자내(사

전/사후, 과제간) 설계에 의한 삼원 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모든 양적인 자료 

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실험 1

<표 -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뇌성마비아동과 일

반아동 집단의 음운처리 과제 정확율에 대한 기술통

계를 살펴보면 일반아동의 평균이 뇌성마비아동 집단

보다 더 높았다. 

<표- 5> 음운처리 과제 반응 정확율의 기술통계
(단위 : %)

음운인식 과제 음운작업기억 과제 

CPa)

(n = 20)

평균 69.00 56.55

표 편차 14.94  6.83

일반 아동b)

(n = 20)

평균 93.70 91.20

표 편차  5.50  5.28

계
(n = 40)

평균 81.38 73.88

표 편차 16.67 18.55
a)
CP :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 집단

b) 일반 아동 :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아동 

집단

집단 간 음운처리 과제의 반응 정확율 차이를 살펴보

기 위하여 이원 혼합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집단 간 음운처

리 과제의 반응 정확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1, 38) = 194.61, p< .001). 피험자 내에서 과제 종류에  

따른 반응 정확율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 38) =

15.20, p< .001). 피험자내에서 집단과 과제 간 상호작

용 효과도 유의하였다(F(1, 38) = 6.89, p< .05). 즉, 뇌성

마비 아동 집단은 음운작업기억 과제의 반응 정확율에

서 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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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두 집단 간 음운처리 과제에 한 반응 정확율의 
이원 혼합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피험자간

집단 1.75 1 1.75 194.61 .000

오차  .34 38  .01

피험자내

과제 .11 1 .11 15.20 .000

과제×집단 .05 1 .05  6.89 .012

오차(과제) .28 38 .01

또한, 두 집단이 산출한 단어재인 정확율에 대한 기

술통계는 <표 - 7>에서 보듯이 뇌성마비아동 보다 

일반아동 집단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7> 단어재인 과제 정확율의 기술통계
(단위 : %)

단어재인 과제 

CPa)

(n = 20)

평균 43.00

표 편차 15.25

일반 아동b)

(n = 20)

평균 69.75

표 편차  9.39

계
(n = 40)

평균 56.38

표 편차 18.43
a) CP :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 집단
b) 일반 아동 :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아동 

집단

<표- 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단어재인 정확율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 38) =

44.62, p<.001). 즉 일반 아동 집단이 뇌성마비 아동 집

단보다 단어재인 과제에서 더 높은 정확율을 보였다.

<표- 8> 두 집단 간 단어재인 과제 정확율의 일원분산
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피험자간

집단 .72 1 .72 44.62 .000

오차  .61 38  .02

합계 14.04 40

끝으로 두 집단의 음운처리과제 정확율에 따른 단

어재인 정확율을 살펴보기 위해서 피어슨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에서 나타난 결과

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뇌성마비아동 집단이  

음운작업기억 과제의 정확율과 단어재인 정확율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50, p< .05).

<표- 9> 뇌성마비아동의 음운인식, 음운작업기억,  
단어재인 과제 정확율간의 상 계수(N = 20)

음운인식 음운작업기억 단어재인

음운인식
_

음운작업기억 .12 _

단어재인 .03 .50* -
 

*p< .05

 

음운작업기억 과제 정확율이 뇌성마비아동의 단어

재인 과제의 정확율을 설명하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 10>과 같이 음운작업

기억 과제의 정확율이 단어재인 정확율에 대해 25%의  

예측력을 지니고 있다.

<표- 10> 뇌성마비 아동의 단어재인에 한 음운작업
기억 과제 정확율의 향력 

음운작업기억 
과제정확율

B β F R R2

CP
(n = 20) 

-.196 -.034 .5.872* .496 .246

*
p< .05

2. 실험 2

음운처리과정 훈련유형(음운인식-중심, 음운작업

기억-중심)에 따른 두 집단의 사전․사후 단어재인 

과제의 정확율에 관한 기술통계는 <표 - 11>과 같다.

<표- 11> 훈련유형에 따른 사 ․사후 단어재인 과제 
정확율 기술통계

(단위 : %)

단어재인

사 사후

음운작업기억

- 심 읽기훈련 집단

(n = 10)

평균 45.50 94.00

표 편차 13.22 5.68

음운인식

- 심 읽기훈련 집단

(n = 10)

평균 40.50 74.50

표 편차 17.39 7.25

합계

(n = 20)

평균 43.00 84.25

표 편차 15.25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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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음운작업기억-중심 훈련 

집단의 단어재인 과제에서 사전 정확율 평균은 45.40% 

(SD = 13.22)이고, 사후 평균은 94.00%(SD = 5.68)였

다. 음운인식-중심 훈련 집단의 사전 정확율 평균은 

40.50%(SD= 17.39)이고, 사후 평균은 74.50%(SD=

7.25)였다. 

사전 단어재인 과제 정확율에 대한 평균이 두 집

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사전 음운작업기억 과

제의 반응 정확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사

전 음운작업기억을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분석으로 음

운처리 과제 유형에 따른 집단 간 단어재인 과제의 반

응 정확율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표 -

12>와 같다.

<표 - 12> 훈련 유형에 따른 단어재인 과제의 반응 
정확율에 한 이원 혼합공분산 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피험자간

사 음운작업기억(공변인) .07 1 .07 7.42 .014

집단간 .01 1 .01 1.13 .303

  오차 .16 17 .01

피험자내

  사 ․사후 .11 1 .11 8.61 .009

  사 ․사후×사  
음운작업기억

.05 1 .05 3.89 .065

  사 ․사후×집단 .10 1 .10 7.84 .012

  오차(사 사후) .23 17 .01

<표 - 12>와 같이 음운처리 훈련 유형에 따른 읽

기훈련 두 집단의 단어재인 과제의 반응 정확율에 대

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두 집단 간 주효과는 나

타나지 않았으나(F(1, 17) = 1.13, p> .05) 피험자내에서  

사전․사후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사전․사후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18) =

7.84, p< .05). 즉, 두 훈련 유형은 모두 사전에 비해 

사후에 단어재인 과제 정확율을 향상시켰으며, 음운

작업기억-중심 훈련이 음운인식-중심 훈련 집단보다 

사후 단어재인 과제의 정확율이 더 높게 향상되었다

(<그림 - 1>참조).

<그림-1> 음운처리 훈련 유형에 따른 사 ․사후 단
어재인 과제의 반응 정확율

또한 <표 - 13>에 음운처리 훈련 유형에 따른 과

제 간 일반화 효과에 대한 두 집단의 사전․사후 과제

의 반응 정확율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훈련 전에는 두 집단 모두 음운인식 과제에서 정확

율이 더 높았으나, 훈련 후에는 음운작업기억-중심 

훈련 집단에서는 음운인식과 음운작업기억 과제의 정

확율이 모두 향상되었으나, 음운인식-중심 훈련 집단

은 음운인식 과제만 향상 되었다(<그림 - 2>참조).

<표- 13> 훈련 유형에 따른 사 ․사후 과제의 반응 
정확율에 한 기술통계

(단위 : %)

훈련 유형
음운인식
과제

음운작업기
억과제

사

음운작업기억
- 심훈련(n=10)

평균
(표 편차)

71.80
(16.60)

61.10
(4.56)

음운인식
- 심훈련(n=10) 

평균
(표 편차)

66.40
(13.40)

52.00
(5.62)

사후

음운작업기억
- 심훈련(n=10)

평균
(표 편차)

98.70
(2.11)

96.80
(3.68)

음운인식
- 심훈련(n=10) 

평균
(표 편차)

95.70
(5.99)

54.40
(13.50)

<그림- 2>음운처리 훈련 유형에 따른 
사 ․사후 과제의 반응 정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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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처리 훈련 유형에 따른 집단간 과제 정확율의 

차이가 유의한지 그리고 비훈련 과제로의 일반화 효

과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삼원 혼합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

전․사후에 따른 과제의 반응 정확율에서 두 집단 간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 18) = 30.08, p < .001). 

집단×과제×사전․사후의 삼요인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집단별로 과제 ×사전․사후 2-way 

repeated ANOVA로 상호작용을 검증한 결과, 음운

인식-중심 훈련 집단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운작업기억-중심 훈련 집단은 과제 유형과 상관없

이 비훈련 과제인 음운인식 과제도 향상되는 일반화 

효과를 나타냈으며, 음운인식-중심 훈련 집단은 습득 

효과로 인해 음운인식 과제는 높게 향상 되었으나, 비

훈련 과제인 음운작업기억 과제에서는 일반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14> 훈련 유형에 따른 과제별 반응 정확율에 한 
삼원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피험자간

집단 .45 1 .45 30.08 .000

  오차 .27 18 .02

피험자내

  사 ․사후 1.11 1 1.11 184.73 .000

  집단×사 ․사후 .12 1 .12 19.83
** .000

  오차(사 ․사후) .11 18 .01

피험자내

  과제 .58 1 .58 77.17 .000

  집단×과제 .23 1 .23 30.73 .000

  오차(과제) .14 18 .01

피험자내

  사 ․사후×과제 .041 1 .041 4.70 .044

  집단×사 ․사후×과제 .159 1 .159 18.27 .000

  오차(사 ․사후×과제) .157 18 .009

Ⅳ. 논의 및 결론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실험Ⅰ을 통해서 학령

기 뇌성마비 아동들의 음운처리과정은 단어재인과 음

운처리과제(음운인식, 음운작업기억)에서 일반 아동들

보다 유의하게 낮으며, 음운작업기억에서 더 떨어진다

는 것과 알 수 있었고, 음운작업기억이 단어재인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일반아동과 다른 특성으

로 드러났다. 뇌성마비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과 달리, 

음운작업기억 과제의 정확율과 단어재인 과제의 정확

율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1학년 수준

의 읽기능력과 음운작업기억 정확율 간에 .49의 상관

을 있음을 제시하면서 초등 1학년 시기에 음소인식이 

완성된다고 제안한 Blachman (2000)의 연구와 일치

하며, 음운작업기억의 음운재부호화를 통하여 효율적

으로 음운정보를 저장함으로써 단어읽기가 발달한다

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음소 수준에

서 일반 아동보다 더 낮은 수행을 보이므로 이들의 단

어재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절의 최소 단위

인 음소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곧 학령기 뇌성마비아동들의 저조한 단어재인 능

력은 그들의 음운표상 특히, 음소표상 능력이 불완전

한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뇌성마비 아동

들이 현저하게 낮은 정확율을 보인 음운작업기억은 정

상 읽기능력을 지닌 비구어 뇌성마비 아동에 대한 음

운작업기억 연구(Foley & Pollatsek, 1999)에서 이들

이 음운재부호화 과제 중 음소암송과 철자쓰기능력이 

낮아 읽기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음운작업기억을 성취

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실험 Ⅰ에서 평가한 

음운작업기억 과제의 단어들은 친숙하지 않으면서 종

성이 있는 비단어들로 구성되어있어 좀 더 복잡한 음

소표상을 요구하고 있다. 초기 읽기수준에서는 단어재

인을 위한 음운인식 확립이 중요하며, 이후의 읽기발

달을 위해 음운작업기억의 음운재부호화 과정에서 음

운표상을 확립하는 데 영향을 더 많이 받으므로(Foley 

& Pollatsek, 1999), 음운처리 과제에서 나타난 두 집

단 간의 차이는 음운작업기억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뇌성마비 아동을 비롯한 중증

장애 아동의 읽기습득과 관련하여 문해사회화(literacy 

socialization) 측면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문해사

회화란 읽기학습의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대한 용어로 

아동들이 참여하고 관찰하는 문해사건 중 공동책읽기

(joint book reading)를 가장 교수적으로 체계화된 것

이라고 하였다(Van Kleek & Schuele, 1987). 일반 아

동들은 책읽기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복잡하고 탈맥락적

인 언어형식을 접하게 되고, 문자와 친숙해지며 읽기능

력이 발달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뇌성마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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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신변처리를 포함한 과도한 일상적 양육에 더 많

은 관심과 치료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언어학습과 통

합시키기가 어려우며. 놀이와 읽기에 사용하는 시간이  

일반 아동들 보다 적고, 읽기 상호작용 패턴에서도 어

머니가 주도하고 아동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비대칭

적 형태로 나타난다(Light & Kelford-Smith, 1994).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 집단이 일

반 아동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음운처리능력은 

언어자극(speech input)의 결핍과 관련된 문해사회화

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향후 구어장

애로 인한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들의 이러한 음운처리

과정 특성을 감안한 음운표상 확립을 위한 음성출력 

의사소통 장치(VOCA), 인쇄물에 대한 노출 및 조기

읽기의 경험, 및 음운재부호화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

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특성에 근거하여 실험Ⅱ에서

는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 집단의 단어재인 능력에 대

한 음운처리과정 특성을 토대로 하여, 뇌성마비 아동

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음운인식 훈련과 음운작

업기억 훈련을 실시하였고, 중재 종료 후 3주를 경과

한 뒤 사후검사를 통해 훈련 유형이 단어재인에 미치

는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음운인식-중심과 음운작

업기억-중심 으로 훈련한 결과, 단어재인에 대한 습

득효과는 두 훈련에서 모두 유의하게 향상하였으며, 

음운작업기억-중심 훈련에서 좀 더 높았다. 훈련유형

에 따른 집단 간의 사전․사후 단어재인에서 유의한 차

이가 없었지만, 집단 내 사전․사후와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중재를 실시한 후에 평가한 단

어재인 정확율은 두 집단 모두 향상되었으나, 증가율

에 있어서 음운작업기억 훈련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

으므로 훈련 유형에 따라 단어재인 정확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음운작업기억-중심 훈련

은 비단어를 사용한 과제들이기 때문에 청각적 혹은 시

각적으로 제시된 친숙하지 않은 단어에 대해 음운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음소분절을 촉진 시켜준다. 일

반적으로 한글의 경우, 음절의 특수성으로 인해 음절인

식이 한글읽기를 예측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초기 

읽기수준에서는 음운작업기억의 음운재부호화 과정

이 안정된 음운표상에 더욱 필요하다. 두 훈련과제에

서 제시한 단어목록을 보면, 음운인식-중심 훈련 집단

은 친숙한 의미단어가 자주 제시되어 음운작업기억-중

심 훈련 집단보다 음소분절에 의한 음운표상을 하기보

다는 음절단위로 단어를 저장하고 재인하는 것이 관찰

되었다. 예를 들면, 단어재인 검사에서 음운작업기억-

중심 훈련 집단의 피험자들은 친숙하지 않은 단어에 

대해 음소분절을 시도하였지만, 음운인식-중심 훈련 

집단은 친숙한 철자를 우선적으로 지적하는 경향이 있

었다. 그래서 연구자가 끝까지 읽기도 전에 반응을 하

여 오답하는 경우도 있었고, 끝까지 읽어주고 난 뒤에

도 비슷한 철자에 대한 음소변별에서 실수를 나타내

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음운작업기억-중심 훈련이 음

운인식-중심 훈련보다 음소인식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므로 단어재인 정확율에 더 나은 수행을 보였으며, 

읽기능력의 발달에 효과적인 훈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의 읽기와 쓰기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음운인식 능력이며, 음운작업기억에서 

음소표상을 확립하고 저장하는 음운재부호화의 역할

에 두고 있다. Sandberg & Hjemquist (1996)는 뇌성

마비 아동들을 대상으로 입학 직전에 그들의 읽기와 

쓰기능력과 공교육 3-4년 이후에 읽기와 쓰기능력을 

비교한 연구에서, 공교육 이후로 음운인식 능력은 우

수하게 발달하였으나, 일반 아동보다 여전히 낮은 읽

기와 쓰기를 수행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뇌성마비 아

동들은 그들이 지닌 음운인식 능력을 음운작업기억에

서 좀 더 발달시키지 못하여 좀 더 복잡한 음소에 대한  

인식에 제한을 받아 단어재인에서 일반 아동들과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Iacono & Cupples 

(2004)는 성인 뇌병변 장애인 40명(뇌성마비 35명 포

함)의 음운인식 능력과 읽기 평가에 대한 타당도 연구

에서 음소인식과 초기 읽기간에 정적상관을 보고한 연

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일반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들의 음소인식 능력이 초기 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Sandberg 

& Hjelmquist, 1996)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반  

아동의 음운작업기억 능력을 살펴보면, 구어산출에 어

려움이 없으므로 음운작업기억에서 안정된 음소인식

을 확립할 수 있고, 단어읽기를 위해 좀 더 많은 청각

적 정보에 의지하게 되고, 음운회로에서 암송을 통하

여 정확한 음소표상을 확립함으로써 읽기능력을 발달

시킨다. 반면에, 구어산출에 어려움을 지닌 뇌성마비 

아동들은 음운작업기억에서 암송이 제한되어 불완전

한 음소표상을 하게 되고 이로써 단기기억에 저장하는  

음운처리가 지연되며, 기본적인 음운인식 능력을 습득

하더라도 좀 더 복잡한 음소인식이 요구되는 새로운 

단어나 친숙하지 않은 단어 읽기에서는 일반 아동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이들의 읽기능력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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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음운작업기억 용량에 따른 차이에 있다고 결론

지었다. 그러나 음운재부호화 과정에서 생긴 결함이 

구어산출의 결핍에 기인한 것이라면 구어장애를 지닌 

본 실험의 피험자들이 보여준 음운작업기억 과제 정

확율의 개인차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과제 훈련에 따

른 두 집단 간의 피험자 중에서 비구어 아동 6명에 대

한 음운작업기억 정확율을 비교하면, 질병으로 인해 

피곤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은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후 음운작업기억 정확율에서 향상을 보였으며, 음

운작업기억-중심 훈련을 받은 피험자가 더 높은 정확

율을 보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음운작업기억-중심 훈

련을 받은 비구어 아동 3명의 사후 음운작업기억의 향

상은 구어산출이 가능한 집단 내 아동의 사후 음운작

업기억과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구어장애를 지닌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들에게 잠재된 음운작업기억의 

음운재부호화를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과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음소표상를 안정화하고, 단어해독과 같은  

초기 읽기수준으로부터 능숙한 읽기수준으로 발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과제 간 일반화는 음운작업기억-중심 훈련 집단은 

훈련과제와 비훈련 과제가 모두 사후 정확율에서 고

르고 안정된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나, 음운인식-중심 

훈련 집단은 비훈련 과제인 음운작업기억 정확율이 사

전과 차이가 없었다. 실험 Ⅱ의 피험자들은 구어장애를  

지닌 학령기 뇌성마비 아동들로 언어산출 능력이 전혀  

없는 비구어 아동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마비말장애 아

동으로 구성되었다. 음운작업기억-중심 훈련 집단의 

비구어 아동 3명은 사후검사에서 구어산출이 가능한 

마비말장애 아동들의 정확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로써 비구어 아동들도 단어재인을 위한 음

소표상을 음운작업기억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적절한 청각적 피드백을 제

공받지 못했던 비구어 피험자의 과제 정확율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내재된 그들의 음소인식 능력을 촉진

시키고 숙달된 읽기능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적절

한 하이테크 피드백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한다. 음운처리 과제와 단어재인 정확율에서 나타난  

개인차에 대한 설명은 의사소통판을 비롯한 도구사용

이 가능한 손 사용 여부에 따라 분석해 보았다. 두 집단

의 피험자 중 손 사용이 불가한 4명의 사후 정확율은 

집단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런 결과는 비구어이면서 의사소통판 사용이 불가능한 

뇌성마비 아동들도 단어재인을 위해 음운작업기억을 

통하여 음운처리를 한다는 것을 제시해 주었다. 

그러므로 초기 읽기수준에 있는 뇌성마비 아동들은 

음운인식보다 음운작업기억 과제에서 정확율이 낮았

으나, 어려운 음운작업기억을 촉진시켜 주었을 때 일

반화가 더 잘 되는 본 연구 결과는 학교에서 읽기 수업

시간에 일견단어 외우기에 초점을 둔 중재에서 벗어

나 음운작업기억을 통한 읽기훈련이 좀 더 안정된 음

소인식을 제공할 수 있고, 숙달된 읽기로 전환하는 데 

효과적 중재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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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This study was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experiment portion 
compared the phonological processing skills of school-aged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with 
the skills of younger language-matched childre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irst experiment, 
the second experiment attempted to explore the effect of two different kinds of phonological 
processing interventions on reading skills. Methods: Twenty school-aged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who were living in Seoul and Gyeonggi-do, and twenty language-matched, typical children
(age 6) participated in the first experiment. The participants were tested with phonological processing
tasks(phonological awareness, phonological working memory).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and its impact on word recognition were analyzed. In the second experiment, each group
of ten people were assigned to a phonological awareness-centered training program and a 
phonological working memory-centered training program. They were administered phonological
processing tasks and word recognition skills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intervention. 
Results: The group of school-aged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performed significantly lower 
in two types of phonological processing tasks and word recognition than the language-matched 
children. In addition, the phonological working memory accounted for only 25% of the variance
in word recognition. Both phonological awareness intervention and phonological working memory
intervention increased the rate of correct responses. The phonological working memory-centered
training group improved regardless of the intervention type. On the other hand, the phonological
awareness-centered training groups improved only on the trained task. Discussion & Conclusion:
Even though all of the children who received phonological processing training made significant 
gains in word recognition, the phonological working memory intervention seemed to be more 
effective for improving word recognition skills for school-aged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2;17:249-262)

Key Words: word recognition, phonological processing, phonological awareness-centered 
training, phonological working memory-centere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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