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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안내서 목적 
이 안내서는 난독증 자문위원회(Dyslexia 
Advisory Council, DAC)에서 2021 년 
가을부터 난독증 조기 선별 검사 규약의 
기대 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Washington 교육구를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DAC 에서 제공하는 이 안내서에는 Washington 교육구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커리큘럼 및 평가 
시스템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증거에 기반한 자료 및 모범 사례가 포함됩니다. DAC 에서는 이러한 
권장 사례들로 교육가와 교육구의 이행 활동이 개선되어 모든 학생의 읽기 및 문자해독력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난독증 조기 선별 검사 규약 

난독증의 정의 
난독증이란 신경학적 원인에 의한 특정 학습 장애로, 단어 인지가 정확 또는 유창하지 못하고 개인의 
지능, 동기 및 감각 능력과 무관하게 맞춤법과 해독력이 저조하여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다른 인지 능력과 관련하여 종종 예상치 못한 음운론적 언어 
요소의 결함에 기인합니다. 부수적으로 어휘 및 배경 지식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독해력의 문제와 

축소된 읽기 경험으로 인한 결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상원법 6162(2018)). 

난독증 자문 위원회 
“공교육 교육감은 학업 환경에서 난독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교육감에게 조언할 수 있도록 난독증 
자문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위원회는 문해력 및 난독증 전문가, 특수 교육 전문가, 초등학교 교사, 
학교 행정관, 교육 심리학자, 교육 위원회 대표, 난독증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비영리 단체 대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무보수로 
봉사해야 합니다. 
 
2019년 6월 1일까지 위원회는 일반적인 아동의 신경계 발달을 참작하여 보통의 읽고 쓰기 능력의 
발달이나 난독증을 나타내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고려된 발달상의 기준 및 학업적 기준을 충족하는 
선별 검사 도구와 리소스를 식별 및 기술하고 이 정보를 공교육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난독증 조기 선별 검사 규약 및 난독증 
자문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 자세히 

확인하시려면 OSPI의 “Understanding 
Dyslexia(난독증 이해)” 웹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s://www.k12.wa.us/about-ospi/workgroups-committees/currently-meeting-workgroups/washington-state-dyslexia-advisory-council/about-dyslexia
https://www.k12.wa.us/about-ospi/workgroups-committees/currently-meeting-workgroups/washington-state-dyslexia-advisory-council/about-dyslex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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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일까지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a) 선별 검사를 수행하는 교육구 직원의 교육을 포함하여 해당 조례의 섹션 2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구의 선별 검사 시행을 위한 모범 사례 

b) 구체적으로 학생의 취약점을 목표로 한 교수법에 대한 교육구 직원의 교육을 포함하여 해당 
조례의 섹션 2에 따라 요구되는 조정을 위해 다중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는 모범 사례 

c) 학부모 지원을 위한 자료 목록이 포함된 난독증과 관련된 학부모와 가족을 위한 교육 정보 
견본 

d) 난독증의 징후 또는 난독증과 관련된 취약점을 보이는 2학년 이상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모범 사례” (Washington 개정법(RCW) 28A.300.710)) 
 

K–2학년 조기 선별 검사 
“2019년 9월 1일까지 공교육 교육감은 Washington 개정법(RCW) 28A.300.710에 따라 소집된 난독증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고려한 후 최소한 다음과 같은 목적의 모범 사례를 충족하는 선별 검사 도구 
및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a) 일반적인 아동의 신경계 발달을 참작하여 보통의 읽고 쓰기 능력의 발달이나 난독증을 
나타내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고려된 발달상의 기준 및 학업적 기준을 충족 

b) 음운 인식, 음소 인식, 빠른 이름 대기 능력, 문자 소리 지식, 읽기 및 언어 습득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력을 포함하여 향후 읽기 장애를 크게 예측할 수 있는 지표 및 취약점의 식별 
2019년 9월 1일부터 공교육 교육감은 기관의 웹사이트에 이 섹션에서 확인된 선별 검사 도구 
및 자료 목록을 유지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도구 및 자료 관련 링크를 포함해야 합니다.” 
(RCW 28A.300.700)) 
 

조정 지원 및 다중 지원 시스템) 
“2021~22학년도부터 이 섹션에서 제공하는 바와 같이 각 교육구는 다중 지원 시스템(multitiered 
systems of support)을 활용해 난독증의 징후 또는 난독증과 관련된 취약점을 보이는 유치원생부터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학생의 성취도가 학년 수준 이하로 유의하게 
떨어지기 전에 교육구에 조정 기회를 제공하려면, 교육구는 이 섹션에 명시된 난독증의 징후 또는 
난독증과 관련된 부분을 보이는 유치원생부터 2학년 학생들을 선별해야 합니다.  
(2)(a) 교육구는 RCW 28A.300.700에 명시된 대로 모범 사례의 예가 되는 선별 검사 도구 및 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RCW 28A.320.26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300.710
http://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300.71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300.700
http://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300.700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32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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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선별 검사 도구의 이해  

학업 선별 검사 도구의 정의 
선별 검사 도구는 교육가가 학생의 특정한 학습 장애 및/또는 난독증의 위험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효한 평가입니다. 
 
보편적인 선별 검사 도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습니다.  

• 학생이 읽기 성취도에서 적절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개별 능력에 대한 
신속한 선별 평가. 

• 연 3~4회 실시될 수 있도록 대체 가능한 동형 검사.  
• 관리 및 채점을 위한 표준화된 지침. 
• 확립된 신뢰성 및 타당성 표준. 
• Washington 학생들을 위한 문화적, 언어적 감응. 

학업 선별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 
• 선별 검사 도구는 모든 학생이 핵심 교육에 부응하는 정도 및 학생에게 학습 결과 저하 

위험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선별 검사 도구는 핵심 교육을 개정 또는 조정하거나 신규의 또는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교육가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선별 검사 도구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학교와 교육구에서 교수법 및 조정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업 선별 검사 도구 활용을 위한 고려 사항  
학습 장애 선별 검사 도구를 포함해 선별 검사 도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대부분 또는 전부 
갖습니다.  

• 향후 검사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데 유용  
• 신속한 관리, 채점 및 해석  
• 대다수의 사람에게 적합  
• 경우에 따라 집단 환경에서 관리되고, 집중 분야가 편중되어, 언어, 운동 또는 사회적 기술 등 

일부 영역에 대한 표면적인 평가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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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증 정보지 
2021~22학년도부터 각 교육구는 난독증과 관련될 수 있는 읽고 쓰기 능력의 발달이 취약한 K–2학년 
학생들을 선별합니다.  

난독증 소개 
난독증은 
• 언어음 처리 과정의 어려움, 특히 단어의 개별 

소리를 듣고, 대체하고, 바꾸는 능력에 있어 
간섭을 받는 뇌의 이상입니다.  

• 읽고, 철자를 구별하는 문제 특히 문자와 소리 간의 연결에 문제가 있는 특징을 갖습니다.   
• 어휘를 습득하고 기억하고, 읽은 내용을 이해하고, 생각한 바를 적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전반적인 지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시각적 문제가 아니거나 동기 부여, 관심, 문학작품에 대한 풍부한 노출의 결핍 또는 

비효과적인 교실 수업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강점에 집중  
난독증이 있는 아동은 읽기, 쓰기 및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격려가 필요한 재능과 
관심사도 갖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아동은 다음과 같은 구술 및 사고 능력이 강할 수 있습니다. 
• 창의적이고 정해진 틀을 벗어난 문제 해결 능력 
• 듣기 능력 
• 상상력과 호기심 
• 패턴 인지 능력 
• 사물 만들기, 조립 및 사물을 가지고 작업하기 
• 운동, 예술 또는 음악적 기술 

일반적인 어려움 

아동마다 다양함 
난독증은 아동마다 연령 및 단계에 따라 증상이 다릅니다.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은 아래 명시된 증상 
외에 두 개 이상의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를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취학 아동부터 유치원생 
• 말이 늦게 트임(2~3 세) 
• 지침을 잘 따르지 못함 
• 문자 이름 학습 및 기억에 어려움을 겪음 
• 운을 맞추지 못함 

 

 

영상: 난독증의 정의/난독증 설명 
Margie Gillis 제공 / Understood.org 
 

https://www.youtube.com/watch?v=kE3DqJP-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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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 초기 
• 문자를 소리와 연결하는 것을 힘들어함 
• 종이에 생각을 적는 것을 어려워함 
• 여러 단계의 지침을 따르지 못함 
• 산수 지식의 암기 및 단어 문제 해결을 어려워함 
• 적은 수의 단어나 익숙한 단어도 느리거나 어눌하게 읽음  
• 읽을 때 단어나 단어의 일부 및 소리를 생략함 
• 맞춤법이 정확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음  
• 개념과 사물에 대한 용어를 헷갈려 함(예: 베이글/도넛)  
• 회피 행동 

 

학령 후반기 
• 소리 내어 읽는 것을 어려워함 
• 2 음절 이상 단어의 읽기 및 쓰기를 힘들어함 
• 많은 양의 읽기와 쓰기를 따라잡기 힘겨워함  
• 글쓰기 과제(과제, 에세이, 이메일, 필기 등)에 어려움 
• 외국어 학습 장애 

도움이 될 수 있는 항목? 
난독증이 있는 아동은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읽고 쓰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익한 교육은 
명확하며, 교육적 연구 및 과학과 연계된 증거 기반의 관행을 기반으로 합니다. 

학교와 연계 
가족/학교 협력은 학생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의 발달 
상황에 대해 우려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는 교사와 상담 약속을 잡고 다음의 사항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우려 사항 및 문의 사항 
• 교사의 우려 사항 및 문의 사항 
• 아동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 사항을 자세히 파악하는 조치 
• 결과를 공유하고 아동의 필요 사항에 대한 연계 교육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만남 

학급 지원  
학습 편의 지원 
적절한 교수법 외에도 학습 편의는 학급에서 난독증이 있는 아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독립성을 
고취해 줍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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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및 쓰기 시간 연장 
•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제 나누기 
• 공부와 시험을 위한 조용한 장소 
• 오디오북(교과서 포함) 또는 읽기를 위한 컴퓨터 지원(예: Bookshare 또는 Learning Ally)) 
• 받아쓰기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컴퓨터 
• 단어 지식을 강화하기 위해 비디오 시청 시 자막 제공. 자세한 정보는 국제 난독증 협회 오리건 

지부(Oregon Branch of the International Dyslexia Association, ORBIDA) 참조.  

사회적/정서적 지원 

강점과 옹호 기술을 기반으로 함 
난독증이 있는 아동은 자존감, 불안 및 우울증으로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보호자는 
다음을 통해 긍정적인 태도와 회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강점, 관심사 및 열정을 발견하고 이를 독려함 
• 지역 사회와 세상에 대한 실제 체험 학습에 대한 기회 추구 
• 자녀에게 읽어 주기, 비디오 시청하기, 학급의 현 학습 주제와 관련한 텍스트 듣기  
• 자녀의 진척 상황과 성취도에 집중하기 
• 자녀에게 다음을 가르치기: 

o 모든 사람은 장단점을 지닌다는 사실 
o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자기 옹호) 

추가 자료  
• OSPI의 난독증 사이트 및 리소스 가이드  
• 국제 난독증 협회(International Dyslexia Association, IDA) IDA Washington 지부 
• 난독증에 대한 스페인어 정보 
• 읽고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국립 센터(National Center for Improving Literacy)  
• Understood  
• Michigan 대학 난독증 지원  
• 부모와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시청할 수 있음: 난독증을 다르게 보기 

 

 

https://www.bookshare.org/cms/
https://learningally.org/
https://or.dyslexiaida.org/assistive-technology/
https://or.dyslexiaida.org/assistive-technology/
https://www.k12.wa.us/about-ospi/workgroups-committees/currently-meeting-workgroups/washington-state-dyslexia-advisory-council/about-dyslexia
https://www.k12.wa.us/sites/default/files/public/ela/pubdocs/dyslexiaresourceguide.pdf
https://dyslexiaida.org/
https://www.wabida.org/
https://app.box.com/s/zflmi0e4a6xjt7tey3i9pw8nrmezftaw
https://improvingliteracy.org/kit/understanding-dyslexia
https://www.understood.org/en/learning-thinking-differences/child-learning-disabilities/dyslexia/dyslexia-your-questions-answered?_ul=1*520gyx*domain_userid*YW1wLVpEb2N0b203U3JZYXY1UG9hbDNOb2c.
http://dyslexiahelp.umich.edu/
https://www.youtube.com/watch?v=11r7CFlK2sc&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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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쓰기 능력 선별 검사를 위한 모범 사례: 학교 
및 교육구 행정관 
2021~22학년도부터 각 교육구는 난독증과 관련될 수 있는 읽고 쓰기 능력의 발달이 취약한 K–2학년 
학생들을 선별합니다.  

학업 선별 도구 
학업 선별 도구는 교육가가 특정한 학습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는 학생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효한 평가입니다.. 
 
학업 선별 검사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 능력에 대한 신속한 선별 평가  
• 표준화된 관리 및 채점  
• Washington 학생들을 위한 문화적, 언어적 감응 

 
학업적 선별 도구는 난독증을 진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선별 검사가 필요한 능력 
읽고 쓰기 능력에 대한 선별 검사 도구는 주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음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 음소 인식 
• 음운 인식  
• 문자 소리 지식  
• 빠른 자동 이름 대기(Rapid Automatized Naming, RAN)—RAN 능력이 향상될 수는 있지만 이를 

사전 교육하거나 교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별 검사 과정 
교육구가 K–2학년의 읽고 쓰기 능력 선별 검사가 전반적인 평가 분야에 부합되는 정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교육 교육감실(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OSPI)과 난독증 
자문위원회는 K–2학년별로 읽고 쓰기 능력에 대한 권장 연표를 발행했습니다.  
 
각 교육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교육구가 선택한 선별 검사 도구에 대한 발행자의 권고안에 
따라 다릅니다. OSPI/난독증 자문위원회는 교육구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결정 가이드를 
고안했습니다. 매년 전체 세 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운 인식, 음소 인식 및 문자 소리 지식을 
관리해야 합니다.   
 
• 학년도 중간에 입학한 학생은 다음 검사일에 급우들과 함께 선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학생들은 입학 이후 최소 4주 후 1회에 한해 '빠른 자동 이름 대기'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https://www.k12.wa.us/sites/default/files/public/ela/pubdocs/Gradebandmatrix%20Onepager%20Template.pdf
https://www.k12.wa.us/sites/default/files/public/ela/pubdocs/Crosswalk%203.11.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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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학년 학생이 최초 선별 검사에서 취약점이 드러나는 경우,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팀은 보고서를 분석하고 다중 지원 시스템을 통해 조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 가족은 항상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학생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들어야 합니다. 
• 다중 조정을 제공한 후에도 학생이 계속해서 난독증 징후를 보이면 교육구는 학생의 부모와 

가족에게 학생이 난독증 또는 특정 학습 장애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검사 대상 
K–2학년 학생들은 선별 검사를 받습니다.  
 
영어 학습자인 학생을 위한 지침: 선별 검사 도구는 번역된 평가서(발행자 제공)여야 하며 학생의 
주요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관리해야 합니다.  

읽고 쓰기 능력 선별 검사 도구의 관리 
• 가장 효과적으로 교수법과 조정을 제공하려면 유면허의 학급 기록 교사가 선별 검사 도구를 

관리해야 합니다.  
• K–2학년의 모든 교사가 교육구가 선정한 선별 검사 도구에 대한 전문 학습 기회에 참여하고 

발행자의 권고안에 따라 선별 검사 도구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역 교육 
기관(local education agency, LEA)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 LEA는 기관 관리자와 함께 신입 교육가와 직원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갖추게 
하기 위한 전문적인 학습 및 교육 일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조기 선별 검사가 필요한 이유 
난독증 위험에 대한 조기 선별 검사를 뒷받침하는 세 가지 중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읽기 발달 패턴이 초기에 확립됩니다. 
• 읽기 문제는 조기 식별 및 조정을 통해 예방 및 교정할 수 있습니다.  
• 강력한 조정 없이는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결국 “따라잡지” 못하고 향후 학업적 실패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난독증 선별 검사를 참조하세요. 

난독증 소개 
난독증은 
• 종종 유전적인 신경학적 원인으로 특히 단어의 개별 소리를 인지하고 조작하는 능력인 언어의 

음운(소리)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어휘 발달, 독해 및 쓰기 표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읽고, 철자를 구별하고, 특히 글자와 소리를 연결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전반적인 지능 또는 감각 능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동기, 관심의 결핍 또는 비효과적인 교실 수업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상: 난독증의 정의/난독증 설명 
Margie Gillis 제공 / Understood.org 
 

https://improvingliteracy.org/whitepaper/screening-dyslexia
https://www.youtube.com/watch?v=kE3DqJP-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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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료 
• OSPI 난독증 웹페이지 
• OSPI 다중 지원 시스템 웹페이지 
• OSPI 자주 묻는 질문: 읽고 쓰기 능력의 조기 선별 검사 
• OSPI 영어 영역 모범 사례 프로그램 
• 읽고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국립 센터: 난독증 툴킷 
• 국제 난독증 협회 Washington 지부 

https://www.k12.wa.us/about-ospi/workgroups-committees/currently-meeting-workgroups/washington-state-dyslexia-advisory-council/about-dyslexia
https://www.k12.wa.us/student-success/support-programs/multi-tiered-system-supports-mtss
https://www.k12.wa.us/sites/default/files/public/ela/pubdocs/FAQ%20for%20Early%20Literacy%20Screening%20Vol.2.4.2020.pdf
https://www.k12.wa.us/sites/default/files/public/lap/pubdocs/2019%20ELA%20Menu%20with%20ADA%20Final-complete.pdf
https://improvingliteracy.org/kit/understanding-dyslexia
https://www.wabi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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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쓰기 능력 선별 검사를 위한 모범 사례: 
교육가
2021~22학년도부터 각 교육구는 난독증과 관련될 수 있는 읽고 쓰기 능력의 발달이 취약한 K–2학년 
학생들을 선별합니다.  

검사 대상 
K–2학년 학생들은 선별 검사를 받습니다. 영어 학습자는 가능한 경우 주요 언어/모국어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학업 선별 도구 
학업 선별 도구는 교육가가 특정한 학습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는 학생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효한 평가입니다..  
 
학업 선별 검사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 능력에 대한 신속한 선별 평가  
• 표준화된 관리 및 채점  
• Washington 학생들을 위한 문화적, 언어적 감응 

 
학업적 선별 도구는 난독증을 진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읽고 쓰기 능력 선별 검사의 관리 
• 가장 효과적으로 교수법과 조정을 제공하려면 유면허의 학급 기록 교사가 선별 검사 도구를 

관리해야 합니다.  
• K–2학년의 모든 교사가 교육구가 선정한 선별 검사 도구에 대한 전문 학습 기회에 참여하고 

발행자의 권고안에 따라 선별 검사 도구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역 교육 
기관(local education agency, LEA)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 LEA는 기관 관리자와 함께 신입 교육가와 직원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갖추게 
하기 위한 전문적인 학습 및 교육 일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선별 검사 과정 
각 교육구의 선별 과정은 해당 교육구가 선택한 선별 검사 도구에 대한 발행자의 권고안에 따라 
다릅니다.  
 
OSPI/난독증 자문위원회는 각 K–2학년별 읽고 쓰기 능력에 대한 권장 연표를 발행했습니다. 해당 

https://www.k12.wa.us/sites/default/files/public/ela/pubdocs/Gradebandmatrix%20Onepager%20Templat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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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전체 세 학년에 음운 인식, 음소 인식 및 문자 소리 지식을 평가해야 합니다.   
• 학년도 중간에 입학한 학생은 다음 검사일에 급우들과 함께 선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입학 이후 최소 4주 후 1회에 한해 '빠른 자동 이름 대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 K–2학년 학생이 최초 선별 검사에서 취약점이 드러나는 경우,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선별 검사 및/또는 진척 상황 모니터링 후, 지정된 직원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선별 검사 

보고서를 학교 지원팀에 배포해야 합니다.     
• 학교 지원팀은 다중 지원 시스템을 통해 조정을 결정하기 위해 보고서를 분석해야 합니다. 
• 가족은 항상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학생의 성취도와 관련한 최신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 단계적 조정을 받은 후에도 학생이 계속해서 난독증과 관련한 취약점을 보이는 경우, 교육구는 

특정 학습 장애가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선별 검사가 필요한 능력 
• 음소 인식: 음성 언어의 소리를 듣고, 식별하고, 삭제하고, 바꾸는 능력 
• 음운 인식: 운율, 두운, 문장 내 단어 수 및 단어 내 음절과 같은 광범위한 언어음을 인식하는 능력  

해당 능력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Reading Rockets 및 읽고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국립 센터를 
참조하세요. 

• 문자 소리 지식: 알파벳 문자로 표현되는 소리에 대한 지식. (여기에는 언어음을 나타내는 문자 
조합도 포함됩니다.)  
해당 능력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Reading Rockets 및 읽고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국립 
센터를 참조하세요.. 

• 빠른 자동 이름 대기(RAN): 일련의 익숙한 항목에 대해 빠르게 이름을 댈 수 있는 능력.  
여기에는 문자, 숫자, 색상 및 교실에서 발견 
가능한 사물이 포함됩니다. 
RAN 능력이 향상될 수는 있지만 이를 사전 
교육하거나 교정할 수는 없습니다. RAN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Understood.org 를 참조하세요.. 

난독증 소개  
난독증은 
• 종종 유전적인 신경학적 원인으로 특히 단어의 개별 소리를 듣고, 대체하고, 바꾸는 능력인 

언어음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어휘 발달, 독해 및 쓰기 표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읽고, 철자를 구별하고, 특히 글자와 소리를 연결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전반적인 지능 또는 감각 능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동기, 관심의 결핍 또는 비효과적인 교실 수업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상: 난독증의 정의/난독증 설명 
Margie Gillis 제공 / Understood.org 
 

https://www.readingrockets.org/reading-topics/phonological-and-phonemic-awareness
https://improvingliteracy.org/brief/how-we-learn-read-critical-role-phonological-awareness
https://www.readingrockets.org/article/alphabetic-principle
https://improvingliteracy.org/brief/alphabetic-principle-phonological-awareness-reading-words
https://improvingliteracy.org/brief/alphabetic-principle-phonological-awareness-reading-words
https://www.understood.org/en/school-learning/evaluations/types-of-tests/rapid-automatized-naming-tests-what-you-need-to-know
https://www.youtube.com/watch?v=kE3DqJP-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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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 
• 난독증 정보지 
• 난독증 정의 
• ORBIDA 난독증 정보지 
• Understood 정보지 

추가 자료 
• OSPI 난독증 웹페이지 
• OSPI MTSS 웹페이지 
• OSPI 영어 영역 모범 사례 프로그램 
• 읽고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국립 센터: 난독증 툴킷 
• 국제 난독증 협회 Washington 지부 
• Reading Rockets  

 
  

https://improvingliteracy.org/brief/defining-dyslexia
https://tinyurl.com/ORBIDAdyslexiaFactSheet
https://tinyurl.com/UnderstoodFactSheet
https://www.k12.wa.us/about-ospi/workgroups-committees/currently-meeting-workgroups/washington-state-dyslexia-advisory-council/about-dyslexia
https://www.k12.wa.us/student-success/support-programs/multi-tiered-system-supports-mtss
https://www.k12.wa.us/sites/default/files/public/lap/pubdocs/2019%20ELA%20Menu%20with%20ADA%20Final-complete.pdf
https://improvingliteracy.org/kit/understanding-dyslexia
https://www.wabida.org/
https://www.readingrocket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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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쓰기 능력 선별 검사의 이해:  
학부모 및 가족
2021~22학년도부터 각 교육구는 난독증과 관련될 수 있는 읽고 쓰기 능력의 발달이 취약한 K–2학년 
학생들을 선별합니다.  

읽고 쓰기 능력 선별 검사 소개 
학업 선별 도구란 
• 추가 검사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간략한 비공식 검사입니다. 
• 학습 장애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아동이 선별 검사를 받는 이유 
• 읽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기의 강력한 조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에 발생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난독증을 포함한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조기 식별 및 조기 조정을 통해 학업적 

성취를 이루며, 대학 생활, 직업 및 시민 생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선별 검사의 관리 
• 학생들은 학급 교사가 선별 검사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친밀한 어른들과 함께하여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최선을 다합니다. 
• 교사가 선별 검사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는 교수법을 계획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시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별 검사가 이루어질 능력 
• 음소 인식: 음성 단어에서 가장 작은 소리 단위를 듣고, 식별하고, 이동시키고, 바꾸는 능력 
• 음운 인식: 운율, 두운(동일한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 문장 내 단어 수, 단어 내 음절과 같은 

언어음에 대한 지식 
• 문자 소리 지식: 알파벳 문자로 표현되는 소리. 여기에는 언어음을 나타내는 문자 조합도 

포함됩니다.  
• 빠른 자동 이름 대기: 일련의 익숙한 항목에 대해 빠르게 이름을 댈 수 있는 능력. 여기에는 

문자, 숫자, 색상 및 교실에서 발견 가능한 사물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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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검사 과정 
각 교육구는 자체적인 학업 선별 검사 도구를 선택하고 교육구에 맞는 일정을 채택하게 됩니다.   
공교육 교육감실(OSPI)과 난독증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학업 선별 검사 관리를 권장합니다. 
• 학교는 학생의 음소 인식, 음운 인식 및 문자 소리 지식에 대한 선별 검사를 최소 연 1 회 

실시해야 합니다. 
o 유치원생: 1 월 
o 1 학년 및 2 학년: 가을  

• 학년도 중간에 입학한 학생은 다음 검사일에 
급우들과 함께 선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학교는 학생의 빠른 자동 이름 대기 능력 
검사를 1 회에 한해 실시해야 합니다. 

• 최초 선별 검사 도구에서 취약점을 드러내는 학생은 추가 조정을 받게 되며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받게 됩니다. 

• 선별 검사 도구를 관리하는 교사는 발행자의 권고안에 따라 선별 검사 도구를 사용하도록 
교육을 받게 됩니다.  

• 가족은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학생의 성취도와 관련한 최신 정보를 받게 됩니다. 

난독증 소개 
난독증은  
• 언어음 처리 과정의 어려움, 특히 단어의 개별 소리를 듣고, 대체하고, 바꾸는 능력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 읽고, 철자를 구별하는 문제 특히 문자와 소리 간의 연결에 문제가 있는 특징을 갖습니다.   
• 어휘를 습득하고 기억하고, 읽은 내용을 이해하고, 생각한 바를 적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전반적인 지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시각적 문제가 아니거나 동기, 관심사, 문학작품에 대한 풍부한 노출의 결핍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추가 정보 
자녀의 교사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선별 검사 도구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난독증(일반적인 읽기 및 쓰기 장애) 및 기타 학습 장애와 관련한 유용한 웹사이트 
링크입니다. 

• 읽고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국립 센터: 난독증 툴킷 
• 국제 난독증 협회 Washington 지부 
• Understood.org 
• LDOnline 
• OSPI 난독증 웹페이지 

 

영상: 난독증의 정의/난독증 설명 
Margie Gillis 제공 / Understood.org 
 

https://improvingliteracy.org/kit/understanding-dyslexia
https://www.wabida.org/
https://www.understood.org/en/learning-thinking-differences/child-learning-disabilities/dyslexia/dyslexia-your-questions-answered?_ul=1*520gyx*domain_userid*YW1wLVpEb2N0b203U3JZYXY1UG9hbDNOb2c.
http://www.ldonline.org/
https://www.k12.wa.us/about-ospi/workgroups-committees/currently-meeting-workgroups/washington-state-dyslexia-advisory-council/about-dyslexia
https://www.youtube.com/watch?v=kE3DqJP-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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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다양한 수준의 사용자 권한을 가진 대체 자료 라이선스는 자료의 특정 콘텐츠 옆에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본 자료에는 제3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관련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3자 링크는 다만 
편의를 위해 제공되며, OSPI는 해당 링크에 대해 어떠한 보증이나 모니터링도 하거나 암시하지 
않습니다.  

본 안내서가 수정된 경우, Washington 공교육 교육감실 로고를 삭제해 실질적인 변경 사항을 
기록하고 제목을 재지정합니다. 다음 인용문을 제공합니다.  

“이 자료는 공교육 교육감실에서 제공한 원본 자료에서 수정되었습니다. 원본 자료는 OSPI 난독증 
웹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OSPI 직원, 양수인 또는 계약자가 작성하지 않은 본 출판물의 모든 요소(이미지, 차트, 텍스트 등)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한은 저작권자가 지정한 방식의 인용문 
설명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요소는 OSPI 공개 라이선스에 대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 중 하나라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추가 정보는 OSPI 인터랙티브 저작권 및 라이선스 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SPI는 성별, 인종, 신조, 종교, 피부색, 출신국, 연령, 명예제대 참전용사 또는 군인 신분, 성별 표현 
또는 성정체성 등의 성적 지향, 지각장애/정신장애/신체장애, 장애인의 안내견 또는 도우미 동물 
이용 등에 근거한 차별 없이 모든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하여 평등한 이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차별 혐의에 관한 질문 및 이의제기는 평등 및 민권 책임자(Equity and Civil Rights Director)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360-725-6162, 우편주소: P.O. Box 47200 Olympia, WA 98504-7200). 

본 자료를 OSPI 난독증 웹페이지(https://www.k12.wa.us/about-ospi/workgroups-
committees/currently-meeting-workgroups/washington-state-dyslexia-advisory-council/about-
dyslexia)에서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요청에 따라 다른 형태로도 
제공됩니다. 자료 센터(Resource Center)에 888-595-3276번, TTY 360-664-363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보다 빠른 서비스를 위해 이 문서 번호(20-0029)를 참조하십시오.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공교육 교육감실에서 제공한 본 안내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어트리뷰트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https://www.k12.wa.us/about-ospi/workgroups-committees/currently-meeting-workgroups/washington-state-dyslexia-advisory-council/about-dyslexia
https://www.k12.wa.us/about-ospi/workgroups-committees/currently-meeting-workgroups/washington-state-dyslexia-advisory-council/about-dyslexia
http://www.surveygizmo.com/s3/2689472/CopyrightLicensingGuide
https://www.k12.wa.us/about-ospi/workgroups-committees/currently-meeting-workgroups/washington-state-dyslexia-advisory-council/about-dyslexia
https://www.k12.wa.us/about-ospi/workgroups-committees/currently-meeting-workgroups/washington-state-dyslexia-advisory-council/about-dyslexia
https://www.k12.wa.us/about-ospi/workgroups-committees/currently-meeting-workgroups/washington-state-dyslexia-advisory-council/about-dyslexia
http://www.k12.wa.us/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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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 Reykdal | 주 교육감 

공교육 교육감 

Old Capitol Building | P.O. Box 47200 
Olympia, WA 98504-7200 

모든 학생이 중등 과정 후 진로, 직업 및 시민적 참여에 

준비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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