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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읽기이해는 읽기의 궁극적인 목표로 읽기이해의 어려움을 조기에 선별

하여 중재하지 못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읽기이해의 문제는 계속될 수 

있다. 읽기이해부진학생을 조기에 선별하여 지도하기 위한 노력은 읽기

이해에 향을 주는 관련변인을 밝혀내는 연구로 이어졌다. 읽기이해에 

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단어인지의 정확성과 속도의 어려움(Catts, 

Herrera, Nielsen, & Bridges, 2015), 배경지식 활용에서의 실패, 초

인지 전략 실패, 낮은 유창성, 어휘력 부족 등이다(Gersten, Fuchs, 

Williams, & Baker, 2001). 이 중 어휘능력은 읽기이해를 예측하는 변

인 중 읽기이해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변인으로 밝혀졌다. 

어휘능력은 단일 단어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문맥 속에서의 단어의미

를 추론하고 단어 사이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어휘능력은 양적 능력과 질적 능력으로 구분된다. 양적 어휘능력은 어휘

의 표면적인 양을 의미하며 얼마나 많은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와 

관련된다. 이에 반해 질적 어휘능력은 학습자가 어휘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지와 관련되는 능력으로 다른 어휘와의 관계 및 맥락에 맞

게 적절하게 어휘를 사용하는 어휘의 화용과 관련된 지식이다(김광해, 

2008).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어휘력 검사 도구는 양적 어휘 

또는 질적 어휘만을 측정하거나 실시방법에 있어서도 개별검사로 실시해

야 하는 등 읽기이해에 위험요소를 지닌 학생들을 조기에 선별하는데 활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어휘의 양적 능력과 질적 능력을 고루 

측정하며 활용도가 높은 집단검사로서의 어휘력 검사 개발이 요구된다. 

Fischer(1973)에 의해 제안된 인지진단모형(Cognitive Diagnostic 

models; CDM)은 인지진단이론을 수리적 ･ 통계적 수식으로 표현하여 

학생들의 문항 반응과 인지요소의 관계를 바탕으로 인지요소의 숙달여부

를 파악하는 모형이다. 인지진단모형은 총점으로 제공되는 기존검사 결

과의 한계를 보완하여 평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며 집단검사를 통해 학

생 개인의 개별적인 인지요소 숙달 여부에 대한 상세 정보를 추론할 수 



- ii -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인지진단모형은 일반학생은 물론이고 능력수준이 

하위인 학생들의 다양한 인지요소 숙달유형을 파악하여 교수학습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분석도구이다. 

이렇게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어휘력을 평가할 경우 총점  

만으로 제공하는 기존 검사 결과와 달리 개별 학생별로 어휘능력에서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주어 어휘력 관련 중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진단모

형 중 DINA모형을 활용하여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어휘능력

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진단평가의 기준학년이자 4학

년 슬럼프 현상(Fourth grade slump)을 겪기 전의 3학년을 대상으로 

어휘능력과 관련된 인지요소를 추출하여 Q행렬을 개발하고 DINA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일반학생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어휘관련 인

지요소의 숙달확률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휘관련 인지요소의 숙달유형에 따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3.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으로 분류된 학생들이 유창성 

및 읽기이해 검사의 수행수준에 따라 어휘관련 인지요소의 숙달확률에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울산, 부산지역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하 으며 이들 중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은 어

휘력 검사결과 하위 15%미만에 해당되는 학생으로 선정하 다. 어휘력 

검사 개발은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문헌연구, 국어과 교육과정 분

석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개발되었다. 먼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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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2학기까지의 초등학교 국어과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및 국내외 

어휘 및 읽기이해 관련 문헌을 통하여 어휘능력과 관련된 인지요소를 추

출하 다. 이후 10명의 전문가들의 협의회를 통해 최종 인지요소를 확

정하 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낱말의 사전적 의미 알기, 낱말 간의 의

미관계 알기, 낱말 간의 범주관계 알기, 동음이의어 및 다의어 의미 변

별하기, 낱말 간의 호응관계 알기, 주변의 어휘 정보 활용하기로 인지요

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하 다. 최종 확정된 인지요소를 바탕으로 인지요

소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과 인지요소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Q행렬을 15

명의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할 40문

항의 어휘력 검사를 개발하 다. 

2차에 걸친 예비검사를 통해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분석하여 문

항을 수정하 으며 확정된 어휘력 검사문항과 Q행렬을 바탕으로 2015

년 12월 모집문건을 통해 검사 참여에 동의한 학교 및 학생들을 대상으

로 개별일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 다. 검사는 40분간 묵독유창성, 읽

기이해, 어휘력 검사 순으로 실시되었으며 이후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코딩하 다. 어휘력 검사의 채점자간 일치도는 100% 다.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코딩한 데이터를 분석하 다. 인지진단

모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어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Q행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합의를 거쳐 Q 

행렬을 개발하 지만 보다 신뢰로운 결과를 얻기 위하여 자카드 계수, 

다중회귀분석, 인공신경망 등의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Q행렬이 타당

한지 확인하 다. 

이후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이 일반학생과 달리 어떤 어휘능력

에서 낮은 수행을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인지진단모형 중 DINA모

형으로 분석하여 두 집단의 어휘관련 인지요소의 평균 숙달확률을 살펴

보았다. 또한 전체 학생들이 어휘관련 인지요소의 숙달유형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고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이 속

한 숙달유형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학생들의 문항반응에 따른 잠재집단

분석(LCA)을 실시한 결과와 인지요소 숙달유형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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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어휘관련 인지요소의 숙달확률과 묵독유창성 및 읽기이해

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후에 묵독유창성과 읽기이해검사의 수행수준에 

따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을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

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어휘관련 인지요소를 확인하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은 6개의 어휘관련 인지요소에서 

일반학생보다 낮은 숙달확률을 보 다. 이들은 낱말간의 의미관계 변별

하기와 관련된 유의어 및 반의어 찾기에서 가장 높은 숙달확률을 보 으

며 낱말의 사전적 의미 알기와 관련된 인지요소에서 가장 낮은 숙달확률

을 보 다. 일반학생은 인지요소별 숙달확률의 차이가 5% 이내 으나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은 인지요소별 숙달확률의 차이가 35%로 

인지요소별 숙달확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은 6개의 어휘관련 인지요소에서 낱말의 사전적 의미 알기, 

낱말간의 범주관계 알기, 낱말 간의 호응관계 알기와 관련된 인지요소에

서 특히 낮은 수행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어휘력 검사가 가지고 있는 어휘의 한 측면만 

측정하던 것을 보완하여 어휘의 양적, 질적 및 활용능력을 모두 측정하

여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어휘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

공한다. 이러한 어휘능력에 관한 정보는 교수학습 현장에서 이들에게 중

점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어휘관련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읽기이

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완해야 하는 어휘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다. 

둘째, 어휘관련 인지요소 숙달에 따라 전체학생은 23개의 숙달유형으

로 구분되었다. 일반학생들은 [111111], [011101], [011111], 

[010111]의 숙달유형을 보 다. 일반학생들은 낱말간의 의미관계 변별

하기, 동음이의어 및 다의어 의미 변별하기, 주변의 어휘정보 활용하기

와 관련된 인지요소를 공통적으로 숙달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은 [000000], [010101],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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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1], [011101]의 숙달유형을 보 다. 또한 전체학생의 문항반응

에 따라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은 2

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절단점 근

처의 점수분포에 속한 학생들의 인지요소 숙달유형을 살펴 본 결과 동일

한 점수를 지녔음에도 인지요소 숙달유형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는 총점기반 어휘력 평가에서 줄 수 없는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

생들의 어휘에서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

러한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는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별화교육계획

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인지요소 숙달유형에 따라 얻어

진 진단정보는 지도와 진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교실 수업의 형태로 어휘관련 인지요소를 숙달하지 못한 학생

들을 위한 소그룹 또는 개별지도 형태의 의도적인 어휘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개발하는데 인지요소 숙달유형이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어휘는 유창성보다는 읽기이해와 상관이 높은 읽기 역이다 또

한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 중 묵독유창성, 읽기이해에서도 하위 

15%미만의 낮은 수행을 보이는 학생들은 다른 하위집단에 비해 문맥적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어휘관련 인지요소에서 뚜렷하게 낮은 수행을 보

다. 이는 어휘가 유창성보다는 읽기이해에 향을 미치는 읽기기술임

을 보여준다. 또한 모든 읽기 역에서 낮은 수행을 보이는 학생들은 문

맥적 정보를 활용하는데 취약하며 이는 이러한 과제들이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을 선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손쉽게 인지진단모형을 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

록 Q행렬을 개발하고 타당화 하는 과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

다. 인지진단모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Q행렬 개발 및 이에 따

른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지요소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전문가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고 모든 전문

가의 의견의 일치를 이루기도 어렵다. 따라서 Q행렬 개발에 관한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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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하기 위해 Q행렬 개발에 대한 지침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

합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

해서 컴퓨터를 활용한 맞춤형 검사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지닌 인지요소 상의 약점과 강점을 진단하고 이

를 교육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모든 문항을 풀지 않아도 문

항반응 결과에 따라 최소한의 문항만으로 숙달확률을 제공하고 이에 대

한 교육계획까지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활용 검사도구의 개발이 필요하

다.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검사결과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교육현장에 

실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검사 결과 활용에 관한 교사 연수 프로그

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지진단모형의 결과로 주어지는 학생들의 강약점 진단이 

교수학습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인지요소 숙달유형에 따른 약

점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진 후 어휘능력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지진단모형의 결과에 따른 지도 후 인

지요소 숙달유형을 타당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읽기장애, 어휘능력 부진, 어휘, 인지진단모형, 인지요소, 

         숙달유형, 숙달확률, DINA

학  번 : 2014-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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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읽기이해는 읽기의 궁극적인 목표로 텍스트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의미를 파악해내는 능력으로 정의된다(McCardle, Scarborough, & 

Catts, 2001). 읽기이해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보다 강조되며(김동일, 

이대식, 신종호, 2009), 학교 학습을 통해 반드시 성취해야 할 기술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는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보이

는 학생들이 여전히 있으며, 이들의 상당수는 저학년 때 보인 읽기이해

의 어려움을 이후 학년에서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Wigfield, 

Gladstone, & Turci, 2016). 따라서 읽기이해의 어려움을 조기에 선별

하여 중재하지 못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될 수 있으므로

(Cunningham & Stanovich, 1997) 이들을 조기에 확인하고 중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Swanson & Harris, 2013). 

읽기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읽기이해에 향을 주는 관련변인

에 관한 연구로 이어져 지속적으로 특수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분야에서도 연구되었다. 이러한 읽기이해 예측변인에 관한 연구(Catts, 

Herrera, Nielsen, & Bridges, 2015; Jenkins, Fuchs, Van Den 

Broek, Espin, & Deno, 2003; Nation & Snowling, 2000)는 단어인

지의 정확성과 속도의 어려움이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에게 보이는 문제점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Shankweiler와 그의 

동료들(1999)은 읽기이해의 어려움이 문맥 내에서의 단어인지 결핍에서 

나온다고 하 다. 또한, 전략적 정보처리나 배경지식 활용에서의 실패, 

초인지적 인식 부족, 어휘나 텍스트 구조에 대한 지식 부족, 낮은 읽기

유창성, 수동적인 읽기는 학생의 읽기이해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Gersten, Fuchs, Williams, & Baker, 2001).  

읽기이해 관련변인에 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애화

(2013a)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읽기이해를 예측하는 변인은 어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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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생들의 읽기이해를 예측하는 변인은 어휘와 문장이라고 하 으며 

어휘가 읽기이해 성취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종단적 예측변인임을 밝혀

내었다. 또한 김동일, 조 희, 고혜정(2015)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의 묵독유창성과 어휘지식, 문장구성능력이 읽기이해에 향을 주며 이

런 현상은 읽기이해부진 학생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

다. 이러한 읽기이해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는 추후에 읽기이해에 위험요

인을 가진 아이들을 조기에 선별하고, 읽기장애나 읽기장애 위험군 학생

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중재요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장애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어휘는 읽기이해 능력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이다(김동일, 이일

화, 2010; 김애화, 유현실, 김의정, 2010; 김애화, 황민아, 2008). 이러

한 어휘능력과 읽기이해 능력과의 관계는 앞서 살펴본 읽기이해 관련변

인에 관한 요인분석뿐만 아니라 상관분석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다수의 

논문에서(김애화 외, 2008; 정미란, 2013; Anderson & Freebody, 

1985; Cunningham & Stanovich, 1991; Martino & Hoffman, 2002; 

Nelson-Herber, 1986) 어휘력은 읽기이해와 .558~.620의 높은 상관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도 보인다. 또한 어휘는 읽기이해과정 

모형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읽기이해모형 중 DIME 모형

(Direct and Inferential Medication Model)을 검증하고자 한 

Cromley와 Azevedo(2007)의 연구에 따르면 어휘와 배경지식이 읽기

이해에 미치는 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경지식과 어휘와

의 상관이 .55~.84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어휘가 읽기이해에 미치는 

향력은 매우 크다고 하 다. 

마지막으로 읽기이해와 어휘력과의 주요한 관계는 읽기이해 중재관련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읽기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방

법에 관한 연구는 학생들에게 어휘를 지도한 결과 어휘지식 뿐만 아니라 

읽기이해 능력에서도 향상을 보 다고 보고한다(Beck & McKeown, 

1983; Oslund, Clemens, Simmons, Smith, & Simmons, 2016). 이

처럼 어휘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읽기유창성을 획득할 수 있고,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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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이해력도 향상된다는 연구(김애화, 황민아, 2008; 오화선, 2007; 

윤성혜, 2008)의 결과들은 읽기유창성과 읽기이해 능력 향상에 어휘력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한 단락의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 수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National Reading Panel, 2000). 어휘

는 단어들의 집합적 개념으로 어휘능력은 단일 단어를 이해할 뿐만 아니

라 문맥 속에서의 단어 의미를 추론하고 단어 사이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김애화, 김의정, 김자경, 최승숙, 2012). 이처럼 

아동이 어휘를 안다는 것은 그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구사하

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어휘능력은 하나의 능력으로 규

정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능력의 집합체로 보아야 한다. 어휘능력은 크

게 양적 능력과 질적 능력으로 구분된다(김광해, 1993; Anderson & 

Freebody, 1981). 양적 어휘능력은 어휘의 표면적인 양을 의미하며 얼

마나 많은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와 관련된다. 이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알기로 반 되어 평가된다. 이에 반해 질적 어휘능력은 학습자가 

어휘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지와 관련되는 능력으로 다른 어휘

와의 관계 및 맥락에 맞게 적절하게 어휘를 사용하는 어휘의 화용과 관

련된 지식이다(김광해, 2008). 이러한 질적 어휘능력의 구성요소에 관

해 이기연(2012)은 단어 간의 의미 차이 변별, 단어의 맥락적 의미 추

론, 단어의 선택제약 및 의미제약의 화용능력으로 구분된다고 하 다. 

선행연구들은 학습장애 학생들의 어휘능력과 관련하여 양적 어휘능력 및 

질적 어휘능력 모두에서 일반학생들과 비교하여 차이를 보인다고 하 다

(Simmons & Kameenui, 1998; Swanson, 1986). 따라서 읽기 학습

부진 및 장애학생들이 어휘능력의 어떤 구성요소가 부재하는 지를 파악

하는 것은 읽기이해에 위험군 학생들을 조기에 선별하고 이들을 지도하

는 데 직접적인 향을 줄 수 있다. 

읽기이해에 위험요소를 지닌 학생들의 어휘능력을 진단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어휘력 검사도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용 중

인 어휘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 검사는 어휘의 양적능력만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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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검사이거나 단어와 그림을 연결하는 단순한 어휘능력만을 측정

하고 있어 이를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의 어휘능력을 진단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어휘능력 검사가 

실시방법에 있어서 교사가 일대일로 학생들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

어 있어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데 검사 활용의 용

이성이 낮다. 마지막으로 학교현장에서 국어시험을 읽기이해부진 및 장

애학생들의 조기선별 검사도구로 활용하기에는 점수 이외에 제공되는 정

보의 양이 적어서 이를 활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이처럼 기존의 어휘

력 검사도구 및 국어시험은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을 조기

에 선별하고 이들의 어휘능력을 진단하는 데 활용하기에는 세밀하지 않

은 잣대이다. 따라서 어휘의 양적 및 질적 능력을 모두 포괄할 수 있으

며 학생들의 현재 어휘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석도구가 필요하다. 

Fischer(1973)에 의해 처음 제안된 인지진단모형(Cognitive 

Diagnostic model; CDM)은 평가결과의 기저에 있는 인지과정의 강점

과 약점을 확인하고 진단하는 것이다(Gierl, 2007; Yang & 

Embretson, 2007). 1970년대에 처음 제안된 인지진단모형은 

Tatsuoka(1983)가 제안한 규칙장 모형으로 확장되었으며, 이후 Snow

와 Lohman(1989)이 인지심리학에 측정이론을 접목하여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 다. 다시 말해 인지진단모형은 인지진단이론(Cognitive 

Diagnosis Theory)을 수리적・통계적 수식으로 표현하여 학생들의 문

항 반응과 인지요소의 관계를 바탕으로 인지요소의 숙달 여부를 파악하

는 모형이다. 따라서 인지진단모형을 평가에 적용할 경우 그 결과로서 

학생의 인지요소 숙달 여부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학생의 숙달유형에 대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인지

진단모형은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들에게 폭넓은 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여 이들 간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한다. 이에 더하여 

학생이 습득한 인지요소가 무엇인지 명확히 진단할 뿐 아니라 학생의 추

후 학습 내용 및 진전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Rousso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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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Templin & Henson, 2010). 

인지진단모형은 기존의 총점으로 제공되는 검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평가 본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선행연구에서 

평가결과 해석에 활용한 바 있다(김성훈, 2005; 김성훈, 송미 , 2009; 

Tatsuoka, Corter, & Tatsuoka, 2004; Xu & Davier, 2006). 또한 

인지진단모형은 학습부진학생들의 다양한 숙달유형을 파악할 수 있어 이

들의 교수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혜정, 2014; 김경리, 2013; 

Tatsuoka, Birenbaum, & Arnold, 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진단모형을 활용하여 읽기 학습부진 및 장

애학생들의 어휘능력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진단평가

의 기준학년이며, 읽기를 위한 학습에서 학습을 위한 읽기로 전

환하는 시기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어휘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Fourth grade slump(Chall, 1983)라는 용어가 말해주듯, 4

학년부터 나타나는 읽기이해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4학년

이 되기 전인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휘능력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초등학교 3학년 학생

들의 어휘능력을 진단하기 위해서 어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반 한 

Q행렬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타당화를 실시하 다. 타당화가 검증된 Q

행렬을 바탕으로 첫째, 일반학생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어휘

능력과 관련된 인지요소의 숙달확률을 비교하여 일반학생과 읽기 학습부

진 및 장애학생들이 차이를 보이는 어휘 관련 인지요소는 무엇인지 확인

하고자 한다. 둘째, 일반학생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이 어휘 인

지요소 숙달유형에 따라 잠재적으로 어떻게 분류되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셋째,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으로 분류된 학생들이 유창성과 읽

기이해 검사의 수행수준에 따라 어휘 인지요소별 평균 숙달확률에 차이

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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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인지진단모형을 활용하여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

의 어휘능력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어휘관련 인지요소를 문헌연

구를 통해 추출하고 문항과 어휘 인지요소의 관계를 나타내는 Q행렬을 

내용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개발하 다. 전문가들이 개발한 Q행렬이 

타당한지 통계적으로 확인한 뒤 Q행렬과 학생들의 어휘력 검사 문항의 

반응을 분석하여 다음의 연구문제에 따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의 

어휘능력을 진단하 다. 첫째, 일반학생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

의 어휘능력과 관련된 인지요소의 숙달확률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

로써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이 어휘능력에서 보이는 어려움을 진

단하고자 한다. 둘째, 전체 학생들이 어휘관련 인지요소의 숙달유형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고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

들이 속한 숙달유형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읽기 학습부

진 및 장애학생으로 분류된 학생들 중 유창성 또는 읽기이해 검사에서도 

하위 15%미만의 점수를 보이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어휘 

인지요소 평균 숙달확률을 비교하여 어떤 어휘관련 인지요소에서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하위집단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일반학생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어휘 관련 인

지요소의 숙달확률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휘 관련 인지요소의 숙달유형에 따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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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으로 분류된 학생들이 유창성 

및 읽기이해 검사의 수행수준에 따라 어휘관련 인지요소의 숙달확률에 

차이가 있는가? 

3. 용어 정리 

1)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 

학습부진은 일반적으로 학생의 능력에 비추어 기대되는 성취보다 실제 

나타난 성취가 현저하게 낮은 상태를 이르는 용어이다(Reis & 

McCoach, 2000; 김동일, 1999). 읽기 학습부진은 읽기 역에서 학습

부진을 보이는 학생들로 읽기를 위해 요구되는 기술은 음운인식, 단어인

지, 유창성, 어휘, 읽기이해로 나눌 수 있다(National Reading Panel, 

2000). 이에 비해 학습장애는 개인 내적 원인으로 인하여 일생동안 발

달적 학습(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해결 등)이나 학업적 

학습(읽기, 쓰기, 수학 등) 역들 중 하나 이상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한국특수교육학회, 2008). 본 연구에서는 학습장애 

진단방법 중 저성취모형에 따라 읽기 하위 역 중 어휘검사에서 백분위 

점수가 하위 15%미만의 점수를 받은 읽기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을 읽

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으로 정의하 다. 

2) 어휘능력

어휘는 읽기이해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김애화 외, 2008; Pearson, 

Hibert, & Kamil, 2007; Nelson & Stage, 2007), 이러한 어휘능력이 

양적과 질적으로 갖추어져야만 읽기이해가 가능하다. 양적 어휘능력은 

어휘의 표면적인 양을 의미하며 얼마나 많은 단어의 의미를 아는지와 관

련된다. 이에 반해 질적 어휘능력은 학습자가 특정 어휘의 의미를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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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깊고 넓게 이해하는지와 관련되며 다른 어휘와의 관계 및 맥락에 맞

게 적절하게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

휘능력을 양적 및 질적 어휘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능력으로 정의하 다. 

3) 인지요소

인지요소는 진단평가에서 자주 활용되는 용어로 Rupp, Templin 와 

Henson(2010)은 인지요소를 학생의 진단적 상태를 표현하는 범주적인 

잠재변수라고 정의하 다. 이처럼 인지요소는 특정 문항의 정확한 답을 

유추하기 위해 요구되는 학생의 능력 및 인지과정, 지식, 기능 등을 일

컫는 용어이다(김성훈 외, 2009). 본 연구에는 인지요소를 어휘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풀기 위해 요구되는 어휘지식, 기능 등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어휘관련 인지요소는 낱말의 사전적 의미 알기, 낱말 

간의 의미 변별하기, 낱말 간의 범주관계 알기, 동음이의어 및 다의어 

의미 변별하기, 낱말 간의 호응관계 알기, 주변의 어휘 정보 활용하기이

다. 

4) 묵독유창성  

일반적으로 유창성은 단어를 읽는 속도와 정확도를 의미하며 많은 노

력을 들이지 않고 유창하게 소리 내어 읽는 능력(Clark, 1995)을 말한

다. 본 연구에서는 유창성을 묵독유창성으로 측정하 는데 묵독유창성이

란 소리 내지 않고 단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눈으로 읽는 능력이다(김동

일 외, 2015). 묵독유창성은 단어수준 및 문장수준으로 다양하게 측정

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띄어쓰기가 생략된 단어의 음절 목록을 소

리내지 않고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단어와 단어 사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구별하는 능력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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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읽기이해와 어휘능력

1) 읽기이해 

읽기는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상당수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역이

다(김동일, 손승현, 전병운, 한경근, 2010). 읽기는 학교에서의 학습뿐만 

아니라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시나 소설 등을 읽는 여가생활을 

위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동일 외, 2009). 이처럼 읽기

는 인간이 터득하고자 하는 가치로운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며(최

미숙 외, 2012),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이다. 이러한 읽기는 해독과 읽기이해로 나뉠 수 있으며 해독기술이 

완성되더라도 읽기유창성, 어휘력, 사전지식, 추론능력 등의 부족으로 읽

기이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Vaughn, Gersten, & Chard, 

2000). Nation & Snowling(2000)은 음독과 읽기이해 능력이 모두 정

상인 집단과 음독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읽기이해 능력이 또래에 비해 

지체되는 아동을 비교한 결과 이들 아동이 음운론적 기술, 의미론적 기

술 및 구문능력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 다. 이는 읽기이해를 위해

서 음독 이외의 다른 언어적 기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읽기이해란 자

신이 지닌 사전지식을 텍스트의 정보과 통합하면서 의미를 형성하는 역

동적인 과정이다(Williams, 1998). 이러한 읽기이해는 읽기의 완성이며 

능숙한 독자와 서툰 독자를 구분 짓는 중요한 잣대이다. 읽기이해에 

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읽기이해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

어지는지를 설명한 읽기이해과정 모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지금까지 논의된 읽기이해과정 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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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읽기이해과정 모형 

읽기이해과정은 정보처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크게 상

향식 모형(bottom-up model), 하향식 모형(top-down model), 상호

작용 모형(interactive model)으로 구분된다. 이들 모형은 순차적으로 

각 모형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상향식 모형은 텍스

트 변인을, 하향식 모형은 독자변인을 강조하며, 상호작용식 모형은 이

들 두 가지 변인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모형이다. 각 모형에 대한 자세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상향식 모형 

상향식 모형은 문자의 세부 특징과 같은 작은 요소에서 시작하여 단어

와 구, 절, 문장과 같은 큰 단위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읽기를 설명한다. 

이 모형은 각 과정에서 지원되는 지식 기반이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읽기를 위해서는 문자에 대한 일상적 패턴(pattern recognition 

routines), 코드북(code book), 어휘 사전(lexicon), 통사 의미적 규칙

(syntactic & semantic rules), 음성화 규칙(phonological rules) 등의 

지원을 통해 읽기의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상향식 모형

은 읽기 기능의 발달 순서를 해독 – 단어 이해 – 글의 이해로 진행된다

고 가정한다. 이러한 상향식 모형에 따르면 해독이 자동화되지 않으면 

많은 인지적 자원이 해독에 집중되어 읽기이해에 충분한 인지를 할애할 

수 없으므로 독해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한다(Laberge & Samuels, 

1974). 그러나 상향식 모형은 문자의 지각과 해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의미의 처리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는다. 더욱이 읽기이해는 문자 기호의 정확한 해독에서 시작하여 자동

적으로 형성된다고 보고, 읽기이해에 있어서 독자의 역할을 수동적으로 

해석하며 글의 의미는 문자에 귀속되기 때문에 정확한 한 가지의 의미만 

있을 수 있다고 유추한다. 따라서 상향식 모형은 읽기이해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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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가 적다는 비난을 받는다. 

나. 하향식 모형 

하향식 모형은 읽기이해에 있어서 배경지식의 비중을 높이 평가하는 

모형으로 의미에서 문자인식에 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하향식 모형은 

상향식 모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인 읽기를 의미 구성 과정으로 보지 않

고 글 중심의 해독과정으로 본다는 점과 독자의 능동적인 읽기 행위보다 

세분화된 낱자의 기능숙달을 강조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모형이다(노명완, 1990). 이에 하향식 모형은 글 속의 언어 기호뿐만 

아니라 독자가 이미 형성하고 있는 배경지식을 단서로 해독이 이루어진

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하향식 모형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읽기이해가 이

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으며 읽기이해과정에 어떤 의미적 단

서를 활용하고 이러한 의미 단서가 해독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해

주지 못한다. 하향식 모형은 글의 의미가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으며 독

자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독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산출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읽기이해에서 

독자 요인이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며 읽기이해를 위해서는 독자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다. 상호작용 모형 

Rumelhart(1977)가 제안한 상호작용 모형은 읽기이해를 상향식 또는 

하향식 모형과 같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정보처리가 아닌 두 

모형을 상호보완적으로 종합한 모형이다(노경완, 1990). 상호작용 모형

에서는 읽기이해가 이루어지기 위해 독자의 사전 지식뿐만 아니라 텍스

트의 해석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상호작용 모형은 현재 읽기이해

를 설명하는 이론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모형이며 또한 인지심리학자들

에게 자세하게 다루어지는 이론이다. 상호작용 모형에 따르면 텍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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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한다는 것은 텍스트의 내용 정보, 맥락적 상황 정보, 독자의 선행지

식이 통합되는 능동적인 구성과정이다. 따라서 읽기이해는 의미를 구성

하는 언어 지식의 여러 수준과 인지 능력의 동시적 작용을 통해 이루어

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읽기이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단일 

요인이 아닌 중다 요인으로 보는 최근의 관점을 반 하는 것이기도 하

다. 읽기이해 과정 모형에 관한 3가지 모형을 요약 정리하면 <표 Ⅱ

-1>과 같다. 

<표 Ⅱ-1> 읽기이해 과정에 관한 모형의 비교분석(천경록, 2008 : 259)

기준 상향식 모형 하향식 모형 상호작용 모형 

의미의 

위치
글 독자 독자, 글

의미의 

의미 
저자가 의도한 의미 

독자가 구성한 

의미 

독자가 구성한 

의미 

읽기 유형 글 중심의 읽기 독자 중심의 읽기 

글, 독자의 

상호작용 중심의 

읽기 

읽기 관점 

분절, 기능

독해 = 해독 × 

듣기

전체, 전략 균형, 절충 

강조점 해독, 정음법 스키마, 예측 구성, 독해 

주요 읽기 

형태 
음독, 낭독 묵독 

발췌독, 재독, 확인, 

통합 

배경 

심리학 
행동주의심리학 형태심리학 인지심리학 

주요 

이론가 
P. Gough K. Goodman D. Rumelhart

읽기 자료 통제된 교재 이야기 책 
통제된 책과 

이야기 책 

읽기 

지도모형

의 예 

직접교수법 탐구학습법 균형적 지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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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읽기 평가 모형 

모든 읽기 검사는 모형을 기반으로 개발된다. 이러한 읽기 검사에 관

한 모형은 읽기 검사의 결과로 나타난 점수로 학생의 읽기 능력의 패턴

을 인지하고, 이후 중재방향을 결정하고, 읽기에서의 학생의 강점과 약

점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준다. 읽기 평가 모형은 크게 결손 모형, 맥락

적 모형, 단계 모형, 인지 모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가. 결손 모형(The Deficit Model) 

의학적 모형으로 불리는 결손 모형은 학생들의 읽기에서의 어려움을 

특정 부분의 결손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결손된 부분을 치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재를 실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치료를 주

목적으로 하는 중재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계획된 중재에 적절하게 반응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중재의 목표를 둔다. 그러나 이러한 결손 

모형은 아동의 읽기 문제가 단 하나의 치료 가능한 결손 또는 이유 때문

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후 학년에

서 읽기 문제를 가질 수 있는 위험을 지닌 학생들을 중재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 결손 모형은 읽기이해 과정에 관여하는 변인의 결함에 집중한

다. 결손 모형의 대표적인 읽기모형은 Gough와 Tunmer(1986)가 제안

한 단순읽기모델(The simple view of reading)이다. 단순읽기모델은 

읽기이해가 해독(decoding)과 언어이해(language comprehension)의 

결과라고 하 다. 이러한 단순읽기모델은 독자가 쉬운 읽기과제에서 보

다 어려운 읽기과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해독에서 언어이해로 전환된다고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검증된 연구는 없다(Catts, 

Hogan, & Adolf,  2005). Wolf와 Bowers(1999)는 읽기부진 아동들

이 처리속도에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창성을 읽기능력의 

중요한 요소로 주장하 다. Joshi와 Aaron(2000)도 유창성을 포함한 

단순읽기모델이 3학년 학생들의 읽기이해를 더 잘 예측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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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dolf, Catts와 Little(2006)은 읽기유창성이 4학년에서 8학년 

학생들의 읽기이해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하지 않으며 유창성을 읽기이해

의 독립적인 요소로 볼 수 없다고 하 다. 

Cromley와 Azevedo(2007)은 9학년 학생들의 읽기이해과정에 향

을 주는 변인을 중심으로 DIME(the Direct and Inferential 

Mediation)모형을 제안하 다. 이들은 단어재인, 어휘, 추론능력, 배경지

식, 전략 등을 읽기이해과정에 향을 주는 변인으로 보았다. Cromley

와 Azevedo(2007)의 DIME모형은 [그림 Ⅱ-1]과 같다. DIME 모형은 

5가지 읽기이해 관련변인의 어려움이 읽기이해의 어려움에 향을 준다

고 보고 읽기이해 관련변인에 대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

다. DIME모형은 읽기이해 변량의 66%를 설명하며, 읽기이해에서 낮은 

수행을 보이는 하위 30%의 학생들은 어휘와 배경지식에서 가장 낮은 

수행을 보이므로 이들의 읽기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휘 및 배경

지식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 다. 

[그림 Ⅱ-1] DIME 모형(Cromley & Azevedo, 2007 : 313)

나. 맥락적 모형(The Contextual Model)

읽기 평가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지닌 맥락적 모형은 적절한 맥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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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질 때 대상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Biederman(1972)의 

이론에 근거한다. 이 모형은 읽기장애가 학생이 지닌 결함을 반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지만 여기에 두 가지 다른 가능성을 포함하는 관점을 

제안한다. 첫째, 학생에게 제공된 읽기 수업의 방식과 형태의 차이로 인

해 읽기이해가 발생한다는 관점이며 이는 학생들의 읽기 문제 및 결손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교수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둘째, 교수적 문제와 함께 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으로 읽기의 

결함이 생길 수 있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읽기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조정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적 모형에 

따르면 읽기의 어려움은 학생, 학생에게 제공되는 자료, 학생이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된다. 

다. 단계 모형(The Stage Model)

단계 모형은 읽기이해가 독자와 텍스트의 상호작용이라는 가정 하에 

읽기능력이 독자의 자연적 성숙과 교육에 따라 개인마다 읽기 이해의 발

달 정도가 각기 다르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단계 모형은 읽기이해에 관

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다 상세하게 제공하며 읽기 발달에 따라 학습자에

게 적절한 읽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한다. 읽기 발달 단계의 대표

적인 모형은 Chall(1983)의 독해력 발달 단계 모형과 Spear-Swerling

과 Sternberg(1994)의 독해력 발달 모형이다. Chall(1983)의 독해력 

발달에 관한 이론은 Piaget의 인지 발달 이론과 단계 이론에 향을 받

았다. Chall(1983)은 개인 내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일반

적인 독해력 발달순서에서 발달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 다. 

Chall(1983)은 독해력 발달 순서를 0~5단계인 6단계로 가정하고 이를 

설명하고 있다. 

0단계는 태어나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에 해당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아동은 일정한 문자체계를 가진 문화권에서 생활하면서 문자, 단

어, 텍스트에 관한 지식 등을 습득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특히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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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며 단어를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초등학교 1~2학년에 해당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아동은 인

쇄된 단어를 인지하기 위해 시각적, 청각적 정보를 처리하고 철자와 소

리를 연합시키는 방법을 익힌다. 

2단계는 초등학교 2~3학년에 해당되는 시기로 이 시기는 문자의 해

부호화 과정이 자동화되며 단어인지의 정확성과 속도가 향상되므로 유창

성 단계라고 불리기도 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친숙한 내용과 반복

된 텍스트를 읽으면서 문맥을 활용한 단어인지의 유창성이 발달하는 시

기이다. 

3단계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되는 시기로 이 시기의 학생들은 2단

계에서 습득된 유창성 기술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빨라진 단어인지 능력

을 가지며 텍스트의 내용에 집중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학생

들은 새로운 지식 및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학습을 위한 읽기를 하는 시

기로 볼 수 있다. 

4단계는 청소년기인 중학교 고학년 및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읽기에 관한 복합적인 관점을 갖는 단계로 이미 얻

은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을 통해 읽기를 활용한다. 이러한 과정

에서 메타인지적인 정보를 사용하기도 한다. 

마지막 5단계는 18세 이후로 읽기의 통합단계로 불리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다양한 입장을 지닌 복잡한 텍스트를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읽기

활동을 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학생들은 기존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

행지식과 함께 읽기자료를 취사선택하고 선택한 텍스트를 이해하며 선행

지식과 통합하는 활동을 한다. Chall(1983)이 제안한 읽기의 단계모형

은 [그림 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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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읽기 단계모형(Chall, 1983) 

Chall(1983)의 향을 받아 Spear-Swerling & Sternberg(1994)은 

읽기이해에 관한 발달모형을 제안하 다. 대부분의 발달모형이 일반적인 

학생의 읽기이해 발달에만 초점을 두고 개발된 것과 달리 이들은 일반적

인 읽기이해의 발달을 토대로 발생 가능한 읽기 저성취의 패턴을 상세하

게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이들 모형이 인지심리학, 독해, 교육 

분야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임을 엿볼 수 있게 한다. 

Spear-Swerling & Sternberg(1994)의 발달 모형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학령기 이전의 아동들이 속하는 단계로 이 단계의 아동들은 

단어를 인지하기 위해 색깔과 로고 등의 시각적인 단서를 사용한다. 2단

계는 음성적인 단서를 활용하여 단어인지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초등학교 

입학 직후의 아동들이 해당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단어인지를 위

해 음성적인 단서를 사용한다. 그러나 음성적인 단서를 불완전하게 사용

하여  문자의 해부호화를 하지 못하는 아동들은 문장의 문맥적 단서에 

의존하는 현상을 보인다. 

3단계는 통제된 단어인지 단계로 이 단계에 속한 아동들은 풍부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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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법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단어인지 기술을 완전히 습득한다. 그러나 

이 단계의 단어인지는 자동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단계에 해당되는 

아동들은 단어인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단계는 자동화된 단어인지 단계로 아동들은 대부분의 단어를 힘들이

지 않고 인지할 수 있다. 이 단계에 해당되는 아동들은 새로운 정보와 

개념을 획득하기 위해 독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많은 학자들이 읽기

이해를 위해 단어인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

다. 자동화된 단어인지가 이루지는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논란

이 있지만 늦어도 초등학교 3학년 전에는 단어인지가 자동화된다고 볼 

수 있다. 

5단계는 전략적인 독해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초등학교 3학년 이

상의 학생들이 이 시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자동화된 단어인지를 바

탕으로 메타인지 능력과 선행지식을 바탕으로 독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

한 전략을 습득하고 활용한다. 이러한 전략적인 독해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과제의 난이도가 중요한데 아동에게는 이전보다는 어

려운 개념 및 어휘가 포함된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6단계는 독해 발달 모형의 최종단계로 매우 숙달된 독해활동이 이루

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독자는 매우 발달된 독해활동을 보이며 선

행지식과 어휘의 증가에 의해 발달이 촉진된다.

Spear-Swerling & Sternberg(1994)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

반적인 독해력 발달 단계와 함께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읽기 문제

에 대해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철자 체계의 미 습득으로 인한 

읽기 곤란이다. 이는 시각적인 단서를 이용한 단어 인지 단계에서 벗어

났으나 철자 체계에 관한 지식의 부재로 인해 그림이나 단어 모양과 같

은 다른 단서에 의존하여 단어인지를 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음운인식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중재가 요구된다. 

둘째, 보상적인 단서를 이용한 단어인지이며 이는 음성적인 단서를 이

용한 단어 인지에서 이탈한 것이다. 이러한 아동들은 단어인지를 위해 

일견 읽기나 문맥적 정보에 기대어 단어를 인지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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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인지적 자원을 단어인지를 위해 활용하므로 읽기이해에서 어려움

을 가지게 된다. 

셋째, 자동화되지 못한 단어인지이며 이는 통제된 단어 인지 단계에서 

이탈한 경우이다. 이들은 단어인지를 위해 보상적 단서들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보상적인 단서를 이용하는 독자와는 달리 불완전한 단어인지가 

이루어진다. 

넷째, 단어인지 습득의 지체로 자동화된 단어인지 단계에서 이탈된 경

우이다. 이들은 많은 노력으로 정확하고 자동화된 단어인지 기술을 획득

하지만 또래 아동에 비해 읽기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해 읽기 저성취를 경

험한다. Spear-Swerling & Sternberg(1994)의 읽기모형은 [그림 Ⅱ

-3]과 같다

[그림 Ⅱ-3] 읽기모형(Spear-Swerling & Sternberg, 1994 : 92)

라. 인지 모형(A Cognitive Model)

지금까지 논의된 결손 모형, 맥락적 모형, 단계 모형은 읽기가 단어재

인, 읽기이해, 전략활용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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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Kenna와 Stahl(2012)은 위에서 제시한 읽기의 3가지 구성요소의 

인지적 활동을 통해 읽기가 이루어지며 읽기의 어려움을 이들 요소 중 

하나 이상에서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읽기에 관한 인지

모형을 제안하 다. McKenna와 Stahl(2012)이 제안한 인지모형은 [그

림 Ⅱ-4]와 같다. 

[그림 Ⅱ-4] 읽기이해 인지모형(McKenna & Stahl, 2012 : 13)

McKenna와 Stahl(2012)가 제안한 인지모형은 읽기이해가 단어재인

의 자동화, 언어이해, 전략지식이 필요한 과정이며 읽기이해의 3가지 구

성요소에 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읽기의 어

려움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2) 어휘능력

어휘(vocabulary)란 단어(word)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단어가 모여서 

이루어진 집합을 지칭한다(김광해, 2003; 이관규, 2004). 어휘는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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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단위로 어휘에 관한 지식이 많을수록 어휘능력은 증대된다. 모국

어 화자에게 있어서 가장 급격한 어휘의 성장은 어린 시절에 일어나지만 

어휘 지식은 새로운 경험, 발명, 개념, 사회 경향, 학습에 대한 기회 등

에 따라 성인 시기까지 자연스럽게 발전한다(Read, 2002).

이러한 어휘능력에 관한 논의는 어휘부 또는 머릿속 사전(mental 

lexicon)의 구조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어휘능력은 어휘

에 대한 지식, 어휘를 활용하는 능력, 어휘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좋은 어휘부를 가진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적으로 풍

부한 어휘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 이들 어휘들의 관계, 어휘의 화용에 관

한 지식인 질적 지식도 지녀야 한다(구본관, 2011). 이러한 어휘에 관

한 지식은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역이므로(Beck & Mckeown, 2011), 

읽기이해와 관련하여 개인의 어휘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닌 

어휘의 양을 측정하는 것과 함께 단어 지식의 깊이를 살펴볼 수 있는 평

가가 더욱 신뢰로운 개인의 어휘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Joshi, 

2005). 

어휘능력과 관련된 지식의 다차원성에 대해서는 김광해(1993), 

Nation(2001)과 이기연(2006, 2012)로 하위 구성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광해(1993)의 어휘능력의 구조는 <표 Ⅱ-2>와 같다. <표 Ⅱ

-2>에 따르면, 김광해(1993)은 어휘능력을 양적 차원과 질적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 다. 

<표 Ⅱ-2> 어휘능력의 구조(김광해, 1993 : 306)

1. 양적 능력 – 어휘의 양 

2. 질적 능력 

가. 어휘소의 의미에 대한 이해 

1. 단일 어휘소의 의미(단어의 의미, 다의)

2. 관용적 어휘소의 의미(숙어, 속담, 사자성어)

3. 단어의 다의성에 대한 이해 

나. 어휘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1. 유의관계, 반의관계 

2. 공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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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해(1993)가 제시한 어휘능력의 질적 요소는 의미에 대한 이해 차

원에 해당되는 능력임을 알 수 있다. 김광해(1993)는 어휘의 질적 차원

을 어휘소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어휘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로 

나누어 제시하 다. 특히 어휘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에서 공기관

계에 대해 제시하 는데 이는 문장이나 구에서 단어의 문법적 연쇄를 설

명하는 것으로 통사론적으로 ‘선택제약’과 관련된 것이다. 

Nation(2001)도 선택제약에 대한 어휘지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Nation(2001)가 제시한 단어에 관한 지식은 <표 Ⅱ-3>과 같다. 

<표 Ⅱ-3> 단어에 관한 지식(Nation, 2001 : 24-25)

형태 

(form)

구어 
수용 단어가 어떻게 소리나는가? 

표현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는가? 

문어
수용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가? 

표현 단어의 철자법은 어떠한가? 

단어

구성

(형성)소

수용 단어의 어떤 부분이 인지 가능한가?

표현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단어의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의미 

(meani

ng)

형태와 

의미 

수용 이 단어 형태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표현
이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단어 형태가 

사용될 수 있는가? 

개념과 

지시대상 

수용 이 개념에 무엇이 포함되는가? 

표현 이 개념이 어떤 항목들을 지시할 수 있는가? 

연상 

관계 

수용 이 단어는 어떤 단어를 떠오르게 하는가? 

표현
이 단어 대신 어떤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

(use)

문법 

기능

수용 이 단어는 어떤 패턴으로 출현하는가? 

표현 이 단어를 어떤 패턴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사용

제약 

수용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자주 이 단어를 만날 수 

있는가? 

표현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자주 이 단어를 쓸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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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2001)은 단어에 관한 지식에서 특수한 의미의 ‘제약’과 함

께 단어가 문장 안에 놓이는 자리에 관련된 통사적 문제까지 포함하여 

단어에 관한 지식으로 기술하 다. 또한 Nation(2001)은 의미정보와 통

사적 제약뿐만 아니라 단어의 형태적인 지식도 어휘지식에 포함된다고 

하 다. <표 Ⅱ-3>에 따르면 하나의 단어를 ‘안다’는 것은 단어의 형

태와 의미 그리고 사용에 관한 지식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기연

(2006)은 어휘능력을 양적, 질적으로 나누어 질적 측면을 형태, 의미, 

구사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표 Ⅱ-4>와 같이 제시하 다. 이기연

(2006)은 어휘능력의 질적 측면을 철자나 발음 및 의미 역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Ⅱ-4> 어휘능력의 질적 측면(이기연, 2006 : 23)

이

해 

형

태 

단어의 철자를 읽을 수 있다. 

단어를 듣고 어떤 단어인지 인식할 수 있다. 

의

미

대상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대상 단어의 다의적 의미를 알 수 있다. 

대상 단어의 다른 단어-유의어, 반의어 등의 연어 관계를 알 수 있

다. 

구

사 
대상 단어가 잘못 사용된 예를 찾아낼 수 있다. 

표

현 

형

태 

대상 단어의 철자를 올바르게 쓸 수 있다. 

대상 단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의

미 

대상 단어를 정확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대상 단어와 다른 단어를 대체해서 표현을 바꿀 수 있다. 

구

사 

대상 단어를 자주 사용할 수 있다. 

대상 단어의 사용제약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상 단어를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기연(2012)는 어휘지식을 해당 단어자체의 지식인 내적 지식

과 주변어휘와의 관계인 외적지식으로 구분하 다. 또한 어휘지식의 의

미에서 사전적 의미와 백과사전적 의미를 구분하여 제시하 다. 이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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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는 문맥적 의미가 문맥 속에서 경우에 따라 획득되는 의미이지 

학습자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가장 

기본 지식이며 해당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핵심의미라고 하 다. 이기연

(2012)가 제시한 어휘능력의 지식요소를 살펴보면 <표 Ⅱ-5>와 같다. 

<표 Ⅱ-5> 어휘능력의 지식요소(이기연, 2012 : 82)

구분 세부요소

어휘 내적 지식

(어휘자체에 대한 

정보성 지식 ) 

의미 개별 단어의 의미 정보(사전적, 백과사전적)

구조
구성 요소(한자 정보, 형태소 정보)

품사 및 범주 정보 

형

태

발

음 
정확하고 바른 발음 

표

기 
맞춤법 

화용 호응, 사용 제약 

어휘 외적 지식

(어휘에 대한 개

념적 지식)

국어 어휘의 의미관계(유의어, 반의어, 상하의어 등), 

국어 어휘의 체계(고유어/한자어), 국어 어휘의 위상

(비속어, 은어, 유행어), 어휘사적 지식 등의 어휘론과 

관련된 제반지식 

이처럼 어휘능력이란 단어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정보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라는 앎도 중요하지만 학습자가 의사소통 상황이나 

글을 이해하는데 이를 사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실제로 학습자가 활

용하는 어휘와 관련된 능력, 맥락을 고려하고 어휘부에서 비슷한 의미의 

다양한 단어들 속에서 단어들의 의미를 비교, 변별하고 구어와 문어 상

황에 맞게 선택하는 능력이 학습자가 확보하고 있는 능력인 어휘능력이

라고 볼 수 있다(이기연, 2012)

그런데 이러한 어휘를 모국어 화자에게도 교육시켜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국어의 경우 개인의 어휘능력 차

이가 크며 어휘능력의 차이가 언어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

져오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어휘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공통점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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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어휘교육은 규범교육이라 볼 수 있다. 둘째, 

개인은 일생 동안 계속 양적 혹은 질적으로 어휘를 늘려나가는데, 자연

스럽게 1차 어휘는 습득되는 데 반해 2차 어휘의 경우 자연스럽게 습득

되는 측면보다는 의도적인 학습으로 습득되는 측면이 강하다. 셋째, 어

휘는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질적인 측면

은 의도적인 학습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 어휘를 알고 있다고 어휘를 

활용할 수 있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넷째, 어휘는 의사

소통 도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사고를 담는 그릇이므로 의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어휘는 모국어 화자에게도 의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학습기술이다. 어휘의 중요성은 언어사용 능력과 읽기이해와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기본적인 통사능력이 습득된 이후의 언어 능력의 질적 수준은 

어휘력이 좌우하며 풍부한 어휘력은 유창하고 창의적인 언어 사용의 중

핵적 요소로 말하기, 듣기와 같은 구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읽기와 쓰기

와 같은 문식성에도 중요한 향을 미친다(최미숙 외, 2012). 또한 읽

기이해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중 단일 변인으로 어휘력이 가장 

높은 상관을 가진다는 연구결과(Stahl, 1999)는 어휘력이 읽기이해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휘의 문제는 학생들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McKeown & 

Curtis, 2014). 이러한 현상을 Stanovich(1986)은 매튜효과(Matthew 

effects)라고 하 는데 이는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된다는 성경구절을 읽기 문제에 적용한 것이다. 즉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책을 더 적게 읽게 되며 읽게 되더라도 단어 수

준이 자신의 수준보다 높아 어휘 수준을 촉진할 수 있는 책을 일반아동

보다 덜 읽게 되므로 이들의 읽기 능력 및 어휘능력의 차가 더 크게 된

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휘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는 맥락 독립적인 검사와 맥락 의존

적인 검사로 구분된다. 맥락 독립적인 검사는 사용빈도, 어휘형태, 어휘

의미 등을 기준으로 어휘목록을 작성하여 ‘단어와 그 뜻 연결하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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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을 만들어 검사한다. 반면, 맥락 의존적인 검사는 문장이나 글 속에

서 ‘빈칸 채우기’ 및 ‘비슷한 말 찾기’ 등의 문항을 만들어 검사하

거나(민인식, 1999) 프로토콜 방법으로 검사하기도 한다(김유미, 

2004). 그러나 우리가 단어를 해석하는 방법은 그 단어가 나타나는 맥

락에 상당한 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어휘는 두 접근 모두를 활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검사형식에 있어서는 분리항목접근이라고 불리는 선다형 검사가 

표준화된 시험에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선다형 어휘검사는 

매우 신뢰할 만하며 학생들의 어휘 지식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최미숙 

외, 2012). 교실 수업에서 학생의 진전도를 평가하기 위해 활용되는 비

표준화 검사인 어휘 검사는 주로 연결하기 문항(여러 가지 단어와 여러 

가지 단어의 뜻을 배열하여 연결하기), 완성하기 문항(문장의 빈칸에 알

맞은 단어 넣기), 문장쓰기 문항(단어를 활용하여 간단한 문장을 완성하

기), 단어 연상 문항(자극제 역할을 하는 단어를 하나씩 학생에게 제시

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처음 떠오르는 단어 말하기), 단어 유추 검사(정

미란, 2013)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어휘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어를 단순히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해 

평가하기보다 특정 단어의 유의어, 반의어, 유추에 포함된 의미관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더욱 신뢰할 만한 평가방법이며, 어휘능력을 평가하

고 지도함에 있어서 어휘의 양도 평가해야 하지만 어휘를 어떻게 활용하

는가에 대해서도 평가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Joshi, 2005). 

3) 읽기이해와 어휘능력의 관계

읽기의 인지심리과정에 관한 선행 연구는 오랫동안 단어재인(해독)이 

읽기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 다(Adams, 1990; Allington, 2000; 

Chall, 1983; Juel, 1995; Liberman & Liberman, 1990; National 

Reading Panel, 2000; Snow, Burns, & Griffin, 1998). 이는 읽기에 

관한 초기 관점인 Gough 와 Tumer(1986)의 단순읽기모델(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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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view of reading)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Gough 와 

Tumer(1986)는 읽기가 해독과 언어이해로 구성된다고 하 으며 이는 

많은 읽기연구에 향을 미쳤다. 이들은 20년 전에 읽기이해에서 어휘

의 중요성을 강조하 지만 그 당시에서 주목받지 못하 다. 그러나 이들

의 모형에 읽기유창성을 추가한 읽기 구성요소 모델(The componential 

model of reading)(Aaron & Joshi, 1992; Aaron, Joshi, & 

Williams, 1999; Joshi & Aaron, 2000)로 인해 어휘능력은 읽기이해

에 향을 주는 하위 요소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어휘능력은 읽기이해에 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다(김애화 외, 

2008; Francis & Simpson, 2003; Roth, Speece, & Cooper, 2002;  

Tannenbaum, Torgesen, & Wagner, 2006; Wise, Sevcik, Morris, 

Lovett, & Wolf, 2007; Yovanoff, Duesbery, Alonzo, & Tindal, 

2005). 읽기이해 관련변인에 관한 국내연구에서, 김애화(2013a)는 초

등학교 2학년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이해 성취도에 향을 주는 

예측변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저학년 학생들의 읽기이해

를 예측하는 변인은 어휘, 고학년 학생들의 읽기이해를 예측하는 변인은 

어휘와 문장 순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여 어휘가 읽기이해 성취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종단적 예측변인임을 밝혀내었다. 또한 김동일 외(2015)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읽기이해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에서 묵독유창성, 어휘지식, 문장구성능력이 읽기 학습부진 학생들의 읽

기이해에 향을 준다고 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휘능력이 읽기이

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도되어야 할 학습기술임을 입증한다. 

또한 어휘능력의 중요성은 읽기이해와의 높은 상관관계에서 드러나는

데 선행연구(송승하, 2002; 정미란, 2013; Anderson & Freebody, 

1985; Berchin, 1991; Cunningham & Stanovich, 1991; 

Nelson-Herber, 1986)에서는 어휘능력과 읽기이해가 .558 ~ .620의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인과관계도 보인다고 하 다.

어휘능력은 단어재인(해독)과 읽기이해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기 때문

에 중요하다. Chall, Jacobs 와 Baldwin(1990)은 3학년 학생들이 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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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읽기이해에 어려움이 없지만 이들이 7학년이 되었을 때는 그들의 단

어재인능력에는 여전히 문제가 없음에도 낮은 어휘능력이 그들의 읽기이

해능력을 방해한다고 하며 어휘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 다. 또한 비슷

한 연구로 Madden과 그의 동료들(1993)과 Pinnell과 그의 동료들

(1994)도 저학년에서 읽는데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이후 낮은 어휘력은 

읽기를 방해한다고 하며, 어휘능력이 단어재인능력과 읽기이해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 다. 이는 국내연구인 김동일 외(2015)의 연구결과

와 동일하다. 김동일 외(2015)는 단어재인 유창성과 어휘력이 읽기이해

능력에 개별적으로 향을 주는 것이 아닌 단어재인 유창성과 읽기이해

능력에서 어휘능력이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 다. 이러한 어휘

능력은 종단연구에서도 그 중요성이 드러나는데 저학년 때 낮은 어휘력

을 가진 학생들은 이후 학년에서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보인다

(Dickinson & Tabors, 2001; Hart & Risley, 1995). Cunningham과 

Stanovich(1997)은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어휘 및 읽기능력이 높은 학

생들이 11학년 때에도 읽기이해에서 높은 수행을 보인다고 하며, 초등

학교 학년 초기의 어휘 및 읽기능력이 중요하다고 하 다. 국내에서 비

슷한 종단연구를 수행한 이기숙, 김순환, 정종원, 김민정(2013)은 만 5

세 시기에 어휘력이 높은 집단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읽기이해

능력과 어휘력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고 하여 어릴 때 높은 

어휘력이 이후 학년의 읽기이해에 유의미하게 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혀

내었다. 

이처럼 어휘능력은 읽기이해능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단어재인

능력과 읽기이해능력간의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여 이 두 가지 능력에 

각각 그 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다. 또한 어릴 때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

은 추후 학년에서 어휘력과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어휘력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을 조기에 선별하여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이들 연구결과는 읽기이해장애 위험군 학생들을 조기에 선별

할 수 있는 읽기관련 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중재요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오



- 29 -

고 있다. 

4)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의 어휘능력에 관한 선행연구 

읽기 학습장애 학생의 어휘능력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어휘가 읽기이

해의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지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애화 

외, 2012). 

읽기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을 모두 읽

기장애(reading disability)라는 하나의 범주 명으로 분류하 으나 최근 

몇몇 연구자들은 읽기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따라 단어재인 장애, 

읽기이해 장애, 혼합형으로 이들을 각각 분리하여 정의하기도 한다(Cain 

& Oakhill, 2008). Cain 과 Oakhill(2008)에 따르면 읽기이해 장애아

동은 정상적인 지능과 연령에 적절한 단어재인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읽기이해에 있어 어려움을 지닌 아동을 의미한다. 

읽기이해에 향을 주는 변인은 학령기 전과 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데 학령전기에는 음운인식 및 음독능력(Cain, Oakhill, & Bryant, 

2004; Schatschneider et al., 2004), 학령기에는 어휘 지식(Joshi & 

Aaron, 2005), 구문론적 지식 및 구문인식과 같은 문법 능력(Cain & 

Oakhill, 2008), 마지막으로 추론능력 및 이해점검능력(Cain et al., 

2004)등이 있다. 따라서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지닌 학생들은 읽기이해

를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읽기관련 변인들 중 하나 이상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지닌 학생들에

게 제공된 중재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Scammacca, Roberts, Vaughn, 

Edmonds, Wexler, Reutebuch, & Torgesen, 2007)는 읽기이해를 향

상시키기 위해 어휘를 중재할 때 가장 높은 효과크기를 보인다고 하

다. 

앞서 살펴 본 읽기이해와 어휘능력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읽기이해

에 어휘능력이 상당한 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학생들의 어휘능력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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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에 어려움을 지닌 학생들은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다의어를 이

해할 때 문맥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정보를 억제하는 능력이 일반아동

에 비해 낮으며(고선희, 최경순, 황민아, 2010), 해당 단어에 대한 개념

을 알고 있음에도 단어를 기억으로부터 인출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

(Bishop & Snowling, 2004). 이러한 이유로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보

이는 아동들은 어휘 이해력, 빠른 이름대기, 단어 변별의 결함 등 어휘

능력에 전반적인 결함을 보인다(Catts & Weismer, 2006). 또한 어휘

력이 낮은 학생들은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는 능력에서도 일반학생들과 

차이가 나는데 McKeown 과 Curtis(2014)는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 속에서만 그 단

어를 정의하지만 높은 어휘력을 지닌 학생들은 단어를 더 일반적이고 추

상적인 용어로 정의한다고 하 다. 또한 최경순, 황민아(2010)는 단어

와 비단어 구별하기와 의미관계에 있는 단어 구별하기 과제를 읽기이해

부진아동과 일반아동에게 각각 실시하여 그 반응시간을 비교하 다. 그 

결과 단어와 비단어 구별과제에서는 읽기이해부진아동과 일반아동간의 

유의미한 반응시간의 차이가 없었지만 의미관계에 있는 단어를 구별하는 

과제에서 읽기이해부진아동이 유의미하게 느린 속도를 보인다고 하 으

며 이는 이들이 보유한 어휘의 연결된 의미 간의 활성화 강도가 낮아 활

성화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하 다. 김애화, 김은주, 

김의정(2012)은 초등학생의 유의어와 반의어와 관련된 어휘발달 패턴 

및 오류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슷한 말과 반대말 어휘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학년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의미상의 오류가 가장 많이 나

타난다고 하 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 일반학생의 어휘 정답률이 

50~60% 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의미관계와 관련된 어휘지도가 필요하다고 하 다. 이러한 읽기 학습장

애 학생들의 제한된 어휘능력은 읽기를 포함한 전반적인 언어활동에 문

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다른 교과를 배우는 데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므로 효과적인 교육적 접근을 통해 이들의 어휘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

이 절실한 교육적 과제이다(서선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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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의 어휘력 진단도구에 관한 연구 

국내에서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어휘력을 진단하기 위해 활

용되고 있는 검사도구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2000년 이후 발표된 읽

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어휘력 관련논문 15편을 분석하여 살펴보

았다. 

분석대상논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어휘력 검사도구를 살펴보면 <표 Ⅱ

-6>와 같았다. 국내에서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어휘력을 측정

하기 위해 활용 중인 표준화 검사 중 양적어휘의 측정도구는 아동용 한

국판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 KEDI-WISC Ⅳ 어휘 소검사, 그림 어휘력 

검사(K-PPVT),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이며, 질적어휘의 측정도구는 

KISE-BAAT(Reading), 학령기아동언어검사(LSSC) 등이었다. 

 <표 Ⅱ-6> 분석 대상 논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검사도구명 및 실시방법 

구분 검사도구명 실시방법 활용한 연구 

어휘 
양적
차원

아동용 한국판 보스톤 이
름대기 검사
KEDI-WISC Ⅳ 어휘소
검사
그림어휘력검사
(K-PPVT) 
수용·표현 어휘력검사

단어를 듣고 
단어를 의미
하는 그림 
찾기 

가경신(2006), 정미란(2013), 
김효정 외(2014), 김경선 
외(2013), 김경선(2014), 
이 자 외(2008), 
정경희(2014), 허현숙 
외(2011), 황민아(2014), 
황진애 외(2007) 

어휘
질적
차원 

연구자 개발도구
기 초 학 력 검 사 ( 읽 기 ) : 
KISE-BAAT(Reading)
학 령 기 아 동 언 어 검 사
(LSSC)

뜻이 같은 
낱말 고르
기, 설명하
는 낱말 고
르기, 뜻이 
다르거나 반
대되는 낱말 
말하기  

이임숙 외(2003), 
정미란(2013), 
김애화, 황민아(2008), 김애화 
외(2010), 김애화(2013b), 
김동일 외(2015), 허현숙 
외(2011), 

분석논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어휘력 검사의 실시방법 및 측

정내용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용 한국판 보스톤 이름대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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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Korean version-Boston Naming Test for Children)는 보스톤이

름대기검사(Boston Naming Test)를 활용하여 3세부터 14세 아동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규준을 개발한 검사이다. 검

사는 6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흑백으로 그려진 사물의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의 이름을 말하게 함으로써 그림에 대응하는 단어 인출력

을 검사하는 도구이다. 한국판 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는 미국의 

KEDI-R의 문항들 중 문화적 요인에 향을 많이 받을만한 문항을 수

정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검사이다. KEDI-WISC Ⅳ는 

만 5세에서 만 15세 11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연령 집단 내에

서 대상자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다. 이 검사는 15개의 소검사로 구

성되어 있는데 이 중 양적어휘 평가를 위해 어휘 소검사를 활용한다. 

그림어휘력 검사는 1995년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아동의 

언어력 측정을 위해 개발된 검사로 2세부터 8세 11개월 아동들의 수용 

어휘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검사이다. 이 검사는 일반학생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 청각장애, 뇌손상, 자폐증, 뇌성마비 등으로 인해 언어

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의 수용 어휘능력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그림 어휘력 검사는 미국의 PPVT(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R을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수정 보완한 검사이다. 수

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는 만 2세 6개월부터 만 16세 이하 아동 및 성인의 수용어휘력과 표현

어휘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도구로 원점수에 대한 등가연령으로 어휘력

의 발달 수준을 보여준다. 검사는 표현어휘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후 

수용어휘검사를 실시한다.

질적 어휘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학력검사(KISE-BAAT)는 5세 0개월부터 만 14세 

11개월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도구로 읽기, 수학, 쓰기 검사로 구성

되어 있다. 그 중 읽기 역은 크게 선수기능, 음독능력, 독해능력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읽기 역을 검사하는 데 60~90분이 소요되며 피검자의 

능력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KISE-BAAT(읽기) 검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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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어휘능력과 관련된 역은 낱말읽기, 낱말이해, 어휘선택, 어휘배열 

역이다. 낱말읽기는 음독능력 측정 역에 포함된 하위 역이며 2-3

음절로 구성된 낱말을 보고 읽는 검사이다. 낱말이해에는 낱말의 반대말

과 비슷한 말 찾기, 낱말의 관계 유추하기, 존대어 찾기, 단위를 나타내

는 낱말 찾기 등의 과제가 포함되며 어휘선택에서는 시제일치, 호응관

계, 접속사, 의미를 파악하고 적절한 어휘 선택 등의 과제가 포함된다. 

또한 어휘배열에서는 문장을 구성하여 배열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KISE-BATT(읽기)의 구성 내용은 <표 Ⅱ-7>와 같다. 

<표 Ⅱ-7> KISE-BAAT(읽기)의 구성내용 

평가 역 평가내용 문항 수

선수기능 
도형 변별 : 같은 도형 찾기 

15낱자 변별 : 같은 낱자 찾기 
낱말 변별 : 같은 낱말 찾기

음독능력
낱자 읽기 : 낱자 읽기

25낱말 읽기 : 낱말 읽기(2~3음절)
문장 읽기

독해능력

낱말이해
반대말, 비슷한말, 존대어

20
낱말의 상하관계 유추, 수량단위, 존대어

문장완성
그림 보고 문장 완성하기 

10
문장 완성하기

어휘선택

시제일치, 호응관계 

10접속사, 의미를 파악하고 적절한 어휘 선

택

어휘배열 문장을 구성하여 배열 10

짧은글 

이해

문장 읽고 주요 사실에 답하기 

30

문장 읽고 사실과 느낌, 의견 구분하기 
문장 읽고 비유나 상징적 표현 이해하기
글의 주제 찾기 
속담 이해하기 
글 읽고 결과 유추하기 
글 읽고 비판하기 

학령기 아동 언어검사(Language Scale for School-aged Children)

는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검사인 CELF-4(Clinical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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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anguage Fundamentals-4)(Semel, Wiig, & Secord, 2003), 

TOLD-Ⅰ(Test of Language Development – Intermediate)의 초판

본과 4판(Hammill & Newcomer, 1982; Newcomer & Hammill, 

2008), WLPB - R(Woodcock Language Proficiency Battery - 

Revised)(Woodcock, 1991)검사를 참조하여 의미 역에서 상위어 표

현하기, 동의어·반의어 말하기, 문법 역에서 문법오류 판단하기, 복문 

만들기, 화용 역에서 단락 듣고 이해하기의 총 6개 하위검사로 구성된 

검사이다. 이 검사는 학령기 아동의 언어능력 평가 및 언어장애를 판별

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로 만 7~12세 연령의 아동에게 활용하는 검사로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60~70분이다. 학령기 아동 언어검사는 전반적

인 언어 역을 평가하기 위해 11개의 하위검사를 통해 문법이나 의미, 

혹은 화용-담화와 같은 전반적인 언어능력을 수용과 표현의 두 가지 측

면에서 모두 평가할 수 있다. 학령기 아동 언어검사의 하위검사의 구성 

및 실시형태는 <표 Ⅱ-8>와 같다. 

<표 Ⅱ-8> 학령기 아동 언어검사의 하위검사 

하위검사 내용

상위개념 

이해· 상위어 

표현

각 문항의 그림이나 낱말을 듣고 같은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두 개의 낱말을 고르고 상위 개념어를 표현한다. 

반의어 표현 낱말을 듣고 반대되는 낱말을 표현한다.

동의어 표현 낱말을 듣고 비슷한 낱말을 표현한다. 

구문 이해 문장을 듣고 해당되는 그림의 번호를 말하거나 가리킨다. 

비유문장 이해 문장을 듣고 해당되는 그림의 번호를 말하거나 가리킨다. 

문법 오류 

판단·수정 

문장을 듣고 문장의 맞고 틀림을 판단한 후 틀린 문장을 수

정한다. 

복문 산출 2~4개의 짧은 문장을 듣고 하나의 문장으로 말한다. 

단락 이해 단락을 듣고 관련된 질문에 답한다. 

따라 말하기 문장을 듣고 따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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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를 대상으로 한 어휘력 관련 연구는 질적어

휘보다는 양적어휘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았다. 양적 어휘능력은 얼

마나 많은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와 관련된 능력이며 질적 어휘능력

은 다른 어휘와의 관계 및 맥락에 맞게 적절하게 어휘를 사용하는 화용

과 관련된 지식이다(김광해, 2008). 어휘능력이란 단일차원의 능력이 

아닌 다차원적 능력으로 양적어휘능력으로만 완성된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에 비해 양적어휘 뿐만 아니

라 질적어휘능력에서 낮은 수행을 보인다고 하 다(Swanson, 1986). 

따라서 다른 어휘와의 관계 및 맥락에서 적절하게 어휘를 사용하는 질적 

어휘지식도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들에게 지도되어야 한다. 또한 읽

기이해와 관련하여 조 희, 고혜정(2015)은 읽기이해 관련변인에 관한 

상관메타분석에서 질적어휘능력이 양적어휘능력보다 읽기이해와 더 높은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보인다고 하 다. 또한 NICHD(2000)도 어휘능력 

중 어휘를 맥락 내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읽기이해와 강한 상관

관계를 보인다고 하 다. 이처럼 질적어휘는 학습부진 및 장애 학생들에

게 반드시 지도되어야 할 요소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양

적어휘에 비해 질적어휘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 검사가 부족하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구자 개발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활용중인 

질적 어휘의 측정내용에 있어서도 다른 어휘와의 관계 및 맥락에서 어휘

를 활용하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표준화 검사는 KISE-BAAT가 유일하

다. 따라서 양적어휘와 질적어휘 모두를 포함하며 질적어휘 평가 역

에서도 읽기이해와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의 어휘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어휘력 평가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표준화 검사의 실시

형태는 개별검사 다. 양적어휘와 질적어휘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도구

를 국내 어휘력 중재 프로그램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6종 검사가 활용

되고 있었으며 이들 검사는 모두 학생 개인별로 실시해야 하는 검사로 

검사실시에 60~80분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검사 다. 따라서 국내의 

표준화된 어휘력 평가도구를 일반학급 내에서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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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생들을 조기에 선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보이는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에게 활용하기 

위한 어휘력 도구는 실시하는 데 소요시간이 적고 이를 학급 내에서 사

용할 수 있도록 집단검사형태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Pearson와 그의 

동료들(2007)은 어휘력과 읽기이해와 강력한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어

휘력 검사는 그 활용성을 위해 어휘의 다면적인 평가요소를 컴퓨터를 활

용한 검사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이처럼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로 어휘력 검사를 개발할 경우 집단

검사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대상 논문의 어휘력 평가도구는 개별 아동의 어휘력 

수준에 대하여 점수형태로 제시해주고 있다. 점수형태로 제시되는 검사

의 경우 이러한 검사결과를 지도에 연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검사결

과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들의 사고의 

과정이나 학습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험점수 속에 

함몰된 개인의 특수한 사고의 과정을 측정해야 한다(김성훈, 1997). 대

부분 검사를 통해 측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학생의 잠재적인 특

성으로 우리가 학생의 점수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떤 어휘능력이 필요했는지, 그러한 어휘능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읽기이해에 어

려움을 보이는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어휘력 검사는 총점형태의 검사보

다 학생들에게 검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이후 지도계

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검사결과를 지도

계획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검사하고 검사할 내

용을 가르친다는 교육과정중심측정(Curriculum-Based Measurement)

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휘력 검사를 활용할 학교급 별 

어휘지도 내용 및 활용하는 어휘 수준을 고려한 검사를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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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진단모형 

1) 인지진단모형의 기본 개념 

인지진단모형(Cognitive Diagnostic Model)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

여 진단(diagnosis)의 교육학적 정의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교육학에

서 진단은 검사 문항의 자료에서 얻어진 정보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의사

결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검사 점수는 진단자체라기 보다는 진단을 

위해 활용되는 정보이며, 학생의 성취도를 진단한다는 것은 학생의 교육

적 수행을 기초하여 학생의 능력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다. 그

러므로 학생의 성취도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검사 점수뿐만 아

니라 측정하고자 하는 학습 역에서의 이해 정도와 인지적 특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특정 역을 얼마나 이해하는 지는 그 역의 

능력, 지식, 기술의 숙달여부로 알 수 있다. 이처럼 인지진단은 학생들의 

숙달유형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이해 정도에 관한 의사결정

을 실시하는 것이다(Rupp, Templin, & Henson, 2010). 

인지진단모형이란 인지진단이론(Cognitive Diagnosis Theory)을 수

리적 ․ 통계적으로 표현한 모형이다. 이러한 인지진단모형은 학생들의 문

항반응과 인지요소의 관계를 바탕으로 인지요소의 숙달 여부를 파악하고 

인지요소 숙달 여부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주는 통계적 모형이다

(Leighton & Gierl, 2007). 따라서 이 모형은 검사 문항에 정답반응을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의 각 요소에 대한 학생들의 숙달 여부와 구

체적인 상태에 대한 상세한 진단적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의

사결정 및 추후의 중재계획을 수립하는데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김경리, 2013). 이러한 인지진단모형으로 얻어진 학생

들의 인지요소 숙달 상태는 학생의 강점과 약점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Rupp, Templin, & Henson, 2010). 이는 학습이 더 필요

한 역을 파악하여 보충할 수 있으며 학부모 및 교사들에게 인지요소의 

숙달 정도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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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진단모형은 인지요소들의 관계를 개념화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모형이 있다. 규칙장모형(Tatsuoka, 1983), Deterministic-Input, 

Noisy-And-Gate(DINA)모형(de la Torre & Douglas, 2004;  

Junker & Sijitsma, 2001), NonCompensatory Reparameterized 

Unified Model(NC-RUM)모형(DiBello et al., 1995; Hartz, 2002), 

Noisy-Input, Deterministic-And-Gate(NIDA)모형(Maris, 1999), 

Noisy Input, Deterministic-Or-Gate(NIDO)모형(Templin & 

Henson, 2006), Compensatory Reparameterized Unified 

Model(C-RUM)모형(Hartz, 2002; Templin & Henson, 2006)이 일

반적으로 활용되는 인지진단모형이다. Fu와 Li(2007)은 인지진단모형을 

통합 리뷰하는 논문에서 62개의 모형을 소개하 으며, Rupp 와 

Templin(2008)은 세 가지 기준인 관찰된 응답 변수의 측정 척도의 종

류, 모형에 포함된 잠재 변수의 특성, 잠재 변수의 조합 유형에 따라 

<표 Ⅱ-9>와 같이 분류하 다. 

비보상적 모형과 보상적 모형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비보상적 모형은 

문항을 풀기위해 요구되는 인지요소들 중 특정 인지요소의 미숙달로 인

한 결핍이 다른 인지요소의 숙달로 보상될 수 없기 때문에 결합적 규칙

(conjunctive rule)을 따른다. 비보상적 모형의 대표적인 모형은 DINA

모형, NIDA모형, RSM 등이다. 이에 반하여 보상적 모형은 문항을 풀기 

위해 요구되는 인지요소들 중 특정 인지요소의 미숙달에 의한 결핍이 있

더라도 숙달된 다른 인지요소로 보상 가능하기에 비결합적 규칙

(disjunctive rule)을 따른다. 비보상적 모형의 대표적인 모형은 DINO 

모형, NIDO 모형, GDM이다. 인지진단모형에 의해 얻어진 정보의 의미

있는 해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구주제에 알맞은 인지진단모형의 선

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인지진단모형에 근거한 평가를 위해서는 측

정하려는 피험자의 특성인 인지요소를 규명하고, 인지요소와 문항의 연

계인 Q행렬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지진단모형의 중요한 개념인 인지요

소와 Q행렬, Q행렬의 타당화 방법인 인공신경망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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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인지진단모형의 분류(Rupp & Templin, 2008 : 239)

관찰된 

응답변수

잠재 예상변수 모형 

유형 이분 변수 다분 변수 

이분 변수

RSM

AHM

HO-DINA

MS-DINA

NIDA

RERUM

BIN

MCLUM

Full NC-RUM

Reduced NC-RUM 

BIN

MCLCM

Full NC-RUM

Reduced NC-RUM

비보상적 

모형 

DINO

NIDO

BIN

MCLCM

GDM

H-GDM

LCDM

G-DINA

BIN

MCLCM

GDM

H-GDM

LCDM

G-DINA

보상적 

모형

다분 변수

RSM

AHM

BIN

MCLUM

Full NC-RUM

Reduced NC-RUM

BIN

MCLUM

Full NC-RUM

Reduced NC-RUM

비보상적 

모형

BIN

MCLCM

C-RUM

GDM

H-GDM

LCDM

G-DINA

BIN

MCLCM

C-RUM

GDM

H-GDM

LCDM

G-DINA

보상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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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요소와 Q행렬 

인지진단모형으로 측정하려는 피험자의 특성은 다차원으로 구분된 직

접 측정이 불가능한 잠재변수이다. 피험자의 다차원적 특성은 연구에서 

여러 용어로 사용되는데 인지진단모형에서는 cognitive attributes라는 

인지요소로 이를 설명한다. 인지요소란 검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 

지식, 기술, 인지과정 등을 의미한다(Tatsuoka, 1983). 인지요소는 새

로운 개념이 아닌 요인분석에서 잠재 특성과 유사한 개념이며, 문항반응

이론의 능력모수와 유사한 개념이다. 

인지요소의 범위는 인지요소를 구체화하는 정도에 따라 측정하려는 인

지요소의 범위가 결정된다. 인지요소의 범위는 주로 내용 전문가들이 피

험자의 인지적 응답 과정과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복잡

한 내용을 측정하는 검사에서는 보다 많은 인지요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지요소의 수의 증가는 인지진단모형의 잠재변수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모형의 수렴여부에 향을 준다(Rupp, Templin, & Henson, 2010). 

따라서 구체적인 진단 정보의 제공과 통계적으로 안정적이고 정확한 모

수 추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적절하게 고려하여 인지요소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인지요소가 결정되면 추출된 인지요소를 바탕으로 문항

과 인지요소간의 관계를 구조화한 Q행렬을 작성한다. 

Q행렬이란 문항과 인지요소 간의 관계를 구조화한 행렬이다

(Tatsuoka, 1983). Q행렬은 0, 1의 이분 변수로 표현되는데, 해당 문

항을 푸는데 요구되는 인지요소는 1, 요구되지 않는 인지요소는 0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Q행렬은 검사를 구성하는 각 문항에 요구되는 인지요

소의 관계를 수리적인 행렬로 나타낸 것이다. <표 Ⅱ-10>은 Q행렬의 

예시로 문항은 4개로 구성되며, 모든 문항은 4개의 인지요소 중 한 개 

이상을 요구하도록 개발한 검사이다. 

 <표 Ⅱ-10>에서 볼 수 있듯이 문항 1번의 경우 인지요소Ⅰ만을 요

구하는 문항이며 2번 문항은 인지요소Ⅰ과 인지요소Ⅱ 모두를 요구하는 

문항, 3번은 인지요소Ⅳ만을 요구하는 문항, 4번은 인지요소Ⅱ와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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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Ⅲ을 요구하는 문항이다.

<표 Ⅱ-10> Q행렬 예시 

문항 인지요소Ⅰ 인지요소Ⅱ 인지요소Ⅲ 인지요소Ⅳ

1 1 0 0 0

2 1 1 0 0

3 0 0 0 1

4 0 1 1 0

Q행렬을 작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대부분의 인지진단

모형 연구에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사 시행 후 인지요소를 추출하고 Q

행렬을 작성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처럼 검사 시행 후에 인지요소를 

추출하고 Q행렬을 제작하는 방법은 기존 검사에서 다루지 않는 필수적

인 인지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므로 피험자들의 인지요소 숙

달 여부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제시하기 어렵다. 두 번째 방법은 검사 

시행 전에 교육과정에서 교육목표로 하는 지식, 인지과정, 기술 등에 기

반하여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인지요소를 추출하고, 추출된 인지요소를 골

고루 측정할 수 있는 문항과 Q행렬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 방법은 첫 번

째 방법보다 타당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방법이 아닌 두 

번째 방법과 같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어휘능력관련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인지요소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따라 검사문항을 개발하 다. 또

한 이렇게 개발된 Q행렬이 통계적으로 타당한지 검증된 후에야 피험자

의 인지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으므로 이후 본 연구에서 활용한 Q행렬 

타당화 방법 중 인공신경망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Q행렬 타당화 방법으로서의 인공신경망 

본 연구에서는 Q행렬 타당화를 위해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인

공신경망을 활용하 다. 데이터마이닝이란 통계학과 기계학습(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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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이 결합된 방법으로 최적의 예측값을 찾아내기 위해 주어진 자

료에 적합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대규모 자료 내의 규칙, 패턴 등을 탐

색하고 모형화하여 유의미한 지식을 도출하는 방법이다(Shmueli, Patel, 

& Bruce, 2011).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인공신경망은 1940년대 인간의 뇌의 신

경망 구조인 뉴런과 뉴런의 연결과정을 모방하여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

하는 컴퓨터의 계산 모형을 개발하려는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인간의 뇌

는 뉴런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뉴런은 다른 여러 뉴런

으로부터 신호를 받고 이를 통해 하나의 출력 신호를 만들어 낸다. 이처

럼 인공신경망은 수많은 노드(node)로 이뤄진 대규모 병렬 네트워크로 

여러 개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 역의 분류에 있어서 

기존의 통계적 방법보다 높은 예측 가능성을 자랑한다. 

인공신경망의 노드는 뉴런의 구조와 유사하게 여러 가지 입력을 받는

데 입력 벡터를 라 하고 노드의 입력 벡터에 대한 가중치를 라 하

자. 노드의 bias를 라 하고 활성 함수를 f라 하자. 그러면 출력 값 a는 

[그림 Ⅱ-5]와 같이     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Ⅱ-5] 인공신경망의 구조

이러한 인공신경망의 분석 절차는 일반적으로 수집된 관찰 자료 중 일



- 43 -

부를 학습을 위한 자료로 나머지는 검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인공

신경망의 분석은 3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는 학습을 통해 오차를 최소

화하는 가중치를 찾는 모형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1단계에서 주어진 학

습 자료로만 모형을 구축하다 보면 이를 다른 자료에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단계에서 새로운 자료로 교차검증을 실시한다. 3단계에서는 2

단계에서 결정된 알고리즘으로 모형을 구축하고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자료로 최종 모형을 검증한다.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Q행렬의 타당화를 실시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hu, Henson 과 Willse(2013)은 인지진단모형의 작은 

크기의 표본상황에서 DINA모형의 안정적인 모수 추정을 위해 인공신경

망을 적용하 다. 일반적으로 DINA모형을 비롯한 인지진단모형을 적용

하기 위해서는 큰 표본 크기가 요구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공신

경망을 활용하 다.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접근은 단위 학급을 위해 개발

된 형성평가와 같이 작은 표본 크기 사례에서 상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피험자의 인지요소 프로파일을 추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

공신경망을 통해 입증된 피험자의 인지요소 숙달과 미숙달에 대한 분류 

정확도는 표본 크기의 변화에 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Q행렬의 복잡성

과 문장 질에 향을 받았다. 최근 인공신경망을 활용하여 Q행렬 타당

화에 적용한 이 주(2014)은 내용전문가가 개발한 Q행렬 초안과 인공

신경망에 근거한 Q행렬을 비교 분석하여 Q행렬의 최종안을 개발하여 3

개의 Q행렬의 차이를 분석하 다. 인공신경망에 근거한 Q행렬은 내용 

전문가를 통한 Q행렬 초안 제작과정에서 나타나는 합의의 어려움과 그 

과정에서 간과한 인지요소를 점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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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INA모형

1) DINA모형의 정의 및 특성 

DINA모형은 인지진단모형 중 가장 일반적인 모형이다(Templin & 

Henson, 2006). DINA모형은 결합적 규칙(conjunctive rule)을 따르는 

비보상적 모형(noncompensatory model)으로 피험자가 특정 문항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항이 재고자 하는 모든 인지요소를 숙달해야 함을 의

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DINA모형은 각 문항에 대한 인지요소의 숙달여

부에 따라 숙달한 피험자 집단과 문항에 요구되는 측정 인지요소 중 적

어도 하나를 숙달하지 못한 피험자 집단으로 분류한다. 물론 문항에 요

구되는 인지요소를 숙달하지 못한 피험자들 중 인지요소 하나만 숙달하

지 못한 피험자가 모두 숙달하지 못한 피험자보다 정답확률이 높을 수 

있지만 DINA모형과 같이 비보상형 모형은 어떤 문항에서도 문항에서 

요구하는 인지요소 이외의 인지요소의 숙달여부에 따라 피험자를 구분하

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DINA모형은 Q행렬에 제시된 모든 

인지요소가 문항을 맞출 높은 확률을 가지고 피험자에 의해 숙달될 필요

가 있다고 추정하고, 측정 인지요소 중 단 하나라도 없으면 문항을 맞출 

확률이 낮다고 가정하는 모형이다. 

이러한 DINA모형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한 학생이 한 문항을 풀 때 기대되는 수리적인 잠재적 반응은 결정

적으로 정해지고(deterministic input), 둘째, 피험자의 실제 반응은 각 

문항이 갖는 부주의한 실수(slip)와 추측(guess)이라는 특성에 의해서 

잠재반응과는 달리 확률적으로 나타나며(noise), 셋째, 각 인지요소가 

빠짐없이 모두 존재해야만 정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합적이다(“and” 

gate). 이처럼 DINA모형은 학생의 문항에 대한 정답 확률을 결정론적

으로 규정되는 잠재반응, 확률적으로 추정되어야 하는 실수와 추측의 함

수적 관계로 본다(김성훈 외, 2009). 이 때 실수(slip)란 문항을 맞출 

수 있는 숙달유형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문항에 오답을 하는 확률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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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추측(guess)은 문항에 정답을 할 수 있는 숙달유형을 소유하지 않

았음에도 문항에 정답을 답할 확률을 말한다. 

2) DINA모형의 모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인지진단모형 중 비보상적, 결합적 가정을 따르는 

DINA모형으로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어휘능력을 진단하 다.  

DINA모형은 인지요소의 수와 관계없이 실수모수와 추측모수를 추정하

며 추정 알고리즘의 간명성으로 인해 분석이 용이하고 비교적 모형 모수

치의 해석이 용이하다. 또한 모형의 간명성에도 모형적합도는 비교적 양

호하여(de la Torre & Douglas, 2004) 본 연구에서도 DINA모형을 

활용하여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의 어휘능력을 진단하고자 하 다. 

DINA모형은 이분 변수 모형이므로 피험자가 특정 문항에 대해 어떠

한 잠재적 응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추론을 0, 1로 표현한다. 즉, 해당 

문항을 맞출 경우 1, 오답 반응을 할 경우 0으로 나타난다. 이를 공식으

로 표현하면 [식 1]과 같다.

                               
 





                     [식 1]

[식 1]에서 ( = 1,..........,)는 문항 에 정답을 하기 위해 요구되

는 인지요소이며, 는 문항 의 정답을 맞추기 위해 인지요소 의 숙

달이 요구되는지 아닌지를 의미한다. 는 피험자 가 인지요소 에 대

해서 숙달하 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타낸 것이다. [식 1]과 같이 

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Q행렬을 이용한다. 는 Q행렬의 문항 와 인지

요소 에 해당되는 값으로 0 또는 1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만약 문항 

에 정답을 하기 위해 인지요소 의 숙달이 요구된다면 =1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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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경우 =0이 된다. 

DINA모형에서 관찰 가능한 응답변수는 잠재변수 에 의해 결정된

다. 그러나 실제 관찰변수는 실수(slip)와 추측(guess) 등에 의해 확률

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문항의 정답을 할 수 있는 피험자가 실수나 부주

의로 오답 반응을 할 수 있는 확률이며, 반대로 정답을 맞힐 수 있는 숙

달유형을 소유하지 않은 피험자가 추측에 의해 문항의 정답을 답하는 확

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DINA모형에서는 실수 모수 와 추측모수 를 

문항 모수 및 피험자 모수로 고려한다. 추측모수와 실수 모수를 식으로 

표현하면 [식 2]와 [식 3]과 같다. 

                                             [식 2] 

                     [식 3]

DINA모형의 변별도 모수(Discrimination)는 문항에 요구되는 모든 

인지요소를 숙달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문항에 정답을 선택하

는 잠재 확률의 차이를 의미하며 식으로 표현하면 [식 4]와 같다. 

                             

                                                  [식 4]

4.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 고찰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인지진단모형을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지진단모형을 소개하고 인지진단모형의 유용성과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는 혼합모형에서 Q행렬의 

타당화 연구(김수진, 송미 , 김선희, 2008), DINA, G-DINA, 

HO-DINA, 혼합모형을 적용하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분

석하여 실제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연구(김희경,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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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 최숙기, 김부미, 2012; 송미  외, 2011)등이 있다. 

또한 인지진단모형 자체에 대한 설명 또는 적용 가능성과 함께 학생들

의 진단에 이를 활용하는 연구들도 다수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들의 대

부분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하 다. 

Xu 와 Davier(2006)은 NAEP 평가에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관한 가능성을 탐색하 고 Lee, Park 과 Taylan(2011)은 2007

년 TIMSS의 4학년 수학검사를 DINA모형으로 분석하여 인지요소별 숙

달확률분포를 결과로 제시하 다. Tatsuoka, Corter 와 

Tatsuoka(2004)는 TIMSS-R 1999 결과를 규칙장 모형을 활용하여 

참여국의 수학 성취에 대한 인지요소별 숙달확률의 평균을 비교분석하

다. 국내에서도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연구들이 다수 있다. 김선희, 김수진, 송미 (2008)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중학교 3학년의 30개 

문항에 인지진단모형인 Fusion 모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수학적 강점

과 약점을 분석하 다. 김희경 외(2012)는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

도 국어와 수학에 인지진단모형인 Fusion모형을 적용하여 개별학생의 

숙달 수준을 평가하 다. 또한 이현숙, 고호경(2014)은 TIMSS 8학년 

수학과 평가 자료를 인지진단모형인 Fusion모형을 적용하여 숙달확률의 

성차를 분석하 다. 송미 과 김선희(2007)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

가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수학교과 내용이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

는지 연구를 통하여 조사하 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분석

하여 초등학교 6학년 수학성취를 분석한 이경은(2012)은 인지진단모형

이 학생들의 수학적 인지요소 숙달확률 및 숙달유형, 프로파일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 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처럼 이미 개발된 문항

을 통해 Q행렬을 개발하 다. 그러나 이와 달리 연구자가 내용전문가들

을 통해 얻은 인지요소를 바탕으로 Q행렬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

항을 개발하는 연구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진단평가에 

인지진단모형을 활용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규진(2015)는 DINA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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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의 수학 성취도를 분석한 자료를 교사 및 

학생에게 제공한 결과 수학 성취가 향상되었다고 하 다. 또한 고혜정

(2014)는 수학문장제 해결과정에서 보이는 수학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들의 숙달확률 및 성취확률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이들이 보이는 패

턴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수학학습부진 학생들은 덧셈, 곱셈, 뺄셈, 나

눗셈 순으로 숙달확률이 나타나며 같은 점수를 지녔음에도 인지요소가 

개인마다 다름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지도가 필요함을 제언하 다. 

지금까지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연구의 대다수는 이미 제작된 검사와 

응답에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문항내용을 분석하여 Q행렬을 개

발하는 과정(Retrofitting model)을 활용하 다 그러나 Retrofitting 

model를 활용할 경우 Q행렬의 인지요소가 문항 내에서 활용된 인지요

소로만 한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Gierl, 2007). 따라서 검사문항에

서 중요한 기술이나 내용이 제외된 경우 학생들의 진단정보를 제대로 제

공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인지진단모형을 활용한 교과 역을 

살펴보면 읽기 역보다 수학 역에 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lderson(2000)은 읽기 역이 진단적 목적을 위해 하위기술로 구분하

기에는 복잡한 역이라고 하 다. 인지진단모형이 진단적 목적으로 활

용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잠재적인 능력과 그 능력을 끌어내는 문항과의 

연결고리에 있는데(Jang, 2009) 읽기 역이 수학 역에 비해 Q행렬 개

발을 위해 하위기술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읽기를 개별

적인 하위검사를 통해 측정하고 이를 통해 읽기능력 측정하고자 한 

Rost(1993)는 그의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변

량의 77%가 하나의 요인인 일반적인 읽기능력을 설명한다고 하 다. 그

는 읽기 역은 각 하위검사 간의 상관이 높기 때문에 읽기 역은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구인이라고 하 다. 

이와 상반되게 읽기 역을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읽기 역

이 어휘능력과 일반적인 읽기이해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 다

(Berkoff, 1979; Carver, 1992). 또한 Alderson(2000)은 단어재인과 

읽기이해 평가가 성취가 낮은 또는 난독증을 지닌 학생을 진단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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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 다. 어떤 하위기술로 읽기를 구분할 것인

가에 대한 합의는 이르지 못했지만 읽기 역을 하위기술로 구분하여 인

지진단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uck 과 동료

들(1997)은 어휘지식, 배경지식 활용, 추론하기 등 16개의 읽기관련 인

지요소로 인지진단모형 중 규칙장 모형을 읽기 역에 적용하 다. 

Jang(2009)은 읽기검사에서 9개의 인지요소를 추출하여 인지진단모형 

중 Fusion모형을 적용하 는데 9개의 인지요소에는 단어 의미 변별하

기, 추론하기, 관련 정보 활용하기 등이 포함되었다. Svetina 와 동료들

(2011)은 5개의 대규모 읽기검사에서 22개의 인지요소를 추출하여 규

칙장 모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읽기 역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다. 이처럼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평가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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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어휘능력을 진단하기 위하

여 초등학교 3학년 학생 10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 다. 어휘능력은 음

운, 통사능력과 달리 초등학교 이후에도 꾸준히 발달되며(Anglin, 

Miller, & Wakefield, 1993), 초등학생의 어휘 발달은 초등학교 3학년

과 4학년 사이에 급격히 이루어진다(이필 , 김정선, 2008; 이승왕, 

2010). 따라서 이 시기에 낮은 수준의 어휘능력을 보이는 학생들은 이

후에도 어휘능력에 진전을 보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어휘능력을 진단하는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

에 실시한 진단검사를 통해 초등학교 4학년 이후인 초등학교 고학년에

서 읽기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학생들을 조기 선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DINA모형에서 인지요소의 수가 4-6개일 때 통계적 기준에 적합하

기 위해서는 표본크기가 최소 1000명이 필요하며(Rupp & Templin, 

2008), 정확한 모수 추정을 위해 인지요소가 7개인 경우 1000명으로 

조건화한 김지효(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사례 수를 

1000명으로 정하 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모집문건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학교에 검사참여를 

요청하 으며 이를 통해 검사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다. 

본 연구 참여자의 지역적 정보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3개교 584명

(58.4%), 경기지역 3개교 224명(22.4%), 울산지역 1개교 156명

(15.6%), 부산지역 1개교 36명(3.6%)등 총 8개 학교의 3학년 학생 

1000명이 연구에 참여하 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남녀 성별을 살펴보면 

8개교 1000명 중 남학생은 535명으로 전체의 53.5% 으며 여학생은 

465명으로 전체의 46.5%이 다. 연구대상에 대한 특성은 <표 Ⅲ-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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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연구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구분 구분 학생 수 %

성별
남 535 53.5

여 465 46.5

지역

서울 584 58.4

경기 224 22.4

울산 156 15.6

부산 36 3.6

본 연구는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어휘능력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1000명의 학생 중 이들을 구

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 학생을 정하는 기준은 연

구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우수학생을 

기본내용의 80% 이상, 보통학생을 50 ~ 80% 이상, 기초학력 수준을 

20 ~ 50%, 기초학력 미달은 20% 미만으로 정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

부(2010)에서 제시한 ‘학습장애학생 선정 조건 및 절차’는 성취도 검

사 결과 –2 표준편차 이하의 학력으로 학습장애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

고, 김미배와 배소 (2012)는 초등 읽기부진을 하위 25% 이하로 보았

으며, 김애화(2013b)는 읽기장애학생을 하위 16%이하로 선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기준보다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어휘력 

검사의 백분위점수 하위 15% 미만에 해당되는 학생을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으로 정의하 으며 이 기준에 따라 일반학생은 860명,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은 140명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

을 선별할 어휘력 검사를 개발하 다. 이를 위해 국어론 및 어휘론 관련 

국내외 문헌, 초등학교 국어과 교과서, 문제집,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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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3학년에게 평가할 어휘력 관련 인지요소를 선정하 다. 이후 전

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인지요소와 인지요소의 설명 등이 잘 연결되는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평가되어야 할 중요한 인지요소가 누락되지 

않았는지에 관한 논의를 거쳐 인지요소를 확정하 다. 인지요소를 확정

한 후 인지요소와 문항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Q행렬을 작성하여 이에 대

한 내용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실시한 어

휘력 검사를 개발하 다. 

어휘력 검사 개발 뒤 검사시행 지침을 개발한 후 2015년 11월 43명

의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난이도, 

변별도를 분석하여 문항 수정을 실시하 다. 이후 2015년 12월 67명의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문항 및 Q행렬을 확

정하 다. 

확정된 어휘력 검사 문항 및 Q행렬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IRB-No. 

1512/001-010). 본 연구의 검사는 생명윤리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검사 참여에 관한 모집 문건을 각 학교에 게시하여 검사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하 다. 이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에 개별 학교 및 학생들의 일정에 따라 검사가 시행되었

다. 검사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40분간 묵독유창성검사, 읽기이해검사, 

어휘력 검사 순으로 교사에 의해 실시되었다. 검사 실시 후 본 검사에 

대한 채점 및 코딩은 2016년 2월에 특수교육전공 석사 및 박사 전공생 

5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후에 진행하 다. 이들 간의 채점 및 코

딩에 있어서는 100%의 일치도를 보 다. 이후 채점 및 코딩을 완료하

여 2016년 5월에 결과를 분석하 다. 연구절차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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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본 연구절차 

3. 검사 도구 

1) 어휘력 검사도구 

(1) 검사도구의 내용 선정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의 어휘능

력을 진단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까지 국어과에서 학습하는 어휘관련 지식을 검사도구의 과제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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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능력은 글을 읽는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획득되거나 직접적인 교수

를 통해 획득된다(McKewon & Curtis, 2014). 그러나 읽기능력이 부

족한 학생들은 글을 더 많이 읽지 않기 때문에 어휘능력에 있어서도 빈

익빈 부익부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어휘능력은 읽기이해력과 직

접적이며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김애화 외, 2008; 송승하, 2002; 

정미란, 2013; Anderson & Freebody, 1985; Berchin, 1991; 

Cunningham & Stanovich, 1991; Nelson-Herber, 1986) 읽기 학습

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읽기이해 능력 향상을 위해 직접적인 어휘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적으로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어휘능력에 관한 선행연구

를 살펴 보면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어휘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검증되기도 하 다(김성숙, 김윤옥, 

2008; 전혜 , 김윤옥, 2012; 최세민, 2011). 

또한 어휘능력은 음운, 통사능력과 달리 초등학교 이후에도 꾸준히 발

달되며(Anglin et al., 1993), 표현 어휘능력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사이에 급격히 이루어진다(이필 , 김정선, 2008). 따라서 이 시

기에 낮은 수준의 어휘능력을 보이는 학생들은 이후에도 어휘능력에 진

전을 보이기 어렵다. 또한 Chall(1983)이 제시한 4학년 슬럼프 현상

(Fourth grade slump)처럼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읽기유창성과 어

휘능력의 부족으로 많은 학생들은 읽기에서 학업 실패를 경험하며 내용

교과인 사회, 과학에 이르기까지 학업적 실패를 경험한다. 읽기교수의 

목적이 ‘읽기를 위한 학습’에서 ‘학습을 위한 도구교과’로의 변환이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어휘가 특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중등학

교를 진학한 후 어휘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한다(Anderson & Nagy, 

1991; Baumann, Kameenui, & Ash, 2003; National Reading Panel, 

2000; Yovanoff et al., 2005)는 점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3학년 

2학기까지 국어과에서 학습하는 어휘관련 지식을 검사도구의 내용으로 

선정하 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 2학

기까지 국어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어휘지식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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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학기-단원 학습요소 하위요소 

1-2-2

2-1-8

받아쓰기 

정확한 낱말을 사용하기 

그림에 알맞은 낱말 쓰기 

잘못된 단어 바르게 고치기 

1-2-5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꾸며주는 말을 넣어 

문장쓰기 

2-1-11

2-2-7
말의 재미 느끼기 

재미있는 말 찾기 

재미있는 말 넣어 문장 

완성하기 

1-1-6 문장을 바르게 쓰기 
문장에 어울리는 낱말 넣기 
그림을 보고 문장 완성하기

흉내 내는 말 알기 

2-1-3
글을 읽고 뜻이 반대인 

낱말 알기 
반의어 알기 

2-2-4

2-2-8

낱말과 낱말의 의미관계 

알기 

글을 읽고 뜻이 비슷한 

낱말과 반의어 알기

글을 읽고 낱말의 관계 

알기 

3-1-6

3-1-8

소리와 표기가 다름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여 쓰기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에 

대하여 알기 

3-2-5
낱말의 확장 방법 알고 

다양한 어휘 읽히기 
낱말의 짜임에 대하여 알기 

으며 국내외 어휘관련 문헌에서 어휘관련 지식으로 소개되는 내용 등을 

포함하 다.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에 이르기까지 학습

하는 국어과 내용 중 어휘능력과 관련되며 본 연구에서 검사 내용으로 

포함한 학습내용을 제시하면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초등학교 국어과 어휘관련 지도내용 분석 

(2) 인지요소 진술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어휘능력을 인지진단모형으로 진단하기 위

하여 다음의 과정을 거쳐 어휘력 관련 인지요소를 확정하 다. 인지요소

(cognitive attribute)는 학생의 진단적 상태를 표현하는 범주적인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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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categorical latent variable)이다(Rupp, Templin, & Henson, 

2010). 따라서 인지요소의 숙달했다는 것은 해당 지식 또는 기술에 대

해 이해하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내용, 지식을 인지요소로 정의하 다. 

3학년 학생들의 어휘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어휘력 관련 인지요소를 

추출하기 위하여 먼저 문헌조사를 실시하 다. 이때 활용한 자료는 초등

학교 국어과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및 국내외 어휘 및 읽기이해 관련 

문헌을 통하여 어휘능력과 관련된 인지요소를 추출하 다. 이후 특수교

육전문가 2인, 국어교육전문가 2인, 초등학교 교사 4명, 초등특수교사 2

명 등 총 10명의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인지요소를 확정하고 인지요

소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 Q행렬을 작성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요

소 간의 위계를 미리 설정하지 않고 독립적인 인지요소로 보고 어휘능력

을 살펴보고자 하 다. 인지요소의 확정과 함께 문항수를 결정하고 인지

요소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어휘력 검사 문항을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어휘능력과 관련된 인지요소는 <표 Ⅲ-3>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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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어휘 인지요소

인지요소 설명 
어휘

양적

차원

AⅠ
낱말의 사전적 의미 

알기

낱말의 기본 의미 알기 

낱말과 뜻 연결하기 

어휘

질적

차원  

AⅡ
낱말 간의 의미 

변별하기 
유의어, 반의어 

AⅢ
낱말 간의 범주관계 

알기 
상하위어(상위어/하위어)

AⅣ

동음이의어 및 

다의어 의미 

변별하기

동음이의어 및 다의어 뜻 구별하기

AⅤ
낱말 간의 호응관계 

알기

 꾸며주는 말 찾기

명사에 어울리는 적절한 형용사 및 

동사 찾기

앞 뒤 낱말과의 호응관계 적절성 

판단하기

선택제약(Selectional restriction) :  

낱말 앞과 뒤에 연결될 수 있는 

낱말이 의미상 제한됨 

AⅥ
주변의 어휘 정보 

활용하기 

문장 내 또는 주변 문장에서 다른 

낱말의 정보(뜻, 관계) 활용하기

문제해결을 위해 주변 단어 및 주변 

문장의 정보를 활용하기 

(3) 어휘 선정 

어휘력을 측정하는 검사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휘를 활용할 것

인가는 중요한 결정사항이다. 어휘력 검사에 활용한 어휘 선정에 있어서

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정하 다. 

첫째, 국가에서 교육과정으로 고시한 한국어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2)의 초등학교 어휘 1102개, 한국어 학습용 어휘(국립국어원, 

2003) 5965개, 김광해(2003)의 등급별 교육용 어휘 33825개,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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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과서 어휘(국립국어원, 2009) 23280개에서 공통된 어휘목록 933

개를 작성하 다. 

둘째, 공통어휘 목록을 중심으로 어휘력 문항을 개발하되 본 연구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초등학교 3학년 국어과 교과

서에 수록된 어휘 1113개와 비교분석하여 개발한 문항의 어휘 중 교과

서에 없는 어휘에 관한 문항은 제외하 다.

셋째, 개발된 어휘력 검사 문항의 어휘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어휘 

등급 비율에 맞는지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김광해, 2003)에서 확인하

고 3학년 교과서에서 출현하는 빈도를 살펴보았다. 이기연(2015)의 초

등학교 교과서 어휘 양상에 관한 분석에서는 2009년 개정 초등학교 3

학년 교과서의 경우 1등급(가장 쉬움) 및 2등급(쉬움)에 해당되는 기초

어휘가 82%이며 3등급 이상의 어휘가 18%에 해당된다고 하 다. 이처

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어휘력 검사에서도 3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등급

별 어휘 비율을 고려하여 1, 2등급에 해당하는 어휘의 비율이 80% 이

상이 되도록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어휘력 검사의 각 문항에

서 묻고 있는 주제 단어와 보기에 사용된 보기 단어에 활용된 어휘의 등

급은 <표 Ⅲ-4>와 같다. 

<표 Ⅲ-4> 어휘력 검사에 활용된 어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주제 단어  84 24 7 2

보기 단어 50 13 3 1

합계 134 37 10 3

% 72.83 20.11 5.43 1.63

또한 어휘력 검사에 활용된 주제 및 보기 단어가 3학년 교과서에 출

현하는 빈도를 살펴보았다. 어휘력 검사에 활용된 어휘가 3학년 교과서

에 출현하는 빈도는 1회부터 976회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김동일 외

(2016)의 기준에 따라 출현빈도가 상위 25%에 해당되는 단어를 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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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휘, 하위 45%에 해당되는 어휘를 저빈도 어휘로 정의하 다. 어휘

력 검사에 활용된 어휘의 빈도수에 따른 구분은 <표 Ⅲ-5>와 같다. 

<표 Ⅲ-5> 어휘력 검사에 활용된 어휘 빈도에 따른 분류 

고빈도 저빈도

주제 단어  30 51

보기 단어 23 29

합계 53 80

% 29% 43%

(4) 인지요소와 문항간의 매트릭스 작성 

본 연구에서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선정한 6가지 인지요소를 바탕

으로 이를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 다. 어휘력 검사를 

개발 후 국어교육전문가 1인 및 특수교육전문가 1인의 수차례에 걸친 

검토를 거쳐 인지요소가 문항에 잘 반 되어 개발되었는지 검사문항을 

검토하 다. 이후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8인, 특수교육전문가 2인, 

국어교육전문가 2인,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3인 등 총 15명의 전문가들

에게 40개의 문항에 대하여 Q행렬을 작성하게 하 다. 이들은 문항과 

관련된 인지요소는 1, 관련되지 않은 인지요소는 0으로 부호화하여 Q행

렬을 작성하 다. 이러한 Q행렬의 정교화 과정은 4차례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이를 통해 문항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인지요소가 문항 속에 잘 

표현되도록 문항을 수정하 다. 어휘와 같은 언어 단위의 의미는 그 경

계가 모호하고 완벽한 규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역이다(이찬규, 

2002). 이러한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언어적 의미를 구분하여 작성

해야 하는 Q행렬 작성에서 100%의 의견 일치율을 보기가 어렵다고 판

단하여 일치도 검증 시 활용되는 Kappa index을 판단기준으로 활용하

다. Cohen의 Kappa index는 0.8이상의 일치율을 보일 때 매우 높은 

일치율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어휘력 검사의 40문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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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마다 내용전문가들의 80%가 동의하는 Q행렬을 최종 선정하

다. 

(5) 예비검사를 통한 문항 수정 

인지요소를 포함한 어휘력 검사를 개발한 후 2차에 걸쳐 예비검사를 

실시하 다. 먼저 초등학교 3학년 학생 43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

시하여 검사의 신뢰도, 난이도 및 변별도를 점검한 뒤 문항을 수정하

다. 수정된 문항으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67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검

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확정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어휘력 검사도구

는 [부록 1]에 수록하 다. 검사는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

에 의해 실시하 으며 검사 실시 전에 검사자 훈련을 통해 검사실시방법 

등에 대해 미리 숙지하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 다. 

(6) 어휘력 검사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① 검사도구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어휘력 검사는 총 40개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

된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어휘력 검사는 –1.906의 쉬운 난이도

를 지니고, 1.409의 높은 변별도를 보 으며, 0.033의 낮은 추측도를 

보인 검사 다. 각 문항에 따른 고전검사이론의 난이도, 변별도 및 문항

반응이론의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는 [부록 7]에 수록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어휘력 검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의 

내적 합치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를 산출하 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가 0.7 이상 일 때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는데, 어휘력 

검사의 Cronbach’s 는 0.869이므로 높은 내적 합치도를 지닌 검사

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문항의 제거 시 이상적으로 신뢰도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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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지를 살펴보았으나 전체 문항에 있어서 제거 시 전체 신뢰도와 비

슷한 수준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어휘력 검

사도구의 신뢰도는 <표 Ⅲ-6>와 같다. 

<표 Ⅲ-6> 본 검사의 신뢰도

Cronbach’s  계수 문항 수 

0.869 40 

② 검사도구의 타당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어휘력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어

휘력 검사의 모든 문항이 어휘력 하나의 능력을 측정하고 있는지 살펴보

았다. 이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 추출은 주성분 분

석으로 실시하 으며 초기 고유값(Initial eigenvalue)의 값이 1이상을 

갖는 요인의 수를 추출하 다. 요인분석 결과 문항들 간의 상관계수가 

다른 문항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는 지를 의미하는 KMO 값이 0.92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어휘력 검사에 대한 주성분 분석결과는 <표 Ⅲ-7>

과 같다. 주성분 분석 결과 초기 고유값이 1이상인 주성분이 10개 추출

되었다. 그러나 성분1이 차지하는 변량이 전체의 20%이상의 설명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어 일차원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어휘력 검사가 어휘력이라는 단일 요인을 측정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주성분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스크리 도표는 [그림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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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주성분 분석 결과 추출 제곱합 적재값 

성분 
추출 제곱합 적재값 

합계
총 분산 중 

설명량 
누적 설명량 

1 8.365 20.912 20.912

2 1.880 4.700 25.613

3 1.507 3.767 29.379

4 1.361 3.403 32.783

5 1.268 3.169 35.952

6 1.259 3.147 39.098

7 1.180 2.949 42.047

8 1.088 2.719 44.766

9 1.046 2.615 47.381

10 1.017 2.543 49.925

[그림 Ⅲ-2] 어휘력 검사 40문항에 대한 스크리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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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휘력 검사도구의 Q행렬 타당화

본 연구는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어휘능력을 인지진단모형 

중 하나인 DINA모형을 적용하여 진단하고 분류하고자 한다. 인지진단모

형에 의거해 어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Q행렬과 이에 근거한 어휘

력 검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합의를 거쳐 어휘력 관련 인

지요소를 정의하고 인지요소와 문항과의 관계를 반 한 Q행렬을 개발하

다. 보다 신뢰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 15명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

여 Q행렬을 개발하 지만 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내용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하여 Q행렬을 작성하지만 모든 내용 전문가들의 의견을 100%로 모으

는 것이 쉽지 않고 이렇게 개발된 Q행렬에도 명백한 불확정성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DeCarlo, 2012). 이러한 Q행렬의 불확정성을 보완하고 타

당화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전통적인 통계방식

에는 자카드 계수(Jaccard, 1901; 김수진 외, 2013)와 중다회귀분석

(Buck & Tatsuoka, 1998; 김성훈, 2005)이 있으며 이외에도 문항의 

변별도를 활용하는 경험적 방법(de l Torre, 2008), RSS 방법(Chiu, 

2013), 베이시안 추론방법(DeCarlo, 2012), Fusion 모형분석 적용 시 

계수 추정의 안정성 검토(Li & Suen, 2013), 인공신경망 방법(이 주, 

2014)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카드 계수, 중다회귀분석과 인공신경

망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어휘력 진단검사의 Q행렬을 타당화 하

다.

① 자카드 계수 산출을 통한 인지요소 간의 유사성 확인 

Q행렬의 타당화를 위해 먼저 자카드 계수(Jaccard coefficient)를 산

출하여 Q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요소간의 유사성을 확인하여 문항과 

인지요소 간의 설정된 관계가 타당한지 확인하 다. 자카드 계수는 두 

자료가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Jaccard(1901)에 의해 개발된 



- 64 -

　 AⅠ AⅡ AⅢ AⅣ AⅤ AⅥ

AⅠ 　 　 　

AⅡ 0.06 

AⅢ 0.12 0.13 　 　

AⅣ 0.00 0.00 0.00 　

AⅤ 0.10 0.00 0.00 0.11 

AⅥ 0.18 0.12 0.12 0.13 0.05 

방법이다. 이는 식(1)과 같이 계산된다. 

  ∩ ∪                   (1)

본 연구에서 제안된 Q행렬의 인지요소 간의 유사성을 자카드 계수 방

법으로 검증한 결과는 <표 Ⅲ-8>와 같다. 

<표 Ⅲ-8> 자카드 계수 산출 결과

<표 Ⅲ-8>을 살펴보면 6개의 인지요소간의 모든 자카드 계수들이 

Henning(2004)의 기준인 0.50 이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요소 AⅠ(낱말의 사전적 의미 알기)와 인지요소 AⅥ(주변의 어휘

정보 활용하기)간의 유사성이 0.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전체

문항의 18%에 해당되는 문항이 두 인지요소를 함께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 또한 0.5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유사성에 따라 

통합해야 할 인지요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중다회귀분석과 인공신경망을 통한 Q행렬 타당화 

인지요소의 타당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Q

행렬에 불필요한 인지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다. 중다회귀분석을 

활용한 Q행렬의 타당화는 문항의 정답률을 종속변수로 인지요소별 숙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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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77.115 6.359 　 12.127 .000

AⅠ .470 5.487 .016 .086 .932

AⅡ 7.051 6.322 .234 1.115 .273

AⅢ -2.459 6.017 -.082 -.409 .685

AⅣ 8.922 6.606 .269 1.351 .186

AⅤ 8.642 6.178 .322 1.399 .171

AⅥ 6.077 4.961 .209 1.225 .229

확률을 독립변수로 두어 정답률에 대한 각 인지요소의 기여도를 파악한

다(김선희 외, 2008). 이러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문항의 정답률에 부적

관계를 보이는 인지요소는 삭제를 고려해야 한다(김성훈, 2005). 중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Ⅲ-9>와 같다. 

<표 Ⅲ-9> 중다회귀분석 결과 

중다회귀분석 결과 문항의 정답률에 유의하게 부적 향을 주는 인지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자카드 계수와 중다회귀분석 결과 내용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된 Q행렬의 인지요소를 통합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Q행렬 타당화 방법으로 활용되는 자카드 계

수는 인지요소 간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고, 중다회귀분석의 경

우 문항 정답률에 유의하게 부적으로 향을 미치는 인지요소를 확인하

는데 활용할 수 있다. 중다회귀분석의 경우 선형의 관계를 가정하고 있

는데 사회과학 연구나 특히 읽기과제의 경우 선형적 관계를 가정하기 어

렵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 추측도를 검증하는 방법으

로 활용된 문항반응이론 또한 피험자의 능력()와 문항의 답을 맞힐 확

률()을 비선형 형태의 문항특성곡선(item characteristic curve)으

로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카드계수와 중다회귀분석을 통한 

인지요소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이 주(2014)가 활용한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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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인지요소

AⅠ AⅡ AⅢ AⅣ AⅤ AⅥ
1 1 0 0 0 0 0
2 1 0 0 0 0 0
3 0 1 0 0 0 0
4 0 1 0 0 0 0
5 0 1 0 0 0 0
6 0 1 0 0 0 0
7 0 0 1 0 0 0
8 0 0 1 0 0 0
9 0 0 1 0 0 0
10 0 0 0 0 1 0
11 0 0 0 0 1 0

신경망방법을 활용하여 Q행렬을 타당화 하 다. 인공신경망 방법은 Mat

lab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으며 활용한 명령문 및 결과는 [부록 

2], [부록 3]에 수록하 다. 인공신경망을 활용할 경우 각 문항의 숙달

확률에 향을 미치는 인지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

지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자료는 Q행렬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정교화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공신경망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결과로 도출되는 인지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합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용전문가들이 간과한 인지요소가 없는지에 관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필요가 있다(이 주,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Q행렬 타당

화 방법들이 지닌 제한점을 고려하여 자카드계수와 중다회귀분석 및 인

공신경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Q행렬 최종안을 결정하 다. 

③ Q행렬 최종안 

내용 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Q행렬 초안에 대해 자카드 계수 산출과 

중다회귀분석, 인공신경망을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타당화한 결과 Q행렬

의 초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최종안으로 확정할 수 있었다. Q행렬 타당

화를 거친 최종 Q행렬은 <표 Ⅲ-10>와 같다. 

<표 Ⅲ-10> Q행렬 



- 67 -

12 0 0 0 0 1 0
13 0 0 1 0 0 0
14 0 0 0 1 0 0
15 0 0 0 1 0 0
16 1 0 1 0 0 0
17 0 0 0 1 1 0
18 0 0 0 1 1 0
19 0 0 0 0 1 0
20 0 0 0 0 1 0
21 0 0 0 1 0 0
22 0 1 1 0 0 0
23 0 0 0 0 0 1
24 0 0 0 0 1 0
25 0 0 0 0 1 0
26 0 0 0 0 1 0
27 1 0 1 0 0 1
28 1 0 0 0 0 0
29 0 0 0 1 0 1
30 0 1 1 0 0 0
31 1 1 0 0 0 0
32 1 0 0 0 1 0
33 0 1 0 0 0 1
34 0 0 0 1 0 1
35 1 0 0 0 1 0
36 1 0 0 0 0 1
37 0 0 1 0 0 1
38 0 1 0 0 0 1
39 1 0 0 0 0 1
40 0 0 0 0 1 1

10 9 9 7 13 10

2) 유창성 및 읽기이해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어휘 인지요소를 반 하여 개발한 어휘력 검사도구와 

함께 읽기 역에서 어휘능력과 함께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는 유창성과 

읽기이해를 측정하는 검사를 함께 실시하 다. 이를 통해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로 분류된 학생 중 유창성과 읽기이해에서도 낮은 수행을 보이는 

학생들과 어휘 역에서만 낮은 수행을 보이는 학생들의 어휘 숙달유형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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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고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하위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창성 검사도구로 묵독유창성 검사(김동일 외, 

2015)를 사용하 고, 읽기이해 검사도구로 BASA 빈칸채우기 검사(김

동일, 2003)를 활용하 다. 

(1) 묵독유창성 검사

묵독유창성 검사(김동일 외, 2015)는 미국에서 묵독유창성 검사로 사

용되는 언어검사인 TOSWRF-2(Mather, Hammill, Alen, & Roberts, 

2004)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개발한 검사이

다.

묵독유창성 검사는 2분 동안 띄어쓰기가 생략된 음절의 집합속에서 

앞뒤 음절의 연결을 통하여 단어와 단어사이를 /(사선)로 구분하여 구분

한 단어의 개수로 유창성을 측정한다. 단어수준에서 음독이 아닌 묵독으

로 유창성을 측정하기 위해 명사의 경우 합성어가 아닌 단일어로만 구성

하 으며 동사나 형용사의 기본형의 경우 ‘-다’의 어미로 끝나는 단

어는 단어와 단어사이를 구분하는데 유리함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용언

의 활용방식을 고려하여 종결어미(-다, 구나, -는가, -어라, -자)와 연

결어미(-고, -면, -지), 진성어미(-기, -은, -도록)로 변환하여 단어

의 음절목록을 제시하 다. 

이처럼 묵독유창성검사는 음절로 제시된 비 단어 목록에서 빠르고 정

확하게 단어를 구분해 내는 과정을 통해 어휘경로를 통한 단어인지과정

의 속도와 정확성을 평가한다. Coltheart 와 Freeman(1978)은 단어인

지과정이 음운경로와 어휘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단어인지의 이중경

로 모형을 제안하 다. 음운경로는 단어의 표기적 표상을 자소-음소 대

응관계의 규칙성을 이용하여 그 발음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는 경로이다. 

이에 반해 어휘경로는 단어의 표기적 표상을 보고 머릿속 사전(mental 

lexicon)으로부터 전체 단어를 직접 인출하여 음독에 사용하는 과정이

다. 일반적으로 표층 표기체계 언어권에서는 단어 인지과정에서 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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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경로가 활성화되고 어권과 같은 심층 표기체계 언어권에서는 자소-

음소 대응관계를 통한 정확한 음독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휘경로가 

주로 활성화된다. 그러나 김애화 외(2010)와 이광오(1996)는 표층 표

기체계에 속하는 한글도 고빈도 단어를 인지하는 과정에서는 어휘경로가 

더 활성화되고 덜 친숙한 저빈도 및 무의미 단어를 인지하는 과정에서는 

음운경로가 더 활성화된다고 하여 한글의 해독과정에서도 이중경로 모형

이 적용된다고 하 다.  

묵독유창성 검사의 채점은 단어가 끝나는 지점에 /표시가 있는 경우 

정답(1점), 정해진 위치에 표시가 없는 경우는 오답(0점), 정해진 위치

가 아닌 지점에 표시한 한 개수를 오답(-1점)으로 처리하여 (전체 정답 

한 개수 + 오답한 개수)로 계산한다. 묵독 유창성 검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 )는 .982이며 주성분 분석 결과 일차원성 가

정을 만족하는 검사이다. 또한 BASA-reading(김동일, 2003)과 

ACCENT 국어 역 검사(김동일, 신종호, 2003)와의 상관은 0.510과 

0.505이었다. 김동일 외(2015)에서 제시한 묵독유창성 검사의 예시는 

<표 Ⅲ-11>와 같다.

<표 Ⅲ-11> 묵독유창성 검사의 예시(김동일 외, 2015)

· 예 1) 사라지다왜냐하면여러우산 -> 정답 예) 사라지다/왜냐하면/여러/우산

· 예 2) 생각진짜되다바이올린 -> 정답 예) 생각/진짜/되다/바이올린

(2) 읽기이해 검사

본 검사에서는 읽기이해 검사도구로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읽기

: BASA-Reading(김동일, 2003)의 읽기검사 Ⅱ인 빈칸 채우기 검사를 

활용하 다. 빈칸 채우기 검사는 3분 동안 주어진 글을 읽으면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제시된 3개의 단어 목록 중에서 고르도록 개발된 

검사이다. 빈칸 채우기 검사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제외한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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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에서 7번째 단어를 삭제한 후 알맞은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2개의 

단어를 함께 제시된 선택지를 제공하여 문맥상 적절한 단어를 고르게 하

는 검사이다. 빈칸 채우기 검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 

)는 0.89이며 표준화된 독해력 검사인 ACCENT 국어 역 검사(김동

일, 신종호, 2003)와의 공인타당도는 0.62이다. 

본 연구는 인지진단모형을 통해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의 어휘능

력을 진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분석함에 있어서 어휘에서만 

낮은 수행을 보이는 학생들에 비해 어휘뿐만 아니라 묵독유창성과 읽기

이해에서도 낮은 수행을 동시에 보이는 학생들의 어휘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을 하위집단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가지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 다. 검사 실시

는 묵독유창성 검사(2분) – 빈칸 채우기 검사(3분) – 어휘 검사(20분) 

순으로 실시하 다.  

4. 분석 방법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일반학생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의 어휘 관련 인지

요소의 숙달확률에는 차이가 있는가?

일반학생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어휘능력 관련 인지요소 

숙달확률을 살펴보기 위하여 DINA모형을 통해 확인하 다. DINA모형

은 R program CDM packages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또한 일반학생

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이 어휘관련 인지요소의 숙달확률의 차이

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SPSS 18.0을 활용하 다. 

연구문제 2. 어휘관련 인지요소의 숙달유형에 따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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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진단모형 중 DINA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인지진단결과를 바탕

으로 일반학생 및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이 보이는 어휘 인지요소 

숙달유형을 살펴보았다. 이후 전체학생의 검사문항에 대한 정답과 오답

으로 표기된 문항반응에 대해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여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이 어떤 잠재집단으로 분류되는지 살펴보았으며 문항반응

에 따라 분류된 잠재집단과 인지진단모형을 통해 얻은 인지요소 숙달유

형에 따른 분류를 비교하 다. 또한 읽기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를 분류

하는 절단점 주변에서 동일한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보이는 인지요소 숙

달유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잠재집단분석을 위해서는 

Mplus(Muthen & Muthen, 2007) 5.21 version을 사용하 다. Mplus 

명령어로 잠재집단 분석을 적용하기 위해 모형은 ‘CLASSES’로 설정

하 으며 변수는 ‘CATEGORICAL’로, 유형은 ‘MIXTURE’로 지

정하 다. 

연구문제 3.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으로 분류된 학생들이 유창성 

및 읽기이해 검사의 수행수준에 따라 어휘관련 인지요소의 숙달확률에 

차이가 있는가? 

어휘력 검사 백분위 점수에 따라 읽기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로 분류된 

학생들 중 어휘뿐만 아니라 유창성 또는 읽기이해에서도 하위 15% 미

만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과 이들 검사에서 상위 85%의 수행을 보인 학

생들의 인지요소 숙달확률을 비교하 다. 이를 통해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으로 분류된 140명의 학생들을 4개의 하위유형으로 분류하고, 

어휘관련 인지요소 숙달확률의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나는 어휘 인지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

들의 하위유형에 따른 인지요소 숙달확률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SPSS 18.0을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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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일반학생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의 어휘 인지

요소 평균 숙달확률 차이검증

일반학생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어휘능력을 진단하기 위하

여 인지진단모형으로 산출되는 피험자 모수인 인지요소 숙달확률

(Estimated population probability of mastery)을 비교하 다. 본 연

구에서는 인지진단모형 중 DINA모형을 적용하 으며 R program CDM 

packages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인지요소의 숙달확률은 총점에 근거

한 것이 아니라 피험자의 문항 반응 패턴과 문항이 측정하고 있는 인지

요소와의 상관으로 산출된다. DINA모형에 근거하여 산출된 숙달확률을 

전체학생, 일반학생,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일반학생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의 인지요소 숙달확률을 로짓변환

하여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SPSS 18.0을 활용한 t검정을 실시

하 다. 

1) 전체학생의 평균 숙달확률 

전체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어휘 인지요소별 평균 숙달확률

은 [그림 Ⅳ-1]과 같다. 전체학생들의 6개 인지요소에 대한 평균 숙달

확률을 살펴본 결과 6개 인지요소 모두에서 80%이상의 숙달확률을 보

다. 가장 높은 숙달확률을 보이는 인지요소는 낱말간의 의미 변별하기

로 유의어와 반의어와 관련된 인지요소 Ⅱ이었다. 낱말간의 의미 변별하

기와 비슷하게 높은 숙달확률을 보인 인지요소는 주변의 어휘정보를 활

용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인지요소 Ⅵ이었다. 이에 비해 가장 낮은 숙달

확률을 보인 인지요소는 낱말의 사전적 의미를 아는 것과 관련된 인지요

소 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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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요소 숙달확률에 따라 3학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인지요소

부터 나열해보면 인지요소 Ⅰ(낱말의 사전적 의미 알기), 인지요소 Ⅴ

(낱말 간의 호응관계 알기), 인지요소 Ⅲ(낱말 간의 범주관계 알기), 인

지요소 Ⅳ(동음이의어 및 다의어 의미 변별하기), 인지요소 Ⅵ(주변의 

어휘 정보 활용하기), 인지요소 Ⅱ(낱말간의 의미 변별하기)순으로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Ⅳ-1] 전체학생의 인지요소별 평균 숙달확률 

인지요소 숙달확률은 김수진 외(2008)과 송미  외(2011)에서 활용

한 구분기준인 50%에 따라 숙달확률이 50%이상일 때 숙달(1), 50%미

만일 때 미숙달(0)로 구분하 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학생들이 숙달한 

어휘력 관련 인지요소의 수를 기술통계 한 결과는 <표 Ⅳ-1>와 같다. 

전체학생들의 79.7%인 797명이 6개의 인지요소를 모두 숙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의 6%에 해당되는 60명의 학생들은 한 

개의 인지요소도 숙달하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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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한 인지요소의 수 학생 수 비율 

0 60 6.0%

1 18 1.8%

2 9 0.9%

3 32 3.2%

4 53 5.3%

5 31 3.1%

6 797 79.7%

합계 1000 100.0%

<표 Ⅳ-1> 전체학생의 인지요소 숙달 수 및 학생비율 

숙달한 인지요소의 수에 따른 학생들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 Ⅳ-2]을 

살펴보면 6개의 인지요소를 숙달한 학생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지요소를 하나도 숙달하지 못한 학생은 6명이

며, 4개의 인지요소를 숙달한 학생은 53명임을 알 수 있다. 

[그림 Ⅳ-2] 숙달한 인지요소 수에 따른 분포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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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학생의 평균 숙달확률 

어휘력 검사 결과 총점이 상위 85%에 속하는 일반학생들의 숙달확률

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Ⅳ-3]과 같다. 일반학생들은 6개의 어휘력 관

련 인지요소에서 93% ~ 98.89%의 높은 숙달확률을 보이고 있었다. 가

장 높은 숙달확률을 보인 인지요소는 인지요소 Ⅱ(낱말간의 의미 변별하

기)로 유의어와 반의어를 아는 가와 관련된 인지요소 다. 가장 낮은 숙

달확률을 보인 인지요소는 인지요소 Ⅰ(낱말의 사전적 의미 알기)과 관

련된 인지요소 다. 가장 낮은 숙달확률을 보인 인지요소부터 가장 높은 

숙달확률을 보인 인지요소까지 나열하면 인지요소 Ⅰ(낱말의 사전적 의

미 알기), 인지요소 Ⅴ(낱말 간의 호응관계 알기), 인지요소 Ⅲ(낱말 간

의 범주관계 알기), 인지요소 Ⅳ(동음이의어 및 다의어 의미 변별하기), 

인지요소 Ⅵ(주변의 어휘 정보 활용하기), 인지요소 Ⅱ(낱말간의 의미 

변별하기)순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3] 일반학생의 인지요소별 평균 숙달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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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의 평균 숙달확률

어휘력 검사에서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으로 분류된 하위 15% 

학생들의 어휘력 관련 인지요소의 숙달확률을 살펴보면 [그림 Ⅳ-4]와 

같다.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은 7.85% ~ 42.46%의 낮은 숙달확

률을 보이고 있었으며 숙달확률 50%가 숙달과 미 숙달로 구분되는 절

단점이라고 할 때,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은 모든 어휘력 관련 인

지요소에서 숙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보인 어휘력 관

련 인지요소의 숙달확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6개의 인지요소 중 가장 높

은 인지요소를 보인 인지요소는 인지요소 Ⅱ(낱말 간의 의미 변별하기)

고, 가장 낮은 숙달확률을 보인 인지요소는 인지요소 Ⅰ(낱말의 사전

적 의미 알기)로 7.85%의 낮은 숙달확률을 보 다. 가장 낮은 숙달확률

을 보인 인지요소부터 가장 높은 숙달확률을 보인 인지요소 순으로 나열

하면 인지요소 Ⅰ(낱말의 사전적 의미 알기), 인지요소 Ⅴ(낱말 간의 호

응관계 알기), 인지요소 Ⅲ(낱말간의 범주관계 알기), 인지요소 Ⅳ(동음

이의어 및 다의어 의미 변별하기), 인지요소 Ⅵ(주변의 어휘 정보 활용

하기), 인지요소 Ⅱ(낱말 간의 의미 변별하기)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4]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의 인지요소별 평균 숙달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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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 집단의 평균 숙달확률 비교 

일반학생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의 인지요소별 숙달확률을 비교

한 그래프는 [그림 Ⅳ-5]와 같다. [그림 Ⅳ-5]에 따르면 일반학생은 6

개의 인지요소 중 가장 낮은 숙달확률을 보이는 인지요소 Ⅰ(낱말의 사

전적 의미 알기)조차도 93% 이상의 높은 숙달확률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장 낮은 숙달확률을 보이는 인지요소 Ⅰ(낱말의 사

전적 의미 알기)과 가장 높은 숙달확률을 보이는 인지요소 Ⅱ(낱말 간의 

의미관계 변별하기)의 숙달확률 차이가 약 5%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어휘력 관련 인지요소별 숙달확률을 살

펴보면 일반학생과 달리 인지요소별로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경우 가장 높은 숙달확률을 

보이는 인지요소 Ⅱ(낱말 간이 의미관계 변별하기)와 가장 낮은 숙달확

률을 보이는 인지요소 Ⅰ(낱말의 사전적 의미 알기)의 숙달확률 차이는 

약 35%로 일반학생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높은 숙달확률을 보이는 인지요소 Ⅱ(낱말 간의 의미관계 변별하기), 인

지요소 Ⅳ(동음이의어 및 다의어 의미 변별하기), 인지요소 Ⅵ(주변의 

어휘 정보 활용하기)에 비해 낮은 숙달확률을 보이는 인지요소 Ⅰ(낱말

의 사전적 의미 알기), 인지요소 Ⅲ(낱말 간의 범주관계 알기), 인지요

소 Ⅴ(낱말 간의 호응관계 알기)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모든 어휘관련 인지요소 숙달확률이 숙달기준인 50% 

미만임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학생에 비해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

생들은 인지요소의 숙달확률이 낮고, 인지요소별로 숙달확률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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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일반학생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의 

인지요소별 평균 숙달확률 비교

일반학생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어휘력 관련 인지요소 숙

달확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살펴보기 위하여 두 집단의 인지

요소 숙달확률을 로짓변환하여 t검정하 다. t검증결과는 <표 Ⅳ-2>와 

같다. t검증 결과 두 집단의 모든 인지요소의 숙달확률의 차이가 유의확

률 0.000인 것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볼 때 평균의 차

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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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일반학생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의 인지요소별 숙달

확률 평균차이

인지

요소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t p

AⅠ

정의

일반학생 860 6.619 3.343

-42.100 .000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 
140 -7.154 4.844

AⅡ

의미

일반학생 860 8.953 2.936

-36.340 .000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 
140 -0.968 3.341

AⅢ

범주

일반학생 860 6.615 2.840

-33.970 .000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 
140 -1.992 2.379

AⅣ

다의어

일반학생 860 6.979 2.165

-36.570 .000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 
140 -2.180 5.024

AⅤ

호응

일반학생 860 7.217 2.852

-41.740 .000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 
140 -5.408 5.368

AⅥ

어휘

정보

일반학생 860 8.851 2.628

-38.466 .000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 
140 -1.194 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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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요소 숙달유형에 따른 일반학생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의 분류 

DINA모형의 분석을 통해 얻은 어휘력 관련 인지요소의 숙달유형을 

전체학생, 일반학생,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

이 보이는 숙달유형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학생들이 보인 검사의 

문항반응에 따른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여 문항반응에 따른 잠재집단분

석 결과와 인지요소 숙달유형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1) 전체학생의 대표적인 숙달유형 

전체학생이 보이는 어휘력 관련 인지요소 숙달유형을 분석하여 대표적

인 숙달유형이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인지요소 숙달유형은 

어휘력 관련 인지요소에서 숙달확률 50%를 기준으로 숙달과 미 숙달로 

구분하여 표시한 형태이다. 어휘력 관련 인지요소가 6개이므로 어휘력 

관련 숙달유형이 으로 64개의 가능한 숙달유형이 존재하지만, 본 연

구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지진단모형 적용결과 23개의 숙달유형

만 추출되었다. 23개의 숙달유형 중 대표적인 어휘력 관련 숙달유형을 

살펴보면 <표 Ⅳ-3>와 같다. 

분석 결과 전체학생의 79.7%는 어휘력 관련 인지요소를 모두 숙달하

고 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숙달유형은 전체학생의 6%가 

보이는 [000000]의 숙달유형이었다. 이러한 형태의 숙달유형은 모든 

어휘력 관련 인지요소를 숙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의 22

명이 보인 [011101]의 숙달유형은 낱말의 사전적 의미와 낱말간의 호

응관계를 아는 것과 관련된 인지요소Ⅰ과 인지요소Ⅳ를 숙달하지 못한 

숙달유형을 보 다. 전체의 21명은 [010101]의 숙달유형으로 낱말의 

사전적 의미 알기, 낱말의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포함관계 알기, 낱말의 

호응관계 알기에서 숙달하지 못한 패턴을 보이는 학습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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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전체학생의 대표적인 숙달유형

패턴 숙달유형 빈도 비율 부재요소 

1 111111 797 79.7% 없음

2 000000 60 6% AⅠ ~ AⅥ

3 011101 22 2.2% AⅠ, AⅤ

4 010101 21 2.1% AⅠ,  AⅢ, AⅤ

5 011111 15 1.5% AⅠ

6 010000 14 1.4% AⅠ, AⅢ, AⅣ, AⅤ, AⅥ

7 010111 13 1.3% AⅠ, AⅢ

※ AⅠ: 낱말의 사전적 의미 알기, AⅡ: 낱말의 의미 변별하기, AⅢ: 낱말의 

범주관계 알기, AⅣ: 동음이의어 및 다의어 구분하기, AⅤ: 낱말의 호응관계 알

기, AⅥ: 주변의 어휘정보 활용하기

2) 일반학생의 대표적인 숙달유형

일반학생이 보이는 어휘력 관련 인지요소 숙달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

로 나타난 대표적인 숙달유형을 살펴보면 <표 Ⅳ-4>와 같다. 

일반학생 중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휘력 관련 인지요소를 모두 숙달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숙달유형은 

[011101]로 일반학생 중 14명이 보인 숙달유형이다. [011101]은 낱

말의 사전적 의미 알기와 낱말의 호응관계 알기에 관한 인지요소를 숙달

하지 못한 학습자이다. 일반학생 중 12명이 나타난 숙달유형은 

[011111]로 낱말의 사전적 의미를 알기 이외의 모든 인지요소를 숙달

하고 있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일반학생 중 10명의 학생이 보이는 숙

달유형인 [010111]은 낱말의 사전적 의미 알기와 낱말의 상하관계 알

기와 관련된 인지요소를 숙달하지 못하 다. 

일반학생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어휘력 관련 숙달유형을 살펴보면 패턴 

4개 모두에서 인지요소Ⅱ(낱말 간의 의미 변별하기), 인지요소Ⅳ(동음이

의어 및 다의어 의미 변별하기), 인지요소Ⅵ(주변의 어휘 정보 활용하

기)는 공통적으로 모두 숙달한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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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일반학생의 대표적인 숙달유형

패턴 숙달유형 빈도 비율 부재요소 

1 111111 792 92.19% 없음

2 011101 14 1.63% AⅠ, AⅤ

3 011111 12 1.40% AⅠ

4 010111 10 1.16% AⅠ, AⅢ

※ AⅠ: 낱말의 사전적 의미 알기, AⅡ: 낱말의 의미 변별하기, AⅢ: 낱말의 

범주관계 알기, AⅣ: 동음이의어 및 다의어 구분하기, AⅤ: 낱말의 호응관계 알

기, AⅥ: 주변의 어휘정보 활용하기

3)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의 대표적인 숙달유형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이 보이는 어휘력 관련 인지요소의 숙달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지진단모형 중 DINA모형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은 어휘력 검사의 총점이 

하위 15%미만에 속하는 학생들이다. 어휘력 검사 총점으로 분류된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대표적인 어휘력 관련 숙달유형을 살펴보면 

<표 Ⅳ-5>와 같다.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약 43%는 어휘력 관련 인지요소를 

모두 숙달하지 못한 숙달유형인 [000000]의 상태를 보 다. 읽기 학습

부진 및 장애학생들 중 18명이 보인 숙달유형인 [010101]은 인지요소

Ⅰ(낱말의 사전적 의미 알기), 인지요소Ⅲ(낱말의 상하관계 알기), 인지

요소Ⅴ(낱말의 호응관계 알기)에 관한 인지요소를 숙달하지 못한 상태이

다.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나타난 어휘력 관련 숙달유형은 [010000]으

로 이는 낱말의 의미관계와 관련된 인지요소인 낱말의 유의어와 반의어 

알기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인지요소를 모두 숙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 외에도 인지요소Ⅳ(동음이의어 및 다의어 의미 변별하기)와 인지요소

Ⅵ(주변의 어휘 정보 활용하기)만 숙달한 숙달유형인 [000101]과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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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Ⅱ(낱말 간의 의미 변별하기),  인지요소Ⅲ(낱말 간의 범주관계 알

기), 인지요소Ⅳ(동음이의어 및 다의어 의미 변별하기)와 인지요소Ⅵ(주

변의 어휘 정보 활용하기)를 숙달한 상태인 [011101]등의 어휘력 관련 

숙달유형을 보 다.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에서 자주 보이는 어휘

력 관련 숙달유형을 살펴보면 5개의 숙달유형 패턴 모두 인지요소Ⅰ(낱

말의 사전적 의미 알기), 인지요소Ⅴ(낱말 간의 호응관계 알기)가 부재

한 숙달유형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5>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의 대표적인 숙달유형   

패턴 숙달유형 빈도 비율 부재요소 

1 000000 60 42.86% AⅠ~AⅥ

2 010101 18 12.86% AⅠ, AⅢ, AⅤ

3 010000 14 10% AⅠ, AⅢ, AⅣ, AⅤ, AⅥ

4 000101 8 5.71% AⅠ, AⅡ, AⅢ, AⅤ

5 011101 8 5.71% AⅠ, AⅤ

※ AⅠ: 낱말의 사전적 의미 알기, AⅡ: 낱말의 의미 변별하기, AⅢ: 낱말의 

범주관계 알기, AⅣ: 동음이의어 및 다의어 구분하기, AⅤ: 낱말의 호응관계 알

기, AⅥ: 주변의 어휘정보 활용하기

4) 문항반응에 따른 잠재집단의 인지요소 숙달유형

1000명의 3학년 학생들이 어휘력 검사에서 각 문항마다 정답 및 오

답한 결과인 문항반응에 대해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 다. 이를 통해 어

휘검사 점수에 따른 분류집단과 인지요소 숙달유형에 따른 집단의 차이

를 살펴보고자 하 다. 학생들의 문항반응을 잘 반 하는 잠재집단이 몇 

개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잠재집단의 수를 2개에서 4개까지 달리하면서 

모형을 순차적으로 검증하 다. 이후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기준 수

치의 결과를 비교하여 최적의 집단 수를 결정하 다. 각 집단의 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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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모형 적합도 결과는 <표 Ⅳ-6>와 같다. 

<표 Ⅳ-6>  모형의 적합도에 따른 집단의 수 결정 

모형

Log 

Likelih

ood

free 

parame

ter

AIC BIC
SSA 

BIC
Entropy

LRT 

p

1집단
-1523

4.953
40

30549.

907

30746.

217

30619.

175
N/A N/A

2집단
-1374

3.424
81

27648.

849

28046.

377

27789.

117
0.949 0.000

3집단
-1337

5.173
122

26994.

346

27593.

093

27205.

614
0.843 0.011

4집단
-1323

9.491
163

26804.

982

27604.

946

27087.

249
0.821 0.028

5집단
-1317

9.101
204

26766.

202

27767.

384

27119.

469
0.798 0.979

<표 Ⅳ-6>에 따르면 전체학생의 문항반응에 따라 실시한 잠재집단분

석의 모형 적합도 결과 AIC는 잠재집단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 수치

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BIC는 잠재집단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잠재집단의 수가 3개일 때 가장 작

은 값을 나타낸다. 또한 표본크기에 맞게 조정된 BIC 또한 잠재집단의 

수가 4개 일 때 27087.249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1에 

가까울수록 적합한 모형임을 나타내는 엔트로피 지수가 잠재집단의 수가 

2개일 때 0.949로 1에 가장 근접하고 LRT p 수치는 잠재집단 2, 잠재

집단 3, 잠재집단 4일 때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

미령(2014)의 기준에 따라 BIC 수치, 엔트로피 수치, LRT p 수치의 

순차적인 검증을 통해 문항반응을 잘 반 하는 잠재집단의 수를 3개로 

판단하 다. 위 결과에 따라 3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하 을 때 각 집단

에 소속된 학생의 분포 및 문항별 정답률을 살펴보면 <표 Ⅳ-7>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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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문항반응에 따른 잠재집단별 학생 분포 및 문항별 정답률

잠재집단1 잠재집단2 잠재집단3

소속확률 646명 (64.6%) 297명 (29.7%) 57명 (5.7%)

문항1 80.6% 52.0% 41.7%
문항2 93.0% 71.3% 37.1%
문항3 93.2% 83.0% 52.6%
문항4 96.2% 85.5% 62.1%
문항5 85.3% 68.1% 52.9%
문항6 96.1% 89.6% 80.3%
문항7 77.0% 60.5% 49.3%
문항8 49.0% 20.2% 13.1%
문항9 86.4% 68.5% 55.7%
문항10 97.9% 78.2% 59.0%
문항11 95.9% 79.4% 63.4%
문항12 70.8% 63.7% 60.3%
문항13 97.9% 93.6% 76.4%
문항14 99.8% 93.0% 76.9%
문항15 78.8% 65.8% 32.3%
문항16 97.5% 90.5% 63.4%
문항17 97.7% 90.1% 63.1%
문항18 95.2% 86.3% 53.7%
문항19 91.4% 63.1% 37.5%
문항20 97.6% 91.7% 69.2%
문항21 99.2% 91.8% 44.6%
문항22 85.1% 65.3% 39.4%
문항23 99.3% 96.0% 65.1%
문항24 78.7% 51.0% 28.4%
문항25 99.1% 94.8% 55.2%
문항26 99.1% 90.6% 48.2%
문항27 93.7% 72.8% 25.0%
문항28 94.2% 60.5% 12.6%
문항29 99.2% 90.5% 42.6%
문항30 79.4% 57.5% 33.4%
문항31 99.0% 73.1% 17.9%
문항32 99.6% 95.1% 33.9%
문항33 97.4% 93.7% 42.1%
문항34 99.6% 91.9% 26.9%
문항35 98.9% 91.5% 31.6%
문항36 92.7% 63.7% 14.0%
문항37 99.1% 93.7% 21.1%
문항38 98.2% 85.8% 26.2%
문항39 67.1% 34.5% 11.8%
문항40 99.7% 95.5%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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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에 따라 세 개의 잠재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특성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잠재집단 1에는 646명의 가장 많은 학생이 소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잠재집단 1에는 대

부분의 어휘검사문항에서 정답을 한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문항 

8에서 정답을 한 학생이 집단 내 49%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 다. 

잠재집단 2는 297명이 포함되어 있는 집단으로 잠재집단 1에 비해 문

항에서 정답을 한 학생들의 비율이 낮은 집단이다. 특히 문항 28과 문

항 39에서 성취한 학생의 비율이 잠재집단 1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잠재집단 3에는 57명의 학생들이 포함되

어 있으며 각 문항별로 성취한 학생들이 세 집단에 비해 가장 적은 비율

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항 28, 문항 31과 문항 36에서 잠재

집단 3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 문항들에서 잠재집단 1은 

90%이상의 정답률을 보이고 잠재집단 2는 60 ~ 70% 정도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잠재집단 3은 10%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문

항은 어휘력 검사의 Q행렬을 살펴본 결과 세 문항에서 공통적으로 인지

요소 Ⅰ(낱말의 사전적 의미 알기)를 측정하고 있는 문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학생의 문항반응에 따른 잠재집단의 형태를 그래프로 나타

내면 [그림 Ⅳ-6]와 같다. 

[그림 Ⅳ-6] 잠재집단별 문항 정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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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에 따르면 잠재집단 1에는 문항 8번을 제외하고 대부분

의 문항에서 정답을 한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잠재집단 2는 잠

재집단 1과 비슷한 형태의 문항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이지만 문항에서 

정답 한 학생의 비율이 잠재집단 1보다는 낮은 형태를 보여준다. 잠재집

단 3의 경우는 각 문항에서 정답을 한 학생들이 가장 적게 포함되어 있

으며 문항 31번부터 39번까지의 구간에서는 성취한 학생의 비율이 잠재

집단 1과 잠재집단 2에 비해 크게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항반응에 따른 잠재집단 분석 결과와 본 연구에서 절단점을 기준으

로 정의한 일반학생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의 분류가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하여 두 가지 분류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일반학생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이 문항반응에 

따른 잠재집단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두 가지 분류간의 

교차분석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표 Ⅳ-8> 절단점 분류집단과 잠재집단간의 교차분석

잠재집단1 잠재집단2 잠재집단3 Total

일반학생 646 214 0 860

읽기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0 83 57 140

Total 646 297 57 1000

<표 Ⅳ-8>에 따르면 잠재집단 1은 일반학생만 포함되어 있으며 잠재

집단 2는 일반학생 214명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이 83명을 포함

한 혼합집단이다. 또한 잠재집단 3에는 읽기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

으로 분류된 학생들만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

생은 문항반응에 따라 2개의 하위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문항반응에 따른 잠재집단과 인지진단모형에 따른 인지요소 

숙달유형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잠재집단과 절단점에 따른 집단 및 

인지요소 숙달유형 23개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전체학생들은 어휘 숙

달유형에 따라 23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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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문항반응에 따라 3개의 잠재집단으로 구분됨을 확인하 다. 일반학

생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이 문항반응에 따른 잠재집단에서 어떻

게 구분되고, 잠재집단에 따른 학생들의 인지요소 숙달유형의 차이를 살

펴보면 <표 Ⅳ-9>와 같다. 

<표 Ⅳ-9>를 살펴보면 잠재집단 1에 속하는 646명의 학생들이 보이

는 숙달유형은 [111111], [111011]이 다. 이중 645명은 모두 동일한 

[111111]의 숙달유형이었으며 잠재집단 1에 속한 1명의 학생만이 

[111011]의 상태를 보 다. [111011]의 숙달유형을 지닌 6명의 나머

지 학생들은 잠재집단 2에 속해 있는데 동일한 숙달유형을 지녔음에도 

잠재집단 1과 잠재집단 2로 분류된 이유를 찾기 위해 이들이 보인 어휘

력 검사점수를 살펴 본 결과 7명의 학생 중 잠재집단 1에 속한 학생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잠재집단의 분류는 학

생의 점수에 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잠재집단 2에 속한 297명은 전체학생이 보인 23개의 숙달유형 중 22

개의 숙달유형을 보이는 학생들이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잠재집단 2

는 일반학생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혼합집단으로 이들이 문

항반응유형에 따라서는 동일한 하위집단에 속해 있을 지라도 이들을 위

한 어휘관련 지도를 위해서는 이들의 숙달유형을 살펴보는 것이 이들의 

위한 지도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잠재집단 3에 포함되어 있는 57명의 학생들이 대표적으로 보이는 숙

달유형은 [000000]과 [010000]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7개의 숙달유형

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들을 지도함에 있어서도 보다 구체적인 진단자

료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의 숙달유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지요소 숙달유형은 동일한 잠재집단에 속한 학생들일지라도 이들이 특

수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이질 집단임을 보여주며 점수에 따른 잠재집단

의 분류보다 세밀하게 학생들의 현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마지막으로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은 문항반응에 따라 2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됨을 앞서 살펴보았다.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과

잠재집단 2와 잠재집단 3의 어휘 인지요소 숙달확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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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과 같다. 

[그림 Ⅳ-7]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과 두 잠재집단의 

인지요소별 숙달확률 비교 

[그림 Ⅳ-7]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

생들은 어휘력 관련 인지요소별 숙달확률이 잠재집단 1과 잠재집단 2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교차분석을 통해

서 통계적으로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이 두 개의 잠재집단으로 구

분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으로 분류

된 학생들이 문항반응에 따라 2개의 집단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이

들의 집단 내에 속한 학생들의 인지요소 숙달유형을 살펴보면 <표 Ⅳ

-9>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인지진단모형을 활용한 어휘력 

진단은 문항반응에 따라 두 개의 잠재집단으로 나눠진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을 포함하면서도 인지요소 숙달유형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면

서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학생들을 위한 소그룹 및 개별지도를 위

한 차별적 교수를 계획하는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본 연

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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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어휘 인지요소 관련 숙달유형에 따른 잠재집단 분포 

어휘

숙달유형

일반

학생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

잠재집단

1

잠재집단

2

잠재집단

3

1 000000 0 60 0 23 37

2 010000 0 14 0 3 11

3 000101 0 8 0 6 2

4 001010 0 1 0 0 1

5 011010 0 2 0 1 1

6 100101 0 4 0 4 0

7 001000 1 3 0 3 1

8 010101 3 18 0 19 2

9 011001 2 3 0 4 1

10 011101 14 8 0 21 1

11 010111 10 3 0 13 0

12 011011 3 2 0 5 0

13 011111 12 3 0 15 0

14 001111 3 2 0 5 0

15 101101 1 2 0 3 0

16 100111 1 0 0 1 0

17 110011 1 0 0 1 0

18 110110 3 0 0 3 0

19 110111 1 0 0 1 0

20 111101 3 0 0 3 0

21 111011 7 0 1 6 0

22 111110 3 2 0 5 0

23 111111 792 5 645 152 0

860 140 646 29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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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문항반응

숙달

유형 
점수 

잠재

집단

....

1 1111001010010101110111111101100111111101 100101 28 2

33 0101011011111111110111101111100111101000 000101 28 2

51 1011110011111101111110101100100011111101 010111 28 2

228 0011110000101111111110111010001111111111 010101 28 2

288 1000100111111111110110111100110111111001 001111 28 2

550 1111011001111101110110101110110111101001 000000 28 2

595 1101010000101101110110101111101111111111 111111 28 2

680 0011111011101000111110101110111111101101 011011 28 2

76 0110111011111111010110101111100111101101 010101 29 2

85 0010110111011111101111101100110111101111 011101 29 2

116 0111110011111101111101001111110101101101 011010 29 2

126 1111111001111101110101101101010111101101 011001 29 2

153 1010010011011111110111110110011111110111 000000 29 2

413 0011111011101111111110101100110111101101 011111 29 2

450 0011111011111101100010101111101111111101 111111 29 2

480 0111011011101101101111110111111110100101 111110 29 2

9 0011111011001111111111101111101110111001 111111 30 2

5) 절단점 주변 점수를 보인 학생의 숙달유형 차이 

인지진단모형은 검사에서 학생들이 동일한 점수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인지요소 숙달유형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를 일반학생과 읽기 학습부진 및 장

애학생을 구분하는 절단점인 29점과 그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28점과 

30점을 받은 학생들의 숙달유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어휘력 검사에서 

28점~30점을 받은 학생들의 어휘관련 숙달유형을 살펴보면 <표 Ⅳ

-10>과 같다. 

<표 Ⅳ-10> 절단점 주변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숙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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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001111011111101111110101101111111101101 011111 30 2

34 0111111000110101111110111101110111111101 010111 30 2

65 0111111001011111110111101111100111101101 010101 30 2

75 0011111011101101100111111010110111111111 011101 30 2

137 1100110001101111111111101101111111111001 100111 30 2

161 1111011111111001111110111010001111100111 001000 30 2

364 1111111011111101111111101111111110000000 111110 30 2

375 1111110000111111101111111111001111101001 110110 30 2

390 1111110111101100110111101011111110101101 011001 30 2

418 1101011011101111110111101011100111111101 101101 30 2

459 1111110001000000111111111111111111111101 110011 30 2

645 1111010011111001111101101111001110111111 111011 30 2

740 1111111001111101011111101111110100011101 011011 30 2

...

<표 Ⅳ-10>를 살펴보면 모든 학생들이 어휘력 검사에서 29점 ~30점

까지의 동일한 점수를 받아 문항반응으로는 잠재집단 2에 소속된 학생

들이지만 이들의 어휘관련 인지요소 숙달유형에는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점수와 잠재집단으로는 동일한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라도 

이들에게 대한 어휘관련 인지요소의 숙달여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표 Ⅳ-10>에서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어휘력 검사에서 28점 ~ 30점을 받은 학생들의 어휘

관련 숙달유형의 빈도를 살펴보면 <표 Ⅳ-11>과 같다. <표 Ⅳ-11>를 

살펴보면 어휘력 검사에서 학생들이 동일한 점수를 받았음에도 각 학생

이 보유하고 있는 어휘 인지요소의 수와 숙달유형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

여준다. 28점을 받은 한 학생은 인지유형이 [111111]이지만 이보다 1

점이 높은 29점을 받은 학생의 인지유형이 [000000]인 것을 볼 수 있

다. 또한 30점을 받아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으로 분류되지 않았지

만 [010101]의 숙달유형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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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학습내용을 제공하기보다는 인지요소 숙달유형에 따라 숙달하지 못

한 인지요소를 중심으로 차별적으로 지도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절단

점에 따라 읽기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로 분류되지 않았을 지라도 교육적 

요구에 있어서는 이들과 동일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학생을 인지요소 숙

달유형으로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점수에 따라 숙달한 어휘관련 인지요소의 수가 어떻게 나타나

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Ⅳ-8]와 같다. 

빈
도

인지요소 

[그림 Ⅳ-8] 점수에 따른 숙달한 인지요소의 수

[그림 Ⅳ-8]을 살펴보면 28점에서 1점씩 점수가 증가할수록 숙달한 

인지요소의 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8점을 받은 학생

들은 숙달한 인지요소의 수가 2 ~ 4개에 분포되어 있으며 29점을 받은 

학생들은 3 ~ 5개의 숙달한 인지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30점을 받은 학

생들은 4 ~ 6개의 숙달한 인지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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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절단점 주변에 위치한 학생들의 어휘 인지요소 숙달유형

점수 

28 29 30

인지 수
숙달

유형
빈도 % 빈도 % 빈도 %

0 000000 2 11.8 1 4.5 0 0

1 001000 0 0 0 0 1 3.3

2 000101 4 23.5 0 0 0 0

3

010101 4 23.5 6 27.3 3 10.0

011001 0 0 1 4.5 1 3.3

011010 0 0 1 4.5 0 0

100101 2 11.8 0 0 0 0

4

001111 1 5.9 0 0 0 0

010111 2 11.8 0 0 4 13.3

011011 1 5.9 0 0 1 3.3

011101 0 0 4 18.2 3 10.0

100111 0 0 0 0 1 3.3

101101 0 0 0 0 1 3.3

110011 0 0 0 0 1 3.3

110110 0 0 0 0 1 3.3

5

011111 0 0 3 13.6 2 6.7

111011 0 0 0 0 1 3.3

111110 0 0 2 9.1 1 3.3

6 111111 1 5.9 4 18.2 9 30.0

합계 17 100 22 100 30 100

또한 [111111]과 같이 모든 어휘관련 인지요소를 숙달한 학생의 수

를 살펴보면 28점에서 1명, 29점에서 4명, 30점에서 9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요소 숙달유형이 어휘 검사점수의 향을 받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절단점 주변에 분포해 있는 학생들도 비록 점수

에서는 1점의 차이일지라도 이들의 교육적 요구는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며 인지진단모형의 결과로 얻어진 인지요소 숙달유형은 절단점으로는 

읽기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로 정의되지 않았지만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학생을 선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95 -

3.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의 하위 집단별 어휘 인지

요소 평균 숙달확률 비교 

본 연구에서는 어휘가 단어인지 능력을 예측하고(김애화, 김의정, 황민

아, 유현실, 2013; 김애화, 유현실, 김의정, 2010; Hurtado, 

Marchman, & Fernald, 2008) 어휘가 읽기이해능력에 향을 많이 준

다는 점(김애화, 황민아, 2008; 정미란, 2013; Braze, Tabor, 

Shankwiler & Mencl, 2007; Ouellette & Beers, 2010)에 근거하여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로 분류된 학생들을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

의 어휘관련 인지요소의 숙달확률을 비교해보았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6개의 어휘관련 인지요소의 숙달확률이 유창성 및 읽기이해와 어떤 관

련이 있는지 먼저 살펴 본 후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을 분류하여 

이들의 어휘관련 숙달확률을 비교하 다. 

1) 어휘 인지요소 숙달확률과 유창성 및 읽기이해와의 상관관계 

어휘관련 인지요소가 유창성과 읽기이해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

보기 위하여 1000명의 학생들의 어휘관련 숙달확률을 로짓변환하여 읽

기이해 및 유창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Ⅳ-12>는 6개의 어

휘관련 인지요소와 유창성 및 읽기이해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표 Ⅳ-12> 인지요소별 숙달확률과 유창성 및 읽기이해와의 상관

AⅠ AⅡ AⅢ AⅣ AⅤ AⅥ

읽기이해 .626
**

.574
**

.561
**

.545
**

.617
**

.587
**

유창성 .472
**

.482
**

.480
**

.396
**

.459
**

.445
**

   <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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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에 따르면 어휘능력은 유창성보다는 읽기이해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인다. 읽기이해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어휘관련 인지요소

는 AⅠ(낱말의 사전적 의미 알기)와 AⅤ(낱말의 호응관계 알기) 다. 

묵독유창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어휘관련 인지요소는 AⅡ(낱말의 

의미관계 구별하기), AⅢ(낱말의 범주관계 알기)이 다. 어휘관련 인지

요소와 읽기이해와의 관계는 [그림 Ⅳ-9], 어휘관련 인지요소와 유창성

과의 관계는 [그림 Ⅳ-10]과 같다. 

[그림 Ⅳ-9]와 [그림 Ⅳ-10]은 어휘관련 인지요소가 읽기이해와 유

창성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유창성보다는 읽기이해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

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Ⅳ-11]과 [그림 Ⅳ-12]는 어휘력 검사와 

유창성 및 읽기이해 검사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Ⅳ-11]과 [그림 

Ⅳ-12]에서는 [000000]과 [010000]의 어휘 숙달유형은 낮은 점수에 

[111111]과 [011111]의 어휘 숙달유형은 높은 점수에 분포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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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축 : 어휘 인지요소 숙달확률 세로축 : 읽기이해 점수 

※ AⅠ: 낱말의 사전적 의미 알기, AⅡ: 낱말의 의미 변별하기, AⅢ: 낱말의 범주관

계 알기, AⅣ: 동음이의어 및 다의어 구분하기, AⅤ: 낱말의 호응관계 알기, AⅥ: 주변

의 어휘정보 활용하기

[그림 Ⅳ-9] 어휘관련 인지요소와 읽기이해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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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축 : 어휘 인지요소 숙달확률 세로축 : 묵둑유창성 점수 

※ AⅠ: 낱말의 사전적 의미 알기, AⅡ: 낱말의 의미 변별하기, AⅢ: 낱말의 범주관

계 알기, AⅣ: 동음이의어 및 다의어 구분하기, AⅤ: 낱말의 호응관계 알기, AⅥ: 주변

의 어휘정보 활용하기

[그림 Ⅳ-10] 어휘관련 인지요소와 유창성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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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의 하위집단별 평균 숙달확률 차이 

본 연구에서는 어휘력 검사를 통해 백분위점수 하위 15%미만에 속하

는 학생들을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으로 분류하여 이들이 가지는 어

휘관련 인지요소에서의 숙달확률을 비교분석하고 문항반응에 따라 잠재

집단으로 분류하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휘 인지요소는 읽기이해 

및 유창성과 상관을 가지는 읽기 역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읽기 학습부

진 및 장애로 분류된 학생들을 유창성과 읽기이해의 수행수준에 따라 4

개의 하위집단으로 분류하 다. 이에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으로 분

류된 140명의 학생들을 어휘에서만 15%미만의 낮은 수행을 보이는 학

생, 어휘와 묵독유창성에서 동시에 15%미만의 낮은 수행을 보이는 학

생, 어휘와 읽기이해에서 15%미만의 낮은 수행을 보이는 학생, 어휘와 

묵독유창성, 읽기이해에서 모두 15%미만의 낮은 수행을 보이는 학생 등 

4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하 다.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하위집

단별 어휘관련 인지요소의 평균 숙달확률을 살펴보면 <표 Ⅳ-13>와 같

다. 

<표 Ⅳ-13>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의 하위집단별 평균 숙달확률 

N AⅠ AⅡ AⅢ AⅣ AⅤ AⅥ

어휘 51(37%) 9.83 55.76 27.06 48.09 16.84 55.71 

읽기이해∩어휘 27(19%) 7.26 39.75 33.68 51.06 20.01 45.31 

유창성∩어휘 14(10%) 14.97 27.69 37.85 48.64 18.67 50.54 

읽기이해∩어휘 

∩유창성
48(34%) 3.99 34.16 14.85 22.31 7.31 22.51 

<표 Ⅳ-13>을 살펴보면 어휘력 점수에서만 하위집단에 속하는 학생

은 140명 중 5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묵독유창성과 어휘력 검사, 읽기

이해검사에서 모두 하위 15%미만에 속하는 집단은 48명으로 나타났다. 

묵독유창성과 어휘검사에서 모두 하위 15%미만에 속하는 집단은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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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장 적은 수를 보 으며 읽기이해와 어휘력 검사에서 하위 15%

미만에 동시에 속하는 집단은 27명으로 나타났다. 

4개의 하위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보이는 어휘관련 인지요소별 평균 

숙달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지요소Ⅰ(낱말의 사전적 의미 알

기)은 모든 하위집단에서 6개 인지요소 중 가장 낮은 숙달확률을 보이

고 있으며 4개의 하위집단 중 어휘와 묵독유창성에서 낮은 성취를 보이

는 학생들이 가장 높은 숙달확률을 보이고 모든 역에서 낮은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이 가장 낮은 숙달확률을 보이고 있다. 

인지요소Ⅱ(낱말간의 의미관계 변별하기)는 인지요소Ⅰ(낱말의 사전적 

의미 알기)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숙달확률을 보인 묵독유창성과 

어휘 하위 집단이 가장 낮은 숙달확률을 보이고 있으며 어휘에서만 낮은 

성취를 보이는 집단이 인지요소Ⅱ(낱말간의 의미 변별하기)에서 높은 숙

달확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지요소Ⅲ(낱말 간의 범주관계 알기)에서는 묵독유창성과 어휘에서 

낮은 성취를 보이는 집단이 가장 높은 숙달확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 가

지 읽기검사에서 모두 하위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가장 낮은 숙달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지요소Ⅰ(낱말의 사전적 의미 알기)와 인지요소

Ⅱ(낱말 간의 의미 변별하기)에서는 어휘검사에서만 하위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이 읽기이해와 어휘검사 모두에서 하위집단에 분류되는 학생들보

다 높은 숙달확률을 보이고 있지만 인지요소Ⅲ(낱말 간의 범주관계 알

기)에서는 읽기이해와 어휘검사에서 모두 낮은 수행을 보이는 학생들의 

숙달확률이 어휘점수에서만 하위에 속하는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지요소Ⅳ(동음이의어 및 다의어 의미 변별하기)는 읽기이해와 어휘

에서 하위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의 숙달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 

가지 검사에서 모두 낮은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의 숙달확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지요소Ⅴ(낱말 간의 호응관계 알기)는 읽기이해와 어휘에서 낮은 성

취를 보이는 학생들의 숙달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묵

독유창성과 어휘에서 낮은 수행을 보이는 학생들이 높게 나타났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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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숙달확률을 보이는 집단은 세 가지 읽기관련 검사에서 모두 하위집

단에 속한 학생들이 보이는 숙달확률이었다. 

인지요소Ⅵ(주변의 어휘정보 활용하기)는 어휘에서만 낮은 수행을 보

이는 집단의 학생들이 가장 높은 숙달확률을 보 으며 그다음으로 유창

성과 어휘에서 낮은 수행을 보이는 학생들이 높은 숙달확률을 보 다. 

가장 낮은 숙달확률을 보인 집단은 세 가지 읽기검사에서 모두 하위에 

속한 학생들이 보인 숙달확률이었다.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어

휘관련 인지요소의 숙달확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Ⅳ-13]과 같

다. 

[그림 Ⅳ-13]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의 하위집단별 평균 숙달확률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하위집단별 인지요소 숙달확률의 차이

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이들 중 어휘, 유창성, 읽기이해의 모든 

역에서 낮은 수행을 보이는 학생들이 인지요소Ⅳ(동음이의어 및 다의어 

의미 변별하기), 인지요소Ⅴ(낱말 간의 호응관계 알기), 인지요소Ⅵ(주

변의 어휘 정보 활용하기)에서 다른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인지요소는 다른 인지요소와 달리 문장 

및 구에서 문맥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인지요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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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인지진단모형 중 DINA모형을 활용하여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이 어휘능력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에 의해 제안한 Q행렬이 어휘력 관련 인지요소를 잘 

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카드 계수, 중다회귀분석, 인공신경

망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 다. 분석결과 전문가들에 의해 제안된 

Q행렬이 타당함을 검증할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검증된 Q행렬을 바탕

으로 실시한 인지진단분석 결과 첫째,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은 

어휘력과 관련된 모든 인지요소에서 일반학생보다 낮은 숙달확률을 보

으며 인지요소별 숙달확률의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둘째, 인지진단분석 

결과 전체학생은 23개의 어휘력 관련 인지요소 숙달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또한 전체학생의 문항반응에 따른 잠재집단분석 결

과 전체학생은 3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되며 동일한 점수를 받은 학생

이라도 인지요소 숙달유형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셋째, 본 연구

에서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으로 분류된 학생들 중 유창성과 읽기이

해에서도 낮은 수준을 보이는 학생들은 다른 하위유형에 속한 읽기 학습

부진 및 장애학생보다 문맥적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어휘관련 인지요소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의 어휘능력 진단 및 교

육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학생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의 어휘관련 

인지요소 숙달확률의 차이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전체학생, 일반학생,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을 대상

으로 어휘관련 인지요소 6개에 대한 숙달확률을 비교하 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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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의 전체학생은 6개의 인지요소에서 80% 이상의 숙달확률을 보

으며 일반학생으로 분류된 860명의 학생들은 각 인지요소에서 90% 

이상의 높은 숙달확률을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

학생으로 분류된 140명의 학생들은 50%미만의 숙달확률을 보여주어 

일반학생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의 숙달확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하여 어휘능력을 

구성하는 어휘력 관련 인지요소를 6가지 추출하여 읽기 학습부진 및 장

애학생들의 어휘능력을 구체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어휘능력을 6가지 인지요소로 규정하고 읽기 학습부

진 및 장애학생들의 어휘능력을 평가하 다. 

지금까지 개발되어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에게 활용되는 어휘검

사의 특성을 조 희, 고혜정(2015) 연구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

리나라 표준화 어휘검사는 양적 어휘능력과 질적 어휘능력을 측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검사가 양적어휘만을 다루고 있다. 한 예로 아동

용 한국판 보스톤이름대기 검사, KEDI-WISC 4 어휘소검사, 그림 어휘

력 검사(K-PPVT),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는 단어를 듣고 단어가 의

미하는 그림 또는 단어를 찾는 내용으로 검사문항을 개발하여 단어와 단

어의 뜻 연결하기와 관련된 어휘의 양적지식만을 다루고 있다. 질적 어

휘지식에 대한 평가는 기초학력검사(읽기): KISE-BAAT(Reading), 학

령기아동언어검사(LSSC)에서만 유의어 반의어 찾기와 관련된 어휘지식

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어휘 중재관련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개발한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질적어휘를 측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유의

어, 반의어 찾기와 관련된 질적 어휘능력만을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어휘론 관련 문헌분석을 통하

여 초등학생 3학년 수준에서 반드시 습득되어야 할 어휘관련 학습요소

를 선정하고 이를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인지요소를 선정하여 각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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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대한 숙달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문헌분석과 전

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어휘관련 인지요소 또한 기존의 표준화 검

사 및 연구자 개발 도구에서 다루는 어휘의 평가 역을 확장하여 단어와 

단어의 뜻을 연결하기와 같이 양적 어휘지식과 관련된 역이외에도 유

의어 및 반의어를 주로 측정하던 어휘지식의 역을 넘어 상위어 및 하

위어와 관련된 낱말간의 범주관계 알기, 동음이의어 및 다의어 의미 변

별하기, 문장 및 구에서 선후 관계로 등장하는 단어관계의 적절성을 판

단하는 것과 관련된 낱말 간의 호응관계 알기, 주변의 어휘 정보를 활용

하는 능력까지 다루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렇게 질적 어휘지

식을 확장하여 다룸에도 인지진단방법을 통해 이를 분석함으로서 각 인

지요소별로 숙달정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어휘력 검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휘를 

활용하여 개발하느냐에 따라 어휘력 검사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어휘력 검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초어휘목록을 개발하

여 질문대상이 되는 주제단어와 보기 단어를 선정하 다는 점에서 어휘

력 진단검사로서 활용어휘의 난이도를 조정하 다고 볼 수 있다.   

어휘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의 집합이다. 김광해

(1993)에 따르면 어휘는 단어의 집합이며, 단어는 사물의 이름이나 그 

사물의 움직임과 성질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능, 형태, 의미 단위를 구성 

성분으로 해서 이루어진 의미상 혹은 기능상으로 자립성을 가진 언어의 

한 단위이다. 어휘를 아는 능력을 의미하는 어휘력에 관해서도 선행연구

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밝히고 있는데 김광해(1993)은 어휘력의 구성

요인을 양적 능력과 질적 능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 다. 양적 능력은 

언어 사용자가 얼마나 많은 양의 어휘를 이해하느냐 하는 능력을 의미하

고 질적 능력이란 많은 양의 어휘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의미

와 용법을 알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 구사력을 갖추는 것이

라고 하 다. 손 애(1992)는 어휘력을 개개의 단어에 대한 형태, 의미, 

화용에 관련된 지식의 총체라고 정의하 다. 어휘의 형태에 관한 지식은 

특정 단어의 철자 형태와 발음에 관한 지식 및 단어의 구조에 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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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며 어휘의 의미에 대한 지식은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대한 지

식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의 의미에 대한 지식 및 다른 단어와의 관계 속

에서 그 단어가 가지는 어감의 차이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다. 어휘의 화

용에 관한 지식은 단어의 통사적 자질에 관한 지식 및 그 단어를 적재적

소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접하는 단어들의 의미

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기연(2011)은 어

휘력의 중요성이나 어휘력 평가의 비중에 비해 어휘력 평가의 목표나 내

용이 불분명하고 모호한 상태로 진행되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어휘 

평가 대상이 어휘론의 지식체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휘력 신장이

라는 교육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어들을 많이, 잘, 정확하

게 알고 쓴다는 것’의 성취를 평가해야 한다고 하 다. 이러한 측면에

서 본 연구는 어휘능력을 보는 관점에 대한 선행연구의 논의에 기반하여 

기존의 어휘력 평가도구를 보완하여 단면적인 어휘능력이 아닌 어휘의 

양적 및 질적 능력뿐만 아니라 어휘의 사용능력과 관련된 요소를 함께 

평가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이 어휘능력에서 보이는 강점과 약

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은 음운인식의 어려움이 있으며, 단어인

지와 관련해서 글자와 음의 대응능력 부족, 불충분한 일견단어, 문맥상

의 단서 사용에서의 문제, 단어구조 분석 능력 부족, 시각자극에 대한 

언어적 부호화 능력에 결함이 있고, 읽기유창성 능력이 떨어진다. 또한 

어휘력과 배경지식이 낮고 상위인지 및 전략사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작

동기억능력이 부족하고 텍스트구조 파악의 어려움 등이 있다(한국학습장

애학회, 2014). 또한 학습장애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들은 읽기 학습장애 학생들이 읽은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휘

력도 부족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이성숙, 2005). 

이러한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은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와 중

재에 반응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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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고(민혜정, 김윤옥, 2002), 개별 수준 및 특성에 따라 상이한 시

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다양한 중재 접근이 필요하다(이동민, 2010). 이

런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는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을 위한 어휘지

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휘력에 있어서 개별 수준과 특성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 및 소그룹 지도를 위한 지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이 일반학생에 비해 어떤 어휘 

역에서 낮은 수행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인지요소별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낱말의 사전적 의미 알기와 관련된 인지요소에서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은 다른 어휘관련 인지요소에서 보다 낮은 수행을 보 다. 

또한 일반학생과의 숙달확률의 차이가 다른 인지요소보다 크게 나타났

다. 낱말의 사전적 의미 알기는 실제적으로 일반학생들도 다른 어휘관련 

인지요소보다 낮은 숙달확률을 보이는 인지요소 다. 이처럼 초등학교 3

학년 학생들은 어휘관련 인지요소 중 낱말의 사전적 의미 알기와 관련된 

인지요소를 어려워하고 있으며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

들보다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하나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성시정(2005)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들에게 국어사전의 낱말 뜻을 제시한 후 본문에서 사용된 낱말의 뜻을 

고르는 과제를 제공하 더니 많은 학생들이 낱말의 뜻을 선택하는데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학생들이 주어진 글 속에서 사용된 낱

말의 의미를 제대로 찾도록 하는 학습활동이 국어사전 활용교육에서 반

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 다. 또한 학생들은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

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독해에 방해받지 않으며 텍스트로부터 단어의 의

미를 유추하며 글을 읽는다. 그러나 모르는 단어의 비율이 너무 높으면 

독해가 방해를 받는다(August, Carlo, Dressler, & Snow, 2005). 따

라서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과 동일한 텍스트를 제공

받는다고 할지라도 읽기이해에 더욱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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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의 어휘교육의 현실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에서 어휘교

육에 관한 선언적인 목표만 있을 뿐 교과서에는 위계화에 대한 고민 없

이 날개 혹은 처마에 몇몇 단어가 뜻풀이된 상태로 제시되는 것에 그치

고 있다(구본관, 2011).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양적인 어휘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의도적이고 추

가적인 어휘교육에 대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읽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휘 지도내용 및 방법을 통해 새로운 어휘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야 할 것이다.  

둘째, 낱말의 의미관계 변별하기와 관련된 유의관계 및 반의관계 알기

와 관련된 인지요소에서 일반학생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집

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낱말의 의미관계 변별하기와 관련된 

인지요소는 다른 인지요소에 비해 가장 숙달확률이 높은 인지요소 다. 

일반학생의 경우 98.89%라는 높은 숙달확률을 보 고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도 42.46%라는 다른 인지요소에 비해 높은 숙달확률을 

보 다. 본 연구결과는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이 단순한 어휘의 

양 뿐만 아니라 반의어, 유의어와 같은 어휘의 질적 지식에서 있어서도 

낮은 수행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김애

화 외, 2010; 김애화 2013). 

김애화(2013a)는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의관

계와 반의관계와 관련된 어휘검사에서 읽기장애학생들이 일반학생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행을 보 다고 하 다. 유의어와 반의어와 같이 단어의 

의미관계를 아는 것은 어휘능력 확장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 구본관

(2011)은 어휘능력을 잘 갖춘 학습자는 좋은 머릿속 사전을 갖춘 학생

이라고 정의하면서 머릿속 어휘부가 어휘 관계에 의해 저장되므로 어휘

교육에서 반의어, 유의어, 상하위어 등의 관계 어휘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 다. 따라서 어휘를 학습할 시 유의어와 반의어를 함께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에게 단어의 의미

관계 확장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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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상위어 및 하위어 알기와 관련된 낱말의 범주관계 알기에 대한 

인지요소에서 일반학생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의 차이가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 또한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과 일반학생들은 단어의 

의미관계보다 범주관계를 아는 것에서 낮은 수행을 보 으며 일반학생이 

두 인지요소에서의 숙달에 보이는 차이보다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

들이 보이는 숙달확률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상하관계는 어휘소의 의미에 대한 계층적 구조로서 한쪽이 의미상 다

른 쪽을 포섭하거나 포섭되는 관계를 말한다(임지룡, 1993). 이러한 상

하관계는 유의관계와 반의관계와 함께 단어의 의미관계에 포함되기도 하

나 계열관계를 고려하여 분류하는 능력과 관계가 있다(신명선, 2010). 

또한 상하관계는 개념의 추상화 및 구체화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어떤 상하위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개념의 추상화 정도의 차이를 볼 수 

있다(신명선, 2010).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은 분류능력 및 추상

적 사고 능력에서 현저하게 일반학생 보다 낮은 수행을 보인다(Baum, 

1988; Schiff, Bauminger, & Toledo, 2009; Wong, 1979). 따라서 

유의관계와 반의관계에 비해 상하관계에서 더 낮은 수행을 보인다는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특성을 반 한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어휘력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상하위어에 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동음이의어 및 다의어 의미 변별하기와 관련된 인지요소에서 일

반학생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의 집단 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

다. 일반학생은 97.96%의 높은 숙달확률을 보인 반면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은 39.88%의 숙달확률을 보 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이 동음이의어 및 다의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과

제에서 낮은 수행을 보인다는 선행연구(Booth, et al., 2006; Wankoff 

& Cairns, 2009)의 결과와 일치한다. 김승희(2010)는 초등학교 저학

년 읽기이해부진 아동들이 동음이의어의 의미를 변별하는데 어려움을 가

진다고 하 으며, 고선희 외(2010)는 고학년 읽기이해 부진학생들이 비 

다의어보다 다의어 의미를 변별하는데 더 많은 오류를 나타낸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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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강희정, 황민아, 임종아(2013)는 읽기이해부진아동의 동음이의

어 어휘지식이 일반아동에 비해 부족하여 동음이의어가 포함된 문장의 

모호성을 해소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 다. 이러한 결과

에 따라 선행연구(Wankoff & Cairns, 2009; Zipke et al., 2009)에서

는 동음이의어 및 다의어 변별하기와 관련된 과제를 읽기에 어려움이 있

는 아동을 판별하는 과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하기도 하

다. 

이러한 동음이의어 및 다의어에 대한 이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요

구되는 과제이다. 또한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경우 모호한 어휘가 있을 

때 앞뒤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 중 적절한 의미를 선택하여 문장을 

이해하게 되므로 동음이의어 및 다의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은 읽기이해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강희정 외, 2013). 따라

서 다양한 구, 절, 문장 속에서 동음이의어 및 다의어와 같이 모호한 의

미를 변별하는 훈련이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지도에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다섯째, 낱말 간의 호응관계 알기와 관련한 인지요소에서 일반학생은 

96.44%의 숙달확률을 보 으며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은 

14.37%라는 낮은 숙달확률을 보 다. 또한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

들이 6개의 인지요소 중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숙달확률을 보인 인지요

소가 낱말의 호응관계 알기와 관련된 인지요소 다. 낱말 간의 호응관계 

알기는 선후 관계에 있는 낱말 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적절한 

꾸며주는 말 찾기, 명사에 어울리는 동사 및 형용사 찾기 등 같은 과제

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다. 낱말의 호응관계 알기는 함께 나타나는 

단어들의 결합 혹은 통계적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함께 나타날 가능

성이 높은 결합을 의미하는 연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한송화, 

강현화, 2004) 이러한 호응관계와 연어의 개념에는 어울려 쓰이거나 습

관적으로 공기하거나 가깝게 나타나는 단어라는 개념이 포함된다. 김규

훈, 이준 , 김혜준(2013)은 호응관계 및 연어가 텍스트 소통에 가장 

직접적으로 향을 주는 어휘의 쓰임이라고 하 다. 이처럼 낱말의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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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찾기는 읽기이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학습해야 할 어휘

관련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낱말의 호응관계와 관련된 연구는 

Abrahamsen 와 Burke-Williams(2004)의 연구와 Qualls 와 동료들

(2004)의 연구 등에서 알 수 있다. Abrahamsen 와 

Burke-Williams(2004)는 3학년과 5학년의 읽기 학습장애 학생이 또

래보다 적절한 호응관계를 찾는데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 다. 이처럼 낱

말의 호응관계를 아는 것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직접적으로 향을 주

는 어휘지식이므로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에게 다양한 예문과 상

황을 제공하여 잘못된 호응관계를 교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어휘정보를 활용하는 요소에서 일반학생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변의 어

휘정보 활용하기는 어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의 문맥 또는 어휘, 

문장의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다.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은 주변

의 어휘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는데 이는 관용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 일반학생에 비해 주변의 문맥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

에서 엿볼 수 있다(Cain et al., 2005). 일반학생들은 관용어가 독립적

으로 제시될 때 보다 문맥에서 제시될 때 더 쉽게 이해하지만 학습장애 

학생은 문맥에서 관용어를 이해할 때 더 어려움을 보인다(Qualls et al., 

2004). 이는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이 관용어를 이해하는데 문맥

을 단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해야하는 정보로만 받아들이는데 

있다. 또한 현혜숙(2010)은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읽기이해부진 아

동들이 또래 아동에 비해 불투명한 관용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문맥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 다. 임종아(2014)는 초등학교 3~5학

년 읽기이해부진 아동들이 속담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일반학생에 비해 

문맥정보를 유의미하게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 다. 이처럼 본 연구결과

는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이 불명확한 의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서 주변의 문맥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의 결

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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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본 연구결과는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이 어휘력을 구성

하는 하위 구성요소에서 어떤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는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하는지, 더 어려워하는 역이 어떤 것인지 알려준

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어휘력 및 읽

기이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의 어휘관련 숙달유형에 

따른 분류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어휘력 검사의 백분위 점수에서 15%미만에 해당되는 

학생을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어휘력 관련 인

지요소 숙달유형을 살펴보았다. 전체학생은 23개의 어휘관련 인지요소 

숙달유형으로 분류되며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숙달유형을 통해 이들이 보이는 어휘 특성을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문

항반응에 따라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학생은 3개의 잠재집단

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끝으로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를 구

분하는 절단점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학생들의 인지요소 숙달유형을 확

인한 결과 같은 점수를 보이는 학생일지라도 보유한 어휘력 관련 숙달유

형은 다를 수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로 분류되

지 않았지만 이들과 동일한 숙달유형을 지닌 학생을 발견할 수 있었다. 

 평가의 목적은 단순히 학생들의 수행수준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의 수행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방법을 개발하는 데 있다. 그러

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평가는 총점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총점 중심의 평가는 학생이 받는 점수이외에 왜 그 점수를 얻게 

되었는지를, 그 학생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강점과 약점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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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다. 또한 이러한 총점 기반 평가의 문제는 평가결과에 대한 해석

이 총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외에도 같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모두 같은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현 어휘력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동일한 점수를 받은 

학생들일지라도 그 학생이 보유한 어휘 숙달유형은 다를 수 있다는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총점 중심의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평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교실 수업의 형태로 어휘관련 인지요소를 숙달하지 못

한 학생들을 위한 소그룹 또는 개별지도 형태의 의도적인 어휘교육이 필

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학생의 20% 정도가 일반적인 수업형

태로 어휘관련 인지요소를 모두 숙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욱이 전체학생의 6%는 어휘관련 인지요소를 하나도 숙달하지 못한 유

형인 [000000]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전체 20%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수업의 형태로 어휘능력과 관련된 인

지요소를 숙달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따라서 20%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반 수업 이외의 어휘력을 습득할 수 있는 소그룹 

형태의 지도가 필요하며, 또 이들 중 6%의 학생들은 일반적인 수업에서 

거의 모든 어휘력 관련 인지요소를 숙달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므로 집

중적인 지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Brabham 과 Villaume(2002)은 대

부분의 학생들은 의도적인 어휘 지도 없이 책 읽기, 대화, 말놀이 등의 

우연적인 학습을 통해 풍부한 어휘력을 가질 수 있지만 우연적인 학습을 

통해 어휘력이 향상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의도적이고 명시적이고 체계

적인 어휘지도가 필요하다고 하 다. 그러나 국내의 초등학교 국어과 교

육과정에는 어휘교육의 목표가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고 어휘교육

을 명시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구본관 외, 2014) 

이에 비해 미국과 프랑스의 초등학교 국어과 교과서를 분석한 정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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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은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교과서가 모두 어휘를 매우 강조

하여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하 다. 이들의 교과서는 어휘 학습을 

교과서 내의 단원 구성 요소로 포함하여 중요한 내용으로 제시할 뿐 아

니라 별도의 보조 교과서 형태로 개발되어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하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어휘력이 국어능력의 핵심적인 능력임

에도 초등학교 수준에서 풍부한 어휘를 학습할 수 있는 기제가 없이 어

휘의 우연적인 학습만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어휘학습의 매튜효과

(Matthew effects)로 인해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읽기능력이 

높은 학생들에게 의해 우연적인 어휘 학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Stanovich, 1986).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보더라도 전체 학생의 약 

20%의 학생들은 일반적인 교수를 통해서 어휘관련 인지요소를 습득하

지 못한 학생들이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재반응모형의 Tier 

2(소그룹 지도) 또는 Tier 3(개별 지도)을 통한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어휘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인지진단모형을 활용한 검사는 학생의 어휘관련 인지요소의 숙

달여부를 제공하여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의 진단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인지진단모형은 학생의 인지적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의 특정한 지식구조와 처리기술을 측정하는 것이다(Leighton, 

& Gierl, 2007). 이러한 인지진단모형을 활용하여 학습부진 및 저 성취 

학생들을 진단하려는 시도는 선행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규진

(2015)는 DINA모형을 활용하여 학교단위의 초등학교 수학 진단평가를 

개발하여 학교현장에 적용하 으며 DINA모형에서 얻은 인지요소 숙달

유형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고혜정(2014)는 수학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수학문장제 해결능

력에 대해 인지진단모형 중 규칙장모형을 적용하여 진단하 으며, 이재

호(2016)은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읽기이해능력을 인지진단모

형 중 Fusion모형을 활용하여 진단하 다. Yi(2014)는 어와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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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 2외국어로 학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 언어의 문법 역에

서 어떤 인지요소별 숙달유형을 보이는지 인지진단모형으로 진단하 다. 

이렇게 진단 및 평가 자료에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숙

달유형에 대한 정확하고도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한다(이 선 외, 

2012). 

읽기 학습장애를 진단 및 선별하는 방법으로 제안된 능력-성취 불일

치 모형과 중재반응모형의 가장 큰 단점은 이들이 보이는 낮은 학습 성

적이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학습장애가 발생하고 무엇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나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없다는 점이다(이대식, 2007).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는 진단방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진단하는 도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안정

애(2006)는 국내 읽기 학습장애를 선별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도구에 

대한 분석에서 국어과 학업성취도를 선별준거로 활용하는 연구가 대부분

이며 진단단계에서 기초학습기능검사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 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학습기능검사의 읽기Ⅰ(문자와 낱말의 재인)와 읽기Ⅱ(독해

력)도 학생의 현재 성취수준을 학년점수와 연령점수로 알 수 있으며 이 

또한 점수로 제시될 뿐 학생의 읽기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읽기 학습장애를 진단하는 방법인 능력-

성취 불일치 모형과 중재반응모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진단도구의 문

제이며 이러한 진단도구의 문제를 인지진단모형을 활용한 진단도구가 보

완할 수 있다. 

또한 인지진단모형으로 제시되는 숙달유형은 학습장애 진단방법 중 하

나인 저성취모형(low achievement model)에서 제기되는 절단점

(cutoff score)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어휘력 검사의 

절단점을 기준으로 분류한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에서는 제외되었으

나 여전히 어휘 인지요소에서는 교육적 요구가 필요한 학생들을 인지요

소 숙달유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지진단모형을 활용

한 검사도구는 학생들에게 총점이외에 현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렇게 인지진단이론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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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인지진단모형의 많은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전검사이론 또

는 문항반응이론에 의해 구성되고 제작된 검사도구에 대해 인지진단모형

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retro-fitting 방법이 아니라 검사 제작 단계에서

부터 인지진단이론의 원리에 입각하여 인지요소와 Q행렬을 구성하고 이

를 바탕으로 문항을 제작해 인지진단평가를 설계해야 한다(김경리, 

2013).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검사 제작부터 인지진단이론에 근거

하여 개발된 어휘력 검사를 바탕으로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어

휘력을 진단하 다는 것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인지진단모형을 통해 얻어진 구체적인 평가 정보는 특수한 교육

적 요구를 지닌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교육계획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IEP)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장

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교육현장에서 반 하여 지

도하기 위해서는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이 우선시 된다. 김정삼, 김진희

(2011)는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교사들의 면담자료를 분석한 결

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대한 정확한 진단평가 자료 공유가 실효성 

있는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 다. 또한 미국장애인

교육법(IDEA; P.L. 108-446, 2004)은 특정학습장애를 선별하기 위해 

RTI와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는 대안적인 연구기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다. 이처럼 인지진단모형으로 얻어진 인지요소 숙

달유형은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개별화교육계획 및 지도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지진단모형 결과로 제공되는 인지요소 숙달유형은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약점뿐만 아니라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강점을 발견하고 적시에 적절한 피드백을 제

공하는 것은 학습부진 학생의 자아개념과 학습동기, 학습태도에 긍정적

인 변화를 일으킨다(오상철 외, 2011). 강점은 시간과 환경에 상관없이 

인간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이다(Seligma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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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d, Epstein, Pastor 와 Ryser(2000)는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

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강점을 발견하는 것이 학생의 전체적인 시각을 형

성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평가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강조하 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는 읽기 학습장애 학생들

이 어휘능력에서 가지는 약점뿐만 아니라 강점을 보이는 어휘관련 인지

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읽기 역에서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Ravand, Barati, & 

Widhiarso, 2012; Chen & Chen, 2015)에서는 어휘능력을 하나의 인

지요소로 보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휘능력을 6가지 능력으로 구분

하여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어휘능력에서 보유하고 있는 강점

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넷째, 숙달유형에 따라 얻어진 진단정보는 지도와 진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게 해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얻어진 어휘관련 인지요소 숙달유형은 어떤 어휘

관련 내용을 지도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개인별로 제공해준다. 김선

희 외(2008)은 인지진단모형에 기반한 검사결과를 통해 교사는 학생들

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과 평가를 연계함으

로써 기존의 수업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 다. 

언어 사용 능력의 핵심은 어휘력이며, 읽기이해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휘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어휘교육의 중요성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학교교육에서 어휘를 독립적인 역으

로 교육하거나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학교현장에서 어휘교육은 

각 교과에서 지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신명선

(2015), 이기연(2011), 이승왕(2012), 최윤선(2012)은 어휘능력을 평

가할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이는 

학교현장에서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이 기초적인 어휘력 저하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끊임없이 어휘교육의 문제점을 토로하기만 할 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의 제시가 없기 때문이다(김소 , 이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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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에서 얻어진 인지요소 숙달유형은 

읽기에서 낮은 수행을 보이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어떤 어휘능

력 관련 내용을 지도해야 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학습장애 진단모형으로 제시된 중재반응모형은 일정기간 동안 투입된 

효과적인 중재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학습

자에게 별도의 특별한 중재를 제공하고 이 과정 속에서 초기값과 진전도

를 활용한 이중불일치를 통해 학습장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김동일 

외, 2009). 중재반응모형의 성공과 실패는 학업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처치하기 위해 개발된 증거기반중재(Evidence-Based Intervention)에 

달려있다(Fletcher & Vaughn, 2009). 증거기반중재는 학생들이 지도

에 반응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검증된 교수방법을 활용하는데 이 때 

학습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현재 오류를 나타내는 부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인지요소 숙달유형은 인지요소에 따라 학습자가 요구하는 구

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인지진단모형을 특수교육에 적용하여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를 진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재반응모형에서 단계에 따라 소그룹 중재, 차별화된 개별 교수를 제

공해야 하는데 개별 인지요소 숙달유형으로 제공되는 인지진단모형의 결

과는 이들에게 차별화된 교수를 계획하는데 용이하게 해 준다. 따라서 

인지진단모형의 결과는 특수교육에서 학습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방법으

로 제안된 중재반응모형의 증거기반교수를 개발하는데 교사로 하여금 학

생들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진단과 지도를 연계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중재반응모형은 1단계에서 제공되는 중재에서 전체 학

생의 읽기 발달을 모니터하여 1단계 수업에서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

는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Justice(2006)은 이러한 중

재반응모형을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별검사와 교육과정중심측정

이 필요하며 여기에서 선별검사는 전체 학생들의 읽기 성취를 측정하고 

전체 학급의 교수 목표를 설정하며, 차별화된 교수를 위한 소그룹으로 

학생들을 조직하는데 필요한 측정도구라고 하 다. 이에 인지진단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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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한 검사도구는 Benchmark를 위한 평가도구로 활용가능하며 지도와 

연결될 수 있는 학생들의 현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3.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의 하위집단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6개의 어휘관련 인지요소와 유창성 및 읽기이해와 어

떤 연관이 있는지 먼저 살펴 본 후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로 분류된 학

생들을 유창성과 읽기이해검사의 수행수준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분류하

여 이들의 어휘관련 인지요소의 숙달확률을 비교하 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휘능력은 묵독유창성보다는 읽기이해와 관련된 변인으로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읽기능력을 향상시키기 교육현장에서 지도해

야 할 학습기술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묵독유창성과 어휘인지요소와의 상관분석에서 6

개의 인지요소가 묵독유창성과 0.40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각 어휘인지요소에서 미 숙달 상태를 보인 학생들이 유창

성에서도 낮은 점수대를 보이고 있으며 어휘인지요소에서 숙달상태를 보

인 학생들은 유창성에서도 높은 점수대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어휘능력

이 묵독유창성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단어인지 속도와 어

휘능력과의 상관관계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LaBerge와 Samuels(1974)는 어휘 인식이 읽기 성취 결과를 좌우하

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어휘인식이란 텍스트의 어휘를 인지하고 해

독하여, 어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읽기에 부진한 독

자는 어휘인식과정이 매우 느리며 과정 자체를 힘들어한다. 또 어휘를 

해독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다음 단계인 어휘의 의미 획득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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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는다. 게다가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의미 이해 과정 역시 순

차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결국 어휘 인식 및 단어 재인의 속도가 느리

다는 것은 단어 재인 이후에 수행되는 일련의 단계들이 느려짐으로써 읽

기 부진을 초래하게 되어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도 향을 줄 수 

있다. 또한 Adams(1990)가 제안한 읽기과정 모델에 따르면 어휘는 읽

기 이해뿐 아니라 읽기 재인에 있어서도 중대한 향력을 준다. 따라서 

그는 어휘가 읽기이해와 읽기 재인 모두를 연결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Beck과 동료들(2002)도 단어를 인지하는 속도

가 어휘능력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고 하 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단어인지에 관한 Coltheart 와 Freeman(1978)

의 이중경로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Coltheart 와 Freeman(1978)은 

단어인지에 사용하는 전략을 음운경로와 어휘경로로 구분하여 설명하

다. 음운경로는 단어의 표기적 표상을 자소-음소 대응관계의 규칙성을 

이용하여 음운적 코드로 변환한 뒤 그 발음에 해당되는 단어를 찾아 단

어인지를 하는 경로이다. 이에 반해 어휘경로는 학생들이 단어의 표기적 

표상을 보고 머릿속 사전(mental lexicon)에서 전체 단어를 직접 인출

하여 단어인지를 하는 경로를 말한다. 그런데 이중경로모형에 따르면 고

빈도 단어나 학생들이 자주 접해본 단어의 경우 어휘경로를 거쳐 단어인

지가 이루어지고 저빈도 단어나 무의미 단어를 읽을 때는 학생들이 음운

경로를 통해 단어인지가 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중경로 모형은 어

뿐만 아니라 한글에서도 적용되며(이광오, 1996) 읽기 학습부진 및 장

애학생들 및 후천성 난독증 학생들도 또한 단어재인 시 음운경로 뿐만 

아니라 어휘경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애화 외, 2010; 조경덕, 

정재범, 남기춘, 2002). 

읽기 학습장애 학생들은 단어 읽기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면서 어

휘 획득이나 읽기이해를 위해 시간을 덜 사용하게 되고 이는 낮은 학업

성취의 원인이 된다(Fuchs, Fuchs, & Compton, 2010). 국내의 선행

연구에서는 어휘능력이 읽기이해 뿐만 아니라 단어인지 속도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학생 뿐 아니라 읽기장애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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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특성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김애화, 유현실, 김의

정, 2010; 김애화 외, 2010; 김애화 외, 2012). Therrien(2004)은 읽

기유창성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문장을 중요한 구와 

절로 나누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 는데 이런 의미에서 어휘능

력은 단어 인지 속도에 향을 주는 읽기 기술임을 알 수 있다. 

어휘 인지요소와 읽기이해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에서 어휘 인지요

소 숙달확률이 낮은 학생들이 읽기이해에서도 낮은 수행을 보이고 어휘 

인지요소 숙달확률이 높은 학생들이 읽기이해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

다. 또한 어휘 인지요소와 읽기이해와의 상관관계는 0.60으로 어휘능력

이 유창성보다는 읽기이해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휘능력과 읽기이해능력이 서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

다. 어휘능력이 읽기이해의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

(Beck & McKeown, 1983; Perfetti, 2007; Perfetti & Stafura, 

2014; Senechal, Ouellette, & Rodney, 2006)의 결과가 보여준다. 텍

스트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가 의미를 모르는 단어로 구성

된 문장, 또는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또

한 Price, Meisinger, Louwerse 와 D’Mello(2016)은 초등학교 4학

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묵독유창성과 음독유창성의 향을 통제하고

도 어휘능력은 읽기이해에 강하게 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하 다. 또한 

선행연구(Ouellette, 2006; Perfetti & Stafura, 2014; Uccelli et al., 

2015; Van Dyke et al., 2014)는 낮은 어휘지식이 읽기이해를 위해 

필요한 다른 읽기 기술에 주는 향을 설명하면서 어휘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어휘는 학생들의 읽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

습되어야 할 기술이다. 또한 어휘관련 인지요소 중 읽기이해와 가장 상

관이 높은 인지요소는 낱말의 사전적 의미 알기와 낱말의 호응관계 알기

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인지요소는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인지요소 숙달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부재한 요소 다. 이처럼 어휘능력은 

읽기이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읽기의 중요한 

요소이기에(Berninger et al., 2010; Ouellette & Beers, 2010)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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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읽기이해능력 향상을 위해 선행되어 지도되어

야 한다. 

둘째,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하위집단간의 차이는 문맥적 정

보를 활용하는 어휘관련 인지요소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의 4가지 하위 집단에 따른 

어휘관련 인지요소의 숙달확률을 비교하 다. 그 결과 묵독유창성, 어휘, 

읽기이해 역에서 모두 하위 15% 이하에 속한 학생들은 동음이의어 

및 다의어 의미 변별하기, 낱말 간의 호응관계 알기, 주변의 어휘정보 

활용하기에서 숙달확률이 다른 하위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패턴을 보 다. 이들 3가지 인지요소는 낱말의 사전적 의미 알기, 

낱말의 의미관계 변별하기, 낱말의 범주관계 알기와 달리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에서 문맥적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어휘관련 인지요소이다. 

이러한 결과는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이 어휘의 의미를 변별하

는 과정에서 문맥 정보를 활용하는데 취약하며 이는 모든 읽기 역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문맥 활용하기와 관련한 연구는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고선희, 최경순, 황민화(2010)는 초등학교 4~6학년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읽기이해부진 학생들이 다의어의 여러 의미를 

알고 있지만 문맥에 비추어 불필요한 의미를 효율적으로 억제하지 못한

다고 하 다. 또한 강희정, 황민아, 임종아(2013)는 읽기이해부진아동이 

동음이의어가 포함된 문장의 모호성을 해결하는데 일반학생보다 어려움

을 경험한다고 하 다. 속담이해에서 문맥효과를 살펴 본 임종아(2014)

도 읽기이해부진아동들이 일반아동에 비해서 친숙도가 낮은 불투명한 속

담이해에 어려움을 보이며 속담의 비유적 표현을 해석할 때 필요한 문맥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 다.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문맥 정보 활용하기에 관한 선행연구

(Barnes, Faulkner, Wilkinson, & Dennis, 2004; Gernsbacher & 

Faust, 1991)들은 다의어의 모호한 의미를 변별하기 위해 문맥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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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 다. Cain, Oakhill 와

Lemmon(2004)은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단어의 의미

를 문맥적 정보를 활용하여 유추하는 과제에서 읽기이해 능력에 따라 차

이가 나타나는지 살펴 본 결과 읽기이해부진학생들은 문맥적 정보를 활

용하여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 다. 

또한 Oakhill, Cain 와 Nesi(2016)은 관용구의 의미를 변별하기 위해 

문맥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읽기이해부진 학생들이 낮은 수행을 보

인다고 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 중 읽기

역에서 보이는 어려움이 심할수록 문맥적 정보를 활용하는 어휘과제에 

더 취약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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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1.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인지진단모형을 활용하여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어휘능력에서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진단정보를 제공하여 진단과 교수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과 이들의 어휘능력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집단

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개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전문가들의 협의에 따라 어휘능력을 6가지로 규정하

고 6가지 인지요소에 따라 숙달확률로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어휘능력을 진단하 다. 그러나 어휘능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지요소 이외의 요소가 어휘능력으로 측정될 수 있

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6개의 인지요소 이외의 인지요소를 설정하는 

경우 Q행렬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3학년 학생들이 학

습해야 할 어휘관련 지식을 6가지 인지요소로 규정하 으나 이들 중 어

떤 요소를 융합하고 세분화하는 것 등으로 인해 인지요소 규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인지요소의 숙달과 미숙달을 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 따라 절단점을 0.5로 정하 으나 이를 

0.4 또는 0.6 ~ 0.7로 정하는 연구도 다소 있어 인지요소의 숙달 기준

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숙달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6가지 어휘관련 인지요소를 3학년 학생들에게 적

용하여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이 보이는 어휘능력을 진단하 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학년의 특성과 어휘의 친숙도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동음이의어 및 다의

어의 의미 변별하기와 관련된 인지요소에서 나타난 결과는 이러한 특성

을 반 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이 3학년 학생들이고 3~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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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은 동음이의어에 대한 지식을 활발히 쌓기 시작하는 연령이기 때문에 

동음이의어 및 다의어 의미 변별하기와 관련된 인지요소에서 숙달확률이 

다른 학년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만약 학년이 좀 더 높은 5~6학년 

이상이었다면 동음이의어에 대한 어휘지식의 향상으로 일반아동, 읽기이

해부진아동 모두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어휘능력을 진단함에 있어서 개별 학생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머릿속 사

전의 어휘 양을 통제할 수 없고, 어휘 검사에 사용된 어휘에 대한 학생

들의 친숙도와 사용빈도 등도 결과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추후 대상 학년을 달리하고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여 아동들의 동음

이의어 발달 특성을 조사한다면, 이 아동들의 어휘 중재에 보다 풍부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어휘능력을 다

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함께 실시한 묵독유창성과 읽기이해 검사의 결

과는 어떤 검사양식으로 이들 역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

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묵독유창성은 유창성을 측정함에 있

어서 단어인지 속도를 단어와 단어 사이의 구분으로 측정하 기 때문에 

묵독유창성을 문장으로 또는 묵독이 아닌 음독으로 읽기유창성으로 측정

하 을 경우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단어인지의 이중경로 모

형에 따라 읽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의 단어인지의 느린 속도가 음운

경로로 인한 음운인식의 문제인지 어휘경로로 가기 위한 인출과정의 문

제인지, 머릿속 사전에 저장된 부족한 어휘의 양인지에 관해 추후 연구

가 필요하다. 

읽기이해 검사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빈칸 채우기 검사를 활용하 기 때

문에 지문을 읽으면서 평가하는 기존의 학업성취도 양식의 읽기이해력 

검사로 실시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

양한 검사양식으로 유창성 및 읽기이해능력을 측정한 결과와 어휘능력과

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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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앞서 제시한 연구결과와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이 현장에서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Q행렬을 

개발하고 타당화 하는 과정에 필요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

는 어휘능력에 대한 인지요소를 추출하고 추출된 인지요소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Q행렬을 개발하 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침이 

없어 세 가지 방법으로 Q행렬을 타당했음에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Q행

렬에 대한 제한점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지진단모형이 줄 수 

있는 풍부한 진단정보를 고려할 때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평가 결과

와 지도를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장에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Q행렬 개발 및 이에 따른 문항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수월성

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많은 연구에서는 평가 전에 문항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하기 보다는  이미 주어진 평가결과에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하여 평

가결과를 해석하는 retro-fitting 방법을 활용하 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기존의 문항에서 추출한 인지요소에 대해서만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지진단모형을 교육현장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Q행렬 개발에 

대한 지침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용이하게 수합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

그램도 개발되어 수월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진다면 평가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가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

고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지도가 이루어져 교육의 효과

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능력을 보다 구체

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맞춤형 검사에 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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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본 연구는 어휘능력을 40문항으로 구성된 지면으로 평가하여 

모든 문항을 학생들에게 풀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살펴보았지만 학생들이 

어떤 인지요소에 약점이 있는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검사결과가 다른 양식 또는 버전의 검사로 진행되었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이 반응한 

결과에 따라 적절한 문항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웹 또는 컴퓨터를 

활용한 검사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어휘능력을 측정함에 있어 학생

이 가지고 있는 어휘의 보유량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 등을 통하여 모든 

문항을 풀지 않아도 몇 개의 문항으로 인지진단분석 결과를 컴퓨터로 얻

을 수 있다면 교육현장에서 이를 활용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

라서 컴퓨터나 웹을 활용한 인지진단검사의 개발에 대한 후속연구가 기

대된다. 

셋째,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검사 결과를 통해 얻어진 정보가 교육현

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인지진단모형 검사 결과 활용에 대

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학년별 또는 교과

별로 중점을 두어 지도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인지요소를 정의할 수 있도

록 안내해야 하며 교사들 스스로 평가결과인 학생들의 강약점에 따라 교

수학습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인

지진단모형의 결과로 주어지는 학생들의 어휘능력에서의 강약점이 지도

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인지진단모형으로 분석한 인지요소 숙달유형에 따

라 교사들이 학생들의 약점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진 후 어휘능력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증자료들은 인

지진단모형의 결과를 지도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고리를 더 단단하게 

하므로 인지요소 숙달유형에 대한 지도를 통해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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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어휘력 검사 

1. ‘어떤 조건이나 기준에 잘 맞아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상태에 있다’를 

뜻하는 낱말은 무엇입니까? (      )

① 알다 ② 알맞다   ③ 알리다   ④ 어울리다

2. ‘나이나 지위가 자기보다 높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시는 어른’을 뜻하

는 낱말은 무엇입니까? (      )

① 아버지  ② 선생님     ③ 웃어른    ④ 아저씨

3. ‘아름답다’의 비슷한 말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온화하다   ② 독특하다        ③ 곱다         ④ 밉다

4. ‘육지’의 비슷한 말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바다           ② 육교        ③ 하늘         ④ 땅  

5. ‘자르다’의 반대말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고르다   ② 찢다        ③ 붙이다          ④ 물다 

6. ‘빨리’의 반대말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다시           ② 바로        ③ 곧         ④ 천천히 

◆ 다음은 낱말과 낱말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

어를 고르세요.

7. 채소 : 당근 = 명절 : (      ) 

① 생일 ② 사회   ③ 설   ④ 공휴일 

8. 호랑이 : 돼지 = 빨강 : (      ) 

① 검정 ② 물감  ③ 배낭           ④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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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눈이 많이 온다는 구나. 

9. 작가 : 농부 = 티셔츠 : (       )

① 거울  ② 냉장고  ③ 여름    ④ 청바지 

10. 전화 : 걸다 = 글 : (      ) 

① 친하다  ② 짓다          ③ 필요하다    ④ 파다  

11. 장단 : 맞추다 = 자동차 : (       )

① 익히다  ② 배우다      ③ 타다        ④ 통하다

12. 계단 : 오르다 = 강 : (        ) 

① 변하다   ② 건너다         ③ 넓다       ④ 흐르다

13. 다음 중 관계가 없는 낱말을 고르시오. (      )

① 지우개   ② 필통      ③ 색연필         ④ 손수건 

14.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낱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 단어는 무엇입니까? 

    (    )

① 친구의 말에 눈이 번쩍 뜨 다.  

② 온도계의 눈금을 잘 보세요.  

③ 우리 모두 눈사람을 만들자.   

④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써요. 

15. 다음 중 두 문장의 밑줄 친 낱말이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세찬 바람이 분다. - 아이가 휘파람을 분다. 

② 아이가 휘파람을 분다. -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분다. 

③ 나의 잘못을 낱낱이 분다. - 세찬 바람이 분다. 

④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분다. - 나의 잘못을 낱낱이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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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이 걷히자 산봉우리가 (      )  

글씨를 (      ) 써 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       ) 살아왔다. 

읽은 글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      ) 전하여 봅시다. 

최고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를 (      ) 합니다. 

햇빛이 강한 날에는 선글라스를 (      ) 합니다.  

나는 매일 일기를 (      ) 합니다. 

16. 다음 글을 읽고 ㉠에 들어갈 낱말을 고르시오. (     )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 여러 가지 (     )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수박을 먹을 수 있고 가을에는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에는 새콤달콤한 귤을 먹을 수 있습니다. 

① 옷            ② 과일          ③ 기온          ④ 놀이

17. 다음 빈칸에 똑같이 들어갈 낱말은 무엇입니까? (      )

① 부드럽게     ② 공손하게      ③ 너그럽게       ④ 바르게

18. 다음 빈칸에 똑같이 들어갈 낱말은 무엇입니까? (      )

 ① 먹어야        ② 사야         ③ 써야       ④ 기록해야 

19.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낱말로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드러났다   ② 사라졌다     ③ 살아났다        ④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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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바람이 무척 차다.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  ㉠  )을 줍니다. 나무는 공기를 맑게 해줍니다. 

산에 나무가 많으면 홍수나 가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      )

20.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고르시오. (      )

① 후회하다   ② 흐리다     ③ 흘리다     ④ 화목하다       

     

21.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낱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 단어는 무엇입니까? 

    (     )

① 나는 친구들과 공을 차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② 돌부리를 차서 발이 아픕니다. 

③ 찬 얼음을 만지니 손이 시리다.  

④ 나무를 발로 차지 맙시다. 

22. 다음 중 낱말의 관계가 보기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      )

<보기>  같이 : 함께 

① 악기 : 피아노    ② 낮 : 밤      ③ 관계 : 사이  ④ 숲 : 옹달샘 

23. 다음 글을 읽고 ㉠에 들어갈 낱말을 고르시오. (      )

① 일          ② 도움           ③ 물질          ④ 생활         

24. 주어진 낱말과 관계없는 낱말은 무엇입니까? (      )

                               값 

① 나가다      ② 비싸다           ③ 어렵다        ④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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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자연스러운 문장은 무엇입니까? (      )

① 얼음이 뜨거워요. 

② 머리카락이 길어요.  

③ 깃털이 무거워요.

④ 쥐보다 코끼리가 가벼워요.                                      

26. <보기>와 같이 꾸며 주는 말을 넣어 표현한 문장 중 자연스럽지 못한 것

은? (     )

아기가 걸어갑니다. → 어여쁜 아기가 걸어갑니다. 

① 장미가 피었습니다. → 빨간 장미가 피었습니다. 

② 거북이가 기어갑니다. → 작은 거북이가 기어갑니다. 

③ 사탕을 먹었습니다. → 부지런한 사탕을 먹었습니다. 

④ 나비가 날아갑니다. → 노란 나비가 날아갑니다. 

27. 다음 글을 읽고 ㉠에 들어갈 낱말을 고르시오. (      )

 우리나라는 (  ㉠  ) 뚜렷합니다. 봄에는 새싹들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푸

르른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산들이 옷을 갈아입고, 겨울에는 하얀 눈들이 나무를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① 나무가         ② 사계절이          ③ 산이            ④ 날씨가 

28. 다음 중‘연기’의 뜻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것은 무엇인가요? (      ) 

㉠ 내 친구는 연기에 소질이 있다. 

㉡ 야구경기가 날씨로 인해 연기되었다. 

㉢ 옛날에는 연기를 피워 신호를 보내기도 하 다. 

① ㉠ 정한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 ㉡ 물질이 불에 탈 때 나는 기체 ㉢ 배우가 

대본의 인물을 표현하는 일

② ㉠ 물질이 불에 탈 때 나는 기체 ㉡ 배우가 대본의 인물을 표현하는 일 ㉢ 

정한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

③ ㉠ 배우가 대본의 인물을 표현하는 일 ㉡ 물질이 불에 탈 때 나는 기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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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다리를 건너면 소방서가 있습니다. 

정한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

④ ㉠ 배우가 대본의 인물을 표현하는 일 ㉡ 정한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  ㉢ 

물질이 불에 탈 때 나는 기체                                               

    

29.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낱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 단어는 무엇입니까? 

    (    )

① 한강에는 31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②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③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④ 다리에 쥐가 납니다.        

               

(30~33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동생 흥부와 못된 형 놀부가 살고 있었습니

다. 놀부는 동네에서 제일가는 부자 지만 흥부는 끼니를 때우기조차 힘든 

가난뱅이 습니다. 어느 날, 흥부는 어미 새를 찾으려다 둥지 아래로 떨어진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후 제비는 하늘로 (          ). 

30. 다음 중 낱말 사이의 관계가 다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착한  :  못된 

② 새  :  제비 

③ 부자 :  가난뱅이 

④ 형 : 동생 

31. 위의 글에서 ‘끼니’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낱말은 무엇입니까? (     )

① 옛날       ② 가난         ③ 공경         ④ 식사 

32. 위의 글에서 (      )안에 들어갈 동사는 무엇입니까? (      )

① 뛰어갔습니다.  ② 날아갔습니다.    ③ 도망갔습니다.   ④ 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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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집에서 국화를 한 포기 (       ).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이기면 4점을 (       ).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씀에 용기를 (       ). 

우리 마을에는 (     )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식물이 말

라 죽기 시작하 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해 농사가 망치게 될까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나는 사과보다 배를 좋아합니다. 

33. 다음 중 위의 밑줄 친 단어 ‘㉠고쳐주었습니다’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낱

말은 무엇입니까? (      )

① 달려갔습니다.  ② 떨어졌습니다.  ③ 치료하 습니다.  ④ 해결하 습니다.

34.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낱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 단어는 무엇입니까? 

    (    )

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② 멋진 배를 타고 바다를 구경하 습니다. 

③ 과자를 많이 먹어서 배가 부릅니다. 

④ 나무에 배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35. 다음 빈칸에 똑같이 들어갈 동사는 무엇입니까? (      )

① 꺾다         ② 움직이다     ③ 기록하다      ④ 얻다  

36.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고르시오. (      )

 ① 홍수가        ② 가뭄이         ③ 더위가         ④ 황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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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호는 운동을 잘 합니다. 승호가 잘하는 운동은 (       )입니다. 

㉠지혜로운 사또는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 가려냈습니다. 사또의 슬기로운 판

결 덕분에 순진한 돌쇠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어리석은 도둑은 

자기 꾀에 넘어갔습니다. 

문어는 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     ) 바꿀 수 있습니다. 

37. 다음 중 (     )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낱말은 무엇입니까? 

   (      )

① 야구          ② 수             ③ 공부         ④ 축구 

38. 다음 중 밑줄 친 ‘㉠지혜로운’과 비슷한 뜻을 가진 낱말을 본문에서 찾

으면 무엇입니까? (      )

① 진짜         ② 슬기로운           ③ 순진한          ④ 어리석은

39. 다음 중 (     )에 넣을 수 없는 낱말을 고르시오. (      )

① 모양으로        ② 모습으로        ③ 형태로       ④ 색깔로 

40. 다음 중 (      )에 들어갈 동사는 무엇입니까? (      )

민수가 던진 야구공이 이웃집 창문으로 날아가더니 창문이 (        )

① 깨졌습니다.    ② 헝클어졌습니다.     ③ 닫혔습니다.    ④ 빛났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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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인공신경망 적용을 위한 MATLAB Syntax 및 설명

% clear all the variables and close command window
clear all; clc;
 
% constant definitions
working_directory = pwd; % pwd returns current directory of this .m file
output_file = 'scores.xlsx';
output_sheet = 'ally';
input_file = 'attrb_prob.xlsx';
input_sheet = 'data';
num_questions = 40;
hidden_node_multiplier = 1.5;
num_iterations = 15;
 
% read input probability data and output test scores
test_scores = xlsread(output_file, output_sheet); % test_scores only contain 
score data except text labels
prob_data = xlsread(input_file, input_sheet); % probability data
 
% number of attributions
num_attributions = size(prob_data, 2);
 
% Normalize adaptation probability for each cognitive factor. For this
% scale the range of each column from (min, max) to (0, 1)
norm_prob_data = zeros(size(prob_data)); % normalized probability data
for i=1:size(prob_data, 2)
    column_vec_i = prob_data(:, i) - min(prob_data(:,i));
    column_vec_i = column_vec_i / max(column_vec_i);
    norm_prob_data(:, i) = column_vec_i;
end
 
% accuracies calculated from train_data and test_data
train_accuracy = zeros(num_iterations, num_questions);
test_accuracy = zeros(num_iterations, num_questions);
 
% relative importances of all the questions
RI_all = zeros(num_questions*num_iterations, num_attributions);
    
% for each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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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1;
for question_no = 1:num_questions
    % repeat num_iterations
    for iter_no = 1:num_iterations
        % prepare train_set and test_set for question_no
        train_test_set = [test_scores(:,question_no), norm_prob_data];
        set_answer_1 = train_test_set( train_test_set(:,1)==1, : );
        set_answer_1 = set_answer_1( randperm(size(set_answer_1,1)), :);
        set_answer_0 = train_test_set( train_test_set(:,1)==0, : );
        set_answer_0 = set_answer_0( randperm(size(set_answer_0,1)), :);
        assert( size(set_answer_1,1) > 0 );
        assert( size(set_answer_0,1) > 0);
        divide_index = fix( min([size(set_answer_1,1), size(set_answer_0,1)]) 
/ 2 );
        train_set = [ set_answer_1(1:divide_index, :) ; 
set_answer_0(1:divide_index, :) ];
        test_set = [ set_answer_1(1+divide_index:end, :) ; 
set_answer_0(1+divide_index:end, :) ];
 
        % determine the number of hidden nodes and create a neural net
        num_hidden_nodes = fix( size(prob_data,2) * hidden_node_multiplier );
        nnet = patternnet(num_hidden_nodes);
 
        % train neural net
        train_data = train_set(:, 2:end)'; % ' is transpose operator
        train_target = train_set(:, 1)';
        [nnet, tr] = train(nnet, train_data, train_target);
        
        % calculate the prediction accuracies for training data
        train_prediction = nnet(train_data);
        binary_train_prediction = zeros( size(train_prediction) );
        binary_train_prediction( train_prediction >= 0.5 ) = 1;
        train_accuracy(iter_no, question_no) = 
length(find(binary_train_prediction == train_target)) / length(train_target) 
* 100;
        
        % calculate the prediction accuracies for testing data
        test_data = test_set(:, 2:end)';
        test_target = test_set(:, 1)';
        test_prediction = nnet(test_data);
        binary_test_prediction = zeros( size(test_predi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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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nary_test_prediction( test_prediction >= 0.5 ) = 1;
        test_accuracy(iter_no, question_no) = 
length(find(binary_test_prediction == test_target)) / length(test_target) * 
100;
              
        % calculate relative importance of current question
        weight_input2hidden = (nnet.IW{1,1});
        weight_hidden2output = (nnet.LW{2,1});
        contribution = weight_hidden2output * weight_input2hidden;
        abs_contribution = abs(contribution);
        RI_question = abs_contribution / sum(abs_contribution) * 100;
        
        % save RI of current question and iteration to RI_all
        RI_all(index, 1:size(RI_question,2)) = RI_question;
        index = index+1;       
    end     
end
 
errorbar(mean(RI_all),std(RI_all)/size(RI_all,1), 'O:', 'linewidth', 3);
xlabel('Attribute', 'fontsize', 15)
ylabel('contribution Index %', 'fontsize', 15)
set(gca, 'fontsiz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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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MATLAB 결과 제시된 문항별 인지요소 상대적 중요도 

AⅠ AⅡ AⅢ AⅣ AⅤ AⅥ

1 100 57.21314 43.76392 45.17906 35.71325 43.75125

2 100 31.49706 46.14793 45.1266 43.816 46.79358

3 42.51979 100 41.76745 35.87541 45.8495 44.88052

4 38.28392 100 42.03461 58.09194 46.19999 45.16434

5 49.91184 100 39.61882 28.99884 29.27867 40.26108

6 73.23639 100 67.70001 76.44378 65.03333 71.19955

7 78.4949 82.00838 88.79144 74.81364 100 73.73928

8 36.02282 35.07141 100 37.84455 42.85201 40.10127

9 72.69089 46.95558 100 80.63737 86.91321 64.43725

10 68.24801 44.03248 45.51515 38.61767 100 67.91325

11 56.08975 37.3868 65.44396 50.42767 100 41.36287

12 74.97831 52.45042 75.95475 100 83.95374 97.71293

13 71.80009 53.6477 100 65.56672 91.17869 59.99124

14 30.37309 24.57628 37.42311 100 31.55623 38.99843

15 60.92805 42.88791 60.31016 100 50.71545 69.70645

16 100 71.6341 84.93313 66.11418 70.83281 70.14068

17 82.97117 88.74212 89.79316 100 98.23412 69.79144

18 60.95151 66.95311 71.10282 75.00786 100 71.16327

19 56.52225 49.8785 42.9683 60.24714 100 54.54896

20 57.36207 53.64508 50.07661 68.01476 100 46.97391

21 42.69177 31.78299 32.50195 100 35.87805 49.8422

22 98.6599 100 98.56198 95.66749 57.88947 58.8376

23 61.08953 52.38871 62.5659 73.0181 67.49808 100

24 40.61582 47.47809 47.42208 40.74912 100 40.78846

25 47.89797 62.47125 46.08568 69.13071 100 54.991

26 43.73742 51.64348 54.49019 45.3049 100 40.51517

27 100 70.9687 71.58762 76.57947 68.13995 62.75938

28 100 33.50271 30.12793 43.15666 56.39513 52.85513

29 40.69528 54.18766 53.7295 100 66.08291 78.26632

30 83.89001 53.61016 100 97.99088 53.52948 71.64774

31 100 46.08095 70.04368 56.49714 37.61695 34.21162

32 100 50.70726 47.32464 80.34631 89.06533 67.45103

33 52.86113 53.75582 92.23509 59.53373 45.27691 100

34 50.80991 45.81694 41.09102 100 41.44264 80.90878

35 100 28.07253 66.68604 56.66153 86.08174 62.4461

36 100 51.23978 39.81611 53.12219 41.22656 64.08469

37 59.20547 53.62315 100 56.21891 62.47128 99.81054

38 67.40147 100 84.17767 77.73619 64.34703 78.73707

39 100 68.9495 55.79316 66.66713 83.17956 88.56035

40 59.13785 42.98024 66.2753 62.45146 100 74.6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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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CDM DINA모형 분석 Syntax

> library(CDM)

> dat<-read.delim(file="C:/Users/Administration/Desktop/ally.txt")

> qmat<-read.delim(file="C:/Users/Administration/Desktop/qny.txt")

> da<-din(dat,qmat,conv.crit=0.0001,maxit=5000,rule="DINA")

> summary(da)

> da$pattern

> str(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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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잠재집단분석을 위한 Mplus Syntax

Title:

  Latent Class Analysis.

Data:

  File is allgroup.txt;

Variable:

  names are id r1 - r40 ;

  usevariables are r1 - r40;

  categorical are r1 - r40;

  classes = c(3);

Analysis:

  Type=mixture;

Plot:

  type is plot3;

  series are r1(1) r2(2) r3(3) r4(4) r5(5) r6(6) r7(7) r8(8) r9(9) r10(10) r11(11) 

r12(12) r13(13) r14(14) r15(15) r16(16) r17(17) r18(18) r19(19) r20(20) 

r21(21) r22(22) r23(23) r24(24) r25(25) r26(26) r27(27) r28(28) r29(29) 

r30(30) r31(31) r32(32) r33(33) r34(34) r35(35) r36(36) r37(37) r38(38) 

r39(39) r40(40);

Savedata:

  file is allgroup_save.dat;

  save is cprob;

  format is free;

output:

  tech1 tech11 tech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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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Bilog-MG를 활용한 어휘력 검사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및 

         추측도 분석을 위한 Syntax 

>COMMENT

An example BILOG-MG analysis, 3PL, VOCA 

>GLOBAL DFName = 'C:/Users/Administration/Desktop/voca.dat', 

        NPArm = 3, 

        LOGistic, 

        SAVe;

>SAVE PARm = 'voca.PAR', 

      SCOre = 'voca.SCO';

>LENGTH NITems = (40), 

        NVAriant = (0);

>INPUT NTOtal = 40, 

       NIDchar = 5;

>ITEMS INAmes = (VA01(1)VA40);

>TEST1 TNAme = 'TEST0001', 

       INUmber = (1(1)40);

(5A1,1X,40A1)

>CALIB CYCles = 24, 

       NEWton = 4, 

       CRIt = 0.0050, 

       SELect = (1), 

       ACCel = 0.0000, 

       TPRior, 

       FLOat;

>SCORE METhod = 3, 

       NQPt = (0), 

       INFo = 2, 

       YCOmmon,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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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고전검사이론 문항반응이론

난이도

(정답률)
변별도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

1 .697 .344
**

-0.95 0.865 0.076
2 .832 .438

**
-1.613 1.199 0.045

3 .878 .354
**

-2.464 0.898 0.036
4 .910 .347

**
-2.604 1.027 0.037

5 .782 .312
**

-2.038 0.657 0.036
6 .932 .224

**
-4.061 0.682 0.035

7 .704 .273
**

-1.65 0.524 0.036
8 .382 .362

**
0.751 1.134 0.067

9 .792 .310
**

-2.098 0.674 0.034
10 .897 .428

**
-2.135 1.249 0.037

11 .890 .358
**

-2.421 0.992 0.036
12 .680 .195

**
-2.027 0.353 0.038

13 .954 .302
**

-3.401 1.018 0.034
14 .964 .372

**
-2.863 1.48 0.038

15 .722 .327
**

-1.535 0.649 0.03
16 .934 .381

**
-2.634 1.229 0.028

17 .934 .370
**

-2.728 1.164 0.03
18 .901 .384

**
-2.408 1.084 0.029

19 .797 .449
**

-1.349 1.232 0.044
20 .942 .361

**
-2.913 1.136 0.029

21 .938 .554
**

-2.018 2.123 0.024
22 .765 .370

**
-1.535 0.851 0.03

23 .963 .459
**

-2.589 1.781 0.026
24 .674 .391

**
-0.889 0.891 0.029

25 .953 .473
**

-2.402 1.783 0.026
26 .936 .499

**
-2.115 1.845 0.03

27 .834 .476
**

-1.529 1.346 0.032
28 .793 .561

**
-1.032 1.945 0.04

29 .933 .539
**

-1.971 2.086 0.026
30 .701 .364

**
-1.15 0.795 0.031

31 .865 .610
**

-1.278 2.571 0.045
32 .945 .584

**
-1.937 2.695 0.023

33 .931 .470
**

-2.222 1.595 0.022
34 .931 .588

**
-1.81 2.568 0.018

35 .928 .572
**

-1.85 2.296 0.02
36 .794 .523

**
-1.171 1.58 0.024

37 .930 .606
**

-1.772 2.672 0.022
38 .903 .538

**
-1.78 1.853 0.019

39 .540 .404
**

-0.143 0.986 0.021
40 .944 .595

**
-1.897 2.843 0.02

[부록 7] 어휘력 검사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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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검사정보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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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문항별 특성곡선 

 

 a : 변별도,  b : 난이도,  c : 추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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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comprehension is the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what is read. To be a successful reader, children need to able to 

decode what they read, make connections between what they 

read and what they already know. In order words, to be 

successful readers, there is needed to knowledge and skills 

about phonological awareness, word decoding, fluency, vocabulary 

and reading comprehension. Phonological awareness and word 

decoding usually are important in preschool and the lower grades 

in elementary school. However, fluency, vocabulary and reading 

comprehension are critical learning related skills throughout 

elementary. Also reading skill is necessary not only to success 

in school but also for the economic survival in the techn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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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y the way, many students can read successfully but there is 

a group of children with age-appropriate decoding abilities, but 

poor reading comprehension. However the differential reading 

experiences of children of varying skill may have many other 

consequences for the children’s future reading and cognitive 

development. Unrewarding early reading experiences lead to less 

involvement in reading-related activities and differences among 

children in reading abilities are quite stable over time. Effective 

early identification of academic risk can prevent at least 70% of 

later identified Reading Difficulty if systematic early intervention 

is provided for at-risk children. 

In view of the prominence of reading comprehension, a vital 

issue for educational psychology and special education is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effective instruction for reading 

comprehension or determine predictor of reading comprehension. 

This research has demonstrated many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reading comprehension difficulties, including word 

decoding, language skills, and cognitive resources such as 

working memory. These research demonstrated that poor reader 

have difficulties in the speed and accuracy of word decoding. 

Also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may not possess 

appropriate strategies, appropriate use of background knowledge, 

vocabulary knowledge, reading fluency. They identified such 

students as inactive learners. 

Especially vocabulary knowledge and reading comprehension 

are highly correlated. Not only there is higher correlation 

coefficient of .558 ~ .62 between vocabulary knowledge and 

reading comprehension but also some studies found ca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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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between two measure. Moreover, the research gave 

support that vocabulary knowledge is one of the best predictors 

of learners’ ability in reading comprehension. Logically children 

will need to know the words that make up a written text to fully 

understand it. 

By the way vocabulary knowledge is more than simply 

understanding the meanings of words. Vocabulary ability is not 

one construct but consists of breath and depth of knowledge. 

Research on vocabulary knowledge for students with learning 

difficulties were examined they showed low levels of breadth 

and depth of vocabulary knowledge than the same age students 

and they are poor at using textual support to infer the meaning 

of new words. Moreover children with restricted vocabulary in 

third grade have declining comprehension scores in later 

elementary years. Therefore early identification and interventions 

for students with reading difficulties are more important.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demand for assessments that can 

provide greater information in terms of identifying and reporting 

examinee ability in education. In response to these demands, 

cognitive diagnostic modeling has become increasingly popular in 

the fields of educational measurement. Cognitive diagnostic 

modeling has the unique ability to diagnose or identify examinee 

strengths and weaknesses with regard to the cognitive processes 

underlying performance on an assessment. Testing organizations 

can apply the models to provide more detailed score reports, and 

students, parents, and educators can use these reports to inform 

subsequent study and intervention approaches.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to diagnose students who have or who are at 

risk for reading comprehension disabilities with app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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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diagnostic vocabulary test in third grade. Childrens 

reading competency develops throughout the school years. 

However, a critical period in reading development seems to 

occur between the third and fifth grades. An emergence of 

comprehension difficulties around the middle of this period is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fourth-grade slump. So,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vocabulary knowledge 

of students with reading difficulties using DINA model. In order 

to solve the research question, in this study, extracting cognitive 

attributes and developing Q-matrix is conducted. Th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 

Question 1. Is there a difference of probability of mastery 

between normal students and students with reading difficulties? 

Question 2. What is the categorization of the students with 

reading difficulties’skill mastery patter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DINA model? 

Question 3. What is the categorization of the students with 

reading difficulties according to performance of silent word 

reading test and Maze test?  

Participants were 1000 children enrolled in the third grade at 

eight public elementary schools in a large metropolitan school 

district of South Korea. Girls formed 46.5% of the sample (n = 

465), and boys formed 53.5 % of the sample (n= 535). They 

were willing to participate in a testing project. Students who 

have or who are at risk for reading difficulties is defined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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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fell under the 15% range of the given vocabulary test. 

Based on this, students who have or who are at risk for reading 

difficulties formed 14% of the sample (n=140). The study was 

approve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ethical committee and 

all participants signed their informed consent.  

First of all, attributes related to vocabulary knowledge were 

extracted from the review of textbooks, handbooks, teacher 

guidebooks and literature about Korean theory or vocabulary 

theory. Then after having meeting with 15 professional, 6 

attributes were ultimately selected. The six subskills were 

defined as (1) the skill to what to know dictionary definition (2) 

the skill to discriminate the meaning of word: knowing synonym 

and antonym of the word (3) the skill to categorize the meaning 

of word: knowing the hyponymy relation (4) the skill to 

distinguish between homonym (5) the skill to know semantic 

features and selection restrictions of the word (6) ability to use 

context clues. After selecting attributes related to vocabulary, Q 

matrix is developed. Q matrix show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tems and the cognitive attributes. Q matrix also is 

confirmed by 15 professional.

Twice of pre-assessment was conducted in order to check the 

reliability, the level of difficulty, and guessing parameter. 

Students were assessed in December, 2015. Each class teacher 

processed the assessment in their classroom for the 20 minutes. 

Scoring is as follows: Correct answers were given 1 point and 

errors were given 0 point. 5 master students and doctoral 

students rated and the inter-rater agreement of this study wa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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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test developed for the study showed good 

reliability indices. The Cronbach’s alpha 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 for Vocabulary test was .869.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ith varimax rotation conducted on vocabulary items 

showed that provide supporting evidence for the construct 

validity of vocabulary test. Internal reliability of the overall 

vocabulary items was relatively high (= .869), showed high 

internal reliability. No item needed to be eliminated to improve 

the alpha for the overall vocabulary test. 

To diagnose the vocabulary ability of students with reading 

difficulties by using the CDM approach, verified Q matrix is 

needed. So this study verified Q matrix by using the jaccard 

coefficient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ecause this 

index is below .50, it is not needed to integrate sub-skills for 

similarity. And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re is no negative relations between subskills. Through 

the jaccard coefficient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Q matrix proposed by professionals is appropriate statisticall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difference of probability of mastery between normal 

students and students with reading difficulties was significant. Of 

the six subskills, (1) the skill to what to know dictionary 

definition and (5) the skill to know semantic features and 

selection restrictions of the word were identified as the most 

difficult : subskill1 had a probability of mastery at .8149, 

suggesting that 81.49% of the students mastered this skill; 

subskill 5 had a probability of mastery at .8495, suggesting 

84.95% mastered this skill. (2) the skill to discrimin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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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of word: knowing synonym and antonym of the word 

and (6) ability to use context clues were found to be the easiest 

with 90.99% and 90.86% mastery rates, respectively. Also the 

difference of probability of mastery between the most difficult 

skill and the easiest skill do not go beyond 10%. Both normal 

students and students with reading difficulties show the same 

pattern of a probability of mastery as the whole students. While 

the difference of probability of mastery between the most 

difficult skill and the easiest skill is about 5% in normal 

students, that of student with reading difficulties is about 35%. 

Thus, students with reading difficulti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ttribute mastery probabilities of subskills. 

Second, DINA analysis gave mastery pattern in vocabulary 

knowledge skills of all students. The 4 most common cognitive 

attribute patterns that the normal students represented were 

[111111], [011101], [011111], [010111]. While the 5 most 

common cognitive attribute patterns of students with reading 

difficulties were [000000], [010101], [010000], [000101], 

[011101]. Also, this result showed that students with reading 

difficulties, those who fell under the 15% range of the given 

vocabulary test, divided to two latent classes by item response 

pattern of vocabulary knowledge test. 

Third, students with low achievement were divided four groups 

according to silent word reading test, maze test and vocabulary 

test scores. Students with low achievement of all three tests 

showed that the lowest probability of mastery in subskill 4, 

subskill 5, subskill 6. Vocabulary subskill 4, subskill 5, subskill 6 

related to using with context clues. Therefore vocabulary skills 

related to with using context clues could function to classif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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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with reading difficulties.   

In conclusion,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validity and 

usefulness of the CDM approach in diagnosing vocabulary 

knowledge of students with reading difficulties. The CDM 

approach could identify distinctive skill profiles for student at 

proficiency levels. This test result could provide richer and finer 

information regarding students’ skill mastery statue than 

traditional raw score approach. For education settings, CDM 

could significant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instruction and 

learning by giving students and teachers reliable feedback on 

student strengths and weaknesses. 

keywords : students with reading difficulties, vocabulary, 

CDM(cognitive diagnostic model), cognitive attribute, attribute 

mastery pattern, mastery probability, DINA(deterministic inputs, 

noisy “and” gate) model 

Student Number : 2014-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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