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요약

교육과정 심측정에서 목표 설정의 의미와 재 효과

1)최종근(崔種根)*

본 연구는 교육과정중심측정에서 목표 설정의 의미를 고찰하고, 카드를 활용한 수 세기 학습이 수학 저성취 
아동의 연산 유창성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 카드를 활용한 수 세기 학습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 저성취 아동의 수 감각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교수전략으로서 연산 유창성의 향상에 기
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과정중심측정에서의 역동적 목표 설정은 '야심성'과 '현실성'을 결합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목표 구조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러한 역동적 목표 설정 구조가 특수
교육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중심측정에 역동적 목
표 설정 구조를 채택하는 것 자체를 통상적 의미의 중재에 추가되는 또 하나의 중재로 해석할 수 있음을 제시하
였다. 

￭ 주요어 : 교육과정 심측정(CBM), 목표 설정, 목표의 야심성, 수 세기, 수 감각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분의 교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지  잘 가르치고 있는 걸까?” 하는 자문(自問)

을 할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  교육을 통해 달성하려고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시키는 데 자신

이 기여하고 있는가에 한 이와 같은 반성 (反省的) 사고는 교사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

도이지만, 필자는 이러한 반성  자문의 배경에 잘 가르치는 교사로서 존경받고 싶은 욕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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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담겨있다고 본다. 하지만, 부분의 교사들이 갖고 있을 이러한 일반 인 ‘바람’에도 불

구하고, 실제로 교사들의 자아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것은, 일정 기간의 교육활동의 성과로서 

학생들에게 이끌어 내려고 설정한 ‘목표’와 실제로 학생들에게서 일어난 ‘변화’가 일치하는 정

도, 혹은 학생에게서 일어난 변화가 애 에 설정한 목표를 능가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정범모교수는 2007년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 회 기조강연에서 교사가 학생에게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도를 ‘교육력’으로 개념화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교육력은 결국 교육해내겠다고 다짐하는 목 을 효능 으로 성취해내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

을 것이다. 그 목 이 ‘자유민주사회의 성숙’이라는 거창한 목 일 수도 있고, ‘2차 방정식의 풀이와 

응용’이라는 한 단원의 목 일 수도 있다. 문제는 ‘효능 으로’를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좁 진다. 

나는 그 ‘효능도’를 다음과 같이 조작  정의로 개념화해 보았다. 즉 2차 방정식의 풀이와 응용력을 

될 수 있는 로 높은 수 으로, 될 수 있는 로 많은 학생에게, 될 수 있는 로 짧은 시간에, 될 

수 있는 로 은 경비를 들이고, 될 수 있는 로 덜 망각하며 오래 지되게, 될 수 있는 로 개

인 ․사회 인 실생활에 응용될 수 있게 등이다(정범모, 2007: p. 13). 

그 다면, 특수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행 특수교육은 과연 얼마나 효과 이고, 효능 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범모(2007)가 제안한 

개념으로 바꾸어 표 하자면,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교육력은 어느 정도이고, 그 효능성은 어떠

할까? 아마도 이러한 특수교육의 힘을 ‘특수교육력’이라고 명명한다면,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도 ‘특수교육요구아동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가진 제반 특성들로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수교육요구아동을 잘 가르친다’는 말은 ‘특수교육요구아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 

미국에서는 교육에서의 이러한 요구를 성취기 에 기반한 교육개 (standard-based reform) 

방안들로 정리해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책무성 체제(accountability system)로 악

하고 체계 으로 리해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 이 책무성 체

제를 받침하는 근본 인 철학은 ‘ 구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성취기

을 충족할 수 있다는 높은 기 를 갖고, 실제로 그러한 성취 수 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체계

이고 지속 으로 검해나감으로써 가능하다는 믿음이다. 학생에 한 교사의 높은 기 (high 

expectations)가 실제 성취수 을 향상시킨다는 자기성취  언(self-fulfilling prophecy)의 효

과가 그러한 일련의 조치들의 근 에 흐르는 철학인 것이다.  

1) 물론 학습자에게서 이끌어 내려고 하는 변화의 내용으로는 각종의 지식, 사회  행동 기술, 태도 등으로 

다양하겠지만, 도착  행동의 수  자체와 출발  수 에 비해 도착  행동이 얼마나 많이 다른가(진 도, 

변화율)의 두 개념으로 조작 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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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생에 한 높은 기 가 무조건 성취수 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그에 상응

하는 효과성이 입증된 재 노력도 없이 높은 기  그 자체만으로 학생의 성취수 이 향상되

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 보아도 주어진 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

해 놓고 달성되길 기 하는 것은 해당 학생에게 오히려 좌 감만 안겨주는 결과를 낳을 가능

성이 크다. 이런 에서 교사의 높은 기 를 담고 있으면서도 해당 학생에게 도 의식과 동기

를 유발할 수 있는, 실성이 있는 ‘ 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요한 과제가 된다. 

어  보면 양립할 수 없는 모순 인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높은 

기 와 실성을 담고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제안된 것이 교육과정 심측정(CBM: 

Curriculum-Based Measurement)이라는 새로운 평가모형이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과 연장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미국 특수교육 개 의 흐름으로 방 차원의 통합교육의 강조와 ‘

재반응(RTI: Responsiveness To Intervention) 모델’이라는 새로운 학습장애의 별기 의 도

입을 들 수 있다. 

우선, 재반응모델은 그간의 연구를 기반으로 미국 장애인교육법(IDEIA2004: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2004)에서 새로운 학습장애의 정의  별기

으로 공식 으로 제안된 것으로, Bateman이 1965년에 제안한 이후 지 까지 학습장애를 진

단하는 데 가장 리 용되어 온 능력-성취 불일치(ability-achievement discrepancy) 모델과

는 달리, 재 이 과 이후 사이의 격차 즉, 변화에 을 맞춘 진단 모델이다. 즉, 아동에게 

효과성이 입증된 교수 로그램을 용했는데도 아무런 변화(‘반응’ responsiveness)가 없을 

때, 내  심리과정상의 ‘장애’를 의심해도 늦지 않다는 에 입각한 진단모델이다. 학습장애

라는 명칭을 서둘러 붙이려 들기보다는 방 차원의 효과 인 재를 제공하는 것이 시 한 

과제요, 교사의 책무라는 철학에 기 한다2). 

그리고 이러한 학습장애 진단 모델의 변화와 법 규정의 변화가 가능하게 된 배경이 다름 아

닌 교육과정 심측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 심측정은 Stanley Deno를 심으로 미국 

미네소타 학 학습장애연구소에서 개발된 사정방법으로서, “읽기, 철자법, 쓰기, 셈하기 등의 

단기 유창성을 표 화된 방식으로 간단하게 측정하는 일련의 방법”(Shinn과 Bamonto, 1998, 

p.1)을 일컫는다. 규 참조검사의 안 인 방법이고, 표 화된, 공식 인 사정 방법이기 때문

에, 안정 인 신뢰도를 바탕으로 아동에게 직  가르치는 특정 역(주로 읽기, 철자법, 쓰기, 

셈하기 등의 기 학습 기술)의 교육과정 내용을 근거로 아동의 수행에 한 자료를 수시로 수

집하여 그 진  상황을 악할 수 있다(이승희, 2006에서 재인용). 

이상과 같은 맥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교육과정 심측정에서 목표 설정의 의미

2) 여기서 재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역할이나, 이미 효과성이 입증된 재를 통해 특수교육요구아동에게서 

일정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교사의 책무성이 한 주제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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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음미해보려고 한다. 앞에서 필자가 제안한 ‘특수교육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특수교육요구아

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얼마나 잘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면, 이

것은 일차 으로는 학생에게서 일어난 변화와 성취도로 악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변화

를 이끌어내는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가 특수교육요

구아동의 개별화교육계획(IEP)을 수립할 때, 장․단기 목표를 얼마나 야심 인 수 으로 설정

할 수 있느냐 하는 자신감과도 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교사의 높은 기 와 실

성을 함께 담고 있는 ‘ 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요한 과제가 된다. 특수교육의 본

질상 이러한 목표의 성은 아동의 교육  요구  특성, 행 수 , 교과, 목표의 내용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람직한 교육목표 설정의 방법은 무엇인가? 어느 수 , 어떤 특성의 목표가 

한 것인가? 학생에게 한 도 감을 유발하면서도 최고의 성취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

는 목표는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은 매우 필요하고 요한 질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수 세기(number counting)는 수 감각(number sense)이라는 구인(construct)의 요한 

하  요인으로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 사칙연산 유창성 발달의 기 가 된다. 김애화

(2006)는 교육과정 심측정 원리를 반 한 수학 학습장애 험학생 조기선별검사를 개발하면

서 거기에 수 감각(number sense) 검사를 포함하 다. 김애화(2006; p.106)는 여러 학자들에 의

해 지 까지 제안된 수 감각의 정의와 특성을 종합하여 수감각을 ‘수에 한 직  느낌

(perceptual sense of quantity)과 수의 다양한 활용  해석을 포함한 개념  의미 부여

(conceptual sense-making)’라고 정의하면서, 자는 빠르고 정확한 수의 의미 이해, 수의 상

 크기 비교, 수세기, 사칙연산 구구 등을 포함한 기본 인 수에 한 본능으로서의 수 감각

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자의 기본 인 본능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수학 원리에 한 깊

은 이해, 연산  차 용의 유연성  유창성, 수학의 규칙성에 한 이해 등을 포함한다고 

하 다. 그리고 Okamoto와 Case(1996), Baker, Gersten, Lee(2002), Malofeeva, Day, Saco, & 

Young(2004), 그리고 Clarke과 Shinn(2004) 등등의 선행 문헌 분석을 통해 수학 학습장애 험

학생 조기선별검사의 12개 하 역으로 뛰어세기, 거꾸로 세기, 수읽기, 수의미, 수량변별, 빠

진 수 넣기, 덧셈구구, 뺄셈구구, 숫자 바로 따라 하기,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색깔 규칙찾기, 

숫자 규칙 찾기를 제안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수 감각은 수학 학습장애 험학생 조기선별검사에 포

함시킬 만큼 요한 구인이다. 그리고 이것을 거꾸로 보면, 수 감각을 신장시키는 것이 수학 

학습장애로 발 될 험성이 있는 아동에 한 방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에서도 이어 세기, 거꾸로 세기, 뛰어 세기 등 여러 가지 수 세기 기술은 사칙연산(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유창성에 기 가 되는 수 감각으로서, 수학 학습장애로 발 될 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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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성취 아동에 한 연산 유창성 지도에서 요한 략 기반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수학 성취 아동은 장차 수학 학습장애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험(at-risk) 아

동으로 간주하고 방 차원의 교수-학습을 필요로 한다. 반복  학습 실패는 학습 무기력과 낮

은 성취동기를 낳고 이로 인해 낮은 학업성취도를 래하고, 이것이 다시 수학교과에 한 부

정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질 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순

환의 고리를 끊고 성공 경험을 늘려 으로써 자아효능감을 향상시키고 다음 학습과제에 한 

자신감과 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속 으로 지원하고, 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  근은 장애 진단  의뢰율의 감소로 산 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후속  처보다 효과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수 세기를 통한 수 감각의 신장과 그에 따른 수학 성취 아동의 연산유창성에의 

향을 탐색하는 것은 학문 인 필요성뿐만 아니라, 실제 인 요성도 매우 큰 연구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  학문 , 실제  의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심측정에서 목표설정의 의미를 음미하고, 카드를 활용한 수 세기 학습이 수학 성취 아동의 

연산유창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려고 한다. 다만, 이러한 연구문제를 본격 으로 다

루기에 앞서, 사례연구를 통하여 교사의 높은 기 가 실제로 교사와 학생에게 정 인 향

을 미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단하 다. 그리고 행의 교육과정 심측정에서의 목표 

설정 방법에 개선할 만한 시사 을 던져주지는 않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을 연구문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카드를 활용한 수 세기 학습은 수학 성취 아동의 연산유창성 향상에 효과 인가? 

둘째, 교육과정 심측정에서 역동  목표 설정 방식은 ‘ 한’ 목표 설정과 련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 아동은  소재 ** 등학교 2학년 여자 1명이었다. 아동의 어머니가 유독 

수학과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거부감을 보이는 상 아동을 연구자에게 의뢰하여 기 평가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여 재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응용행동분석 기법이 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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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지혜(가명) 검  사  자 연구자
학교명 대전**초등학교 검사실시일 2008년 1월 22일(화)
성  별 여 생년월일 1999년 10월 2일

학년 ․ 반 2학년 4반 *번 검사시 연령 8년 3월 20일
(  Ⅱ  )

단계
1차 검사 ① 원점수 7
2차 검사 ② 원점수 14
3차 검사 ③ 원점수 25

수학수행수준

④ 원점수(중앙치) 14
⑤ T점수(중앙치) 39.32
⑥ 백분위점수(중앙치) 12
⑦ 백분위점수 단계 4단계
⑧ 현재수준 설명 기초수학능력 향상을 위해 지도 바랍니다. 
⑨ 현재학년 2.8
⑩ 학년점수(중앙치) 1.9
⑪ 학년차이

(학년점수-현재학년) -0.9  (*-1.2학년?) 
⑫ 월진전도 1+

<표 1> 피험자의 기 학습기능수행평가체제 : 수학 검사 기 평가 결과표

<기 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 수학>을 활용하여 지속 으로 진  상황을 검하면서 한 

재를 제공하는 것이 하다는 연구자의 단에 따라 본 연구에 계속 참여하게 되었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자와 처음 만난 2008년 1월 22일 재 상아동은 2학년 

교육과정을 마친 겨울방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실시된 <기 학습기능 수행평가

체제 : 수학> 검사의 Ⅱ단계 기 평가에서 7 , 14 , 25 을 얻었고, 앙치를 14 을 표치

로 하여 수행수 을 분석한 결과 2학년 10월 규 을 용할 때 백분  12, 학년 차이 -0.9학년

으로 기 수학능력을 향상을 해 별도의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기 평가 실시일이 1월 

하순으로 2학년 10월 규 에 비추어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흐른 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이 

아동의 학년 수가 실질 으로는 1.9학년보다 낮고 학년 차이도 약 -1.2학년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하고 ‘수학 성취 아동’으로 잠정 진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이 아동의 어머니가 보여  기 평가를 실시한 날 ‘수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아동이 

쓴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자주 실패해온 경

험이 있고 그로 인해 수학에 한 흥미와 자신감이 매우 낮아진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었

다. 어머니와의 면담에 의하면 다른 교과에서는 어려움을 보이기보다는 발표를 잘하고 칭찬도 

많이 받는 편이라고 한다. 

수학 때문에 8:30부터 9:30까지 수학에 한 얘기를 했다. 무 싫었다. 무지무지 싫었다. 난 세상

에서 가장 싫은 과목이 수학이다. 으 ~~~~~~ 왜 수학이 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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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상 아동의 수학 유창성의 진  상황을 자주 악하기 하여 교육과정 심

측정의 원리에 기 하여 개발된 <기 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수학검사>(BASA-math: Basic 

Academic Skills Assessment : MATH)를 사용하 다. 등학교 1-3학년을 상으로 표 화된 

이 검사도구는 학생의 기 인 수학연산능력을 측정하기 하여 학년수 의 교육과정을 고

려한 세 단계의 하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Ⅰ단계 검사는 1학년 교육과정에 기 하여 제작되

었고, Ⅱ단계 검사는 2학년 교육과정, Ⅲ단계 검사는 3학년 교육과정을 심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1-3학년 교육과정의 내용을 체 으로 반 할 수 있는 통합단계의 검사가 제작되

었다. 그러므로 이 검사에서 활용되는 단계별 하 검사는 학년수 을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등학생의 연산능력 발달 정도와 발달의 경향성을 악할 수 있다(김동일, 

2006). 그리고 이 검사는 각 단계별 기 검사와 10개씩의 동형검사를 포함하고 있어 각 단계별

로 동일한 수학연산능력 구인에 한 반복측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검사는 등학교 수학교과 교육과정의 수와 연산 역에 기 하여 개발되었다는 에서 

교육과정 타당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9개 등학교 2,3학년 총 517명을 상으로 등학교 1학년

부터 6학년 학생을 상으로 개발된 ACCENT 수학검사(김동일, 신종호, 여상인, 이 식, 이재희, 

2003)와의 공인타당도 계수(상 )가 CD 방식(Correct Digits : 맞은 자릿수만큼 부분 수를 부여

하여 채 하는 방식)으로 채 한 경우를 기 으로 Ⅰ단계의 경우 .54, Ⅱ단계의 경우 .68, Ⅲ단계

의 경우 .45, 통합단계의 경우 .71로 체 으로 무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측정학  합

성에 한 연구에서 이 검사는 100%의 평정자간 일치도를 보 고, Spearman-Brown 공식으로 

교정된 반분신뢰도 계수는 .72-.93으로 양호한 내 일 성 신뢰도를 나타냈다(김동일, 2006). 

본 연구에서는 상 아동이 기 검사를 실시한 당시 등학교 2학년인 을 고려하여 등

학교 2학년 교육과정을 반 한 Ⅱ단계 검사를 활용하여 형성평가를 실시하 다.  

3. 연구절차 

1) 기 평가 

상아동 어머니의 의뢰로 2008년 1월 22일 <기 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 수학> 검사의 Ⅱ

단계 기 평가를 검사요강에 따라 각 2분간 3회 실시하여 원 수 7 , 14 , 25 (CD 방식으

로 채 한 수)을 얻었고, 앙치인 14 을 이 아동의 기 선(baseline) 수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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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설정  목표선 그리기 

김동일(2006)은 <기 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수학검사> 실시요강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방

법 3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월진 도를 이용한 방법이다. 기 선 수에 따라 

아동의 수학 수행이 향상될 것으로 기 되는 월진 도를 규 표에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

르면 Ⅱ단계 검사에서 원 수( 앙치) 14 인 상아동의 월진 도는 1+이다. 따라서 3개월 후

인 4월 넷째 주에 도달할 상아동의 목표치는 17 (기 선 14  + 학년 수 1.9학년의 평균 

월진 도 1  × 3개월 = 17 )이 된다. 

두 번째 방법은 래들의 평균 수행수 을 목표선(goal line)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

은 아동이 포함된 학 에서 간 정도의 수행을 하는 아동 3명을 교사가 선정하고, 그들에게 수

학검사를 실시한 뒤 이 세 아동의 평균 을 개별화교육 상 아동의 목표선으로 설정하는 것이

다. 세 번째 방법은 교사의 단에 의거하여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아동의 수학을 지도

하는 교사가 스스로 문 인 단을 하여 아동에게 합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방학 이어서 학교의 조를 얻어 연구 상 아동 래들 에서 평균 수행수 을 보이는 

아동 3명에 해 별도로 수행 수를 구하기가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검사 실시요강에 제시되

어 있는 규 표를 참고하여 래들의 평균 수행수 을 추산하 다. 즉, 2학년 아동  평균 수

의 수행을 보이는 아동들은 연구 상아동에게 기 평가를 실시한 1월에 2학년 10월 규 의 

백분  50에 해당하는 원 수 28 에 3개월의 월 진 (2 )을 합한 34  내외의 수행수 을 보

일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3개월 후인 4월 넷째 주에 연구 상 아동 래들 

에서 평균 수 의 수행수 을 보이는 아동들은 40 (2학년의 3학년 진  직  1월 평균 34

 + 학년 수 2.9학년의 평균 월진 도 2  × 3개월 = 40 )3) 내외의 수행수 을 보일 것을 

상할 수 있다. 

요컨 , 연구 상 아동의 행 수행 수 에 비추어 본 월진 도를 이용한 3개월 후의 목표

치는 17 이고, 동학년 평균 수행수 의 래들이 3개월 후에 나타낼 Ⅱ단계 검사 수행수 은 

40 이다. 이 두 수  어느 것을 상아동의 목표치로 할 것인가는 연구자(교수 로그램 

제공자)의 단에 맡겨져 있다. 

필자도 례에 따라 상아동에 해 월진 도를 활용하여 설정한 수를 목표치로 결정하

려고 하 다. 그런데, 필자가 간과할 수 없었던 부분은 연구 상아동과 평균  래아동의 1월 

재와 3개월 후 목표치 간의 수 차이가 20 에서 23 으로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이

다. 상아동이 월진 도(1+)를 이용한 목표치를 3개월 후에 무난히 달성하여 17 을 얻는다고 

3) 이 수는 3학년 아동에 한 Ⅱ단계 검사 수 5월 규 표의 백분  50에 해당하는 원 수 43 에서 3

을 감한 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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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 선 수, 목표, 목표선

구분 현행 수준
(2008년 1월) 월진전도 3개월 후의 목표치4) 

(2008년 4월)
연구대상아동 14점 1+ 17점 (3점 향상)
평균적 또래 34점 2+ 40점 (6점 향상)
(점수 차이) (20점) - (23점) 

<표 2> 상아동의 월진 도를 활용한 목표와 평균  래 아동의 수행수

하더라도, 평균 이상의 래 아동들은 그 사이에 월진 도(2+)의 향상을 보이기 때문에 일종의 

부익부빈익빈 상이 벌어져 둘 사이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 분명했다. 상아동이 

3개월 후에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2008년 1월 재 2학년 Ⅱ단계 10월 규 으로 백분

 12(원 수 14 )이던 것이 2008년 5월 재 3학년 Ⅱ단계 5월 규 으로 백분  5(원 수 18

)로 떨어져 결국 ‘ 반 이고 지속 인 수학지도가 필요’한 최하  수행수 (5단계)에 속하

게 될 것이 상되었다. 

상아동이 검사요강에 따른 월진 도(1+)가 아닌 래 아동들만큼의 월진 도(2+) 이상의 

진  기울기를 나타내어야 ‘수학 성취’에서 ‘수학 학습장애 수 ’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 상 유지’라고 가능하다고 단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월진 도에 따른 목표를 최소한의 ‘

실  목표’([그림 1]에서 직선 A)로, 평균  래 아동의 수행수 을 활용하여 설정된 수를 

최 한의 ‘야심  목표’([그림 1]에서 직선 B)로 삼아 두 가지 목표선을 고 그 사이의 어떤 

수를 ‘ 한 목표’라고 가정하 다([그림 1] 참조). 

4) 평균  래아동에 해서는 ‘3개월 후의 평균  수행수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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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 방법  일정 

상아동이 의뢰되어 2008년 1월 22일 기 선 수를 얻은 뒤 목표를 설정한 다음, 2008년 1

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3개월(14주)간 매 주 2회씩(수-일요일 는 목-일요일) 총 27회의 

재를 실시하 다. 재 방법은 게임에 사용되는 카드를 활용하여 수 세기를 연습하는 것과 

시 에서 매되는 학습지(한 자리 수 는 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포함)를 매 회기마다 4

페이지(약 40-50문제)씩 풀이하고, 오류 문항을 다시 풀고 설명하는 것이었다. 카드는 총 54장 

 14장(J, K, Q 각 4장, JOKER 2장)을 제외하고 A(1을 의미하는 것으로 약속)부터 10까지의 

40장을 사용하 다. 를 들어, 덧셈에서 받아 올림이 있을 경우 상  자리에 있던 수에 1을 

더해야 하므로, 카드 등을 활용하여 임의의 수가 제시되었을 때 바로 다음의 수(즉, 1이 큰 수)

를 재빨리 마음 속으로 셀 수 있다면 연산의 정확성과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된

다. 마찬 가지로 뺄셈에서 받아 내림이 있을 경우 상  자리에 있던 수에서 1을 빌어 와야 하

므로, 카드 등을 활용하여 임의의 수가 제시되었을 때 바로 이 의 수(즉, 1이 작은 수)를 재빨

리 마음 속으로 셀 수 있다면 뺄셈의 정확성과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1이 

큰 수와 1이 작은 수 세기는 차 익숙해짐에 따라 책상을 두들기며 4박자 안에 상아동이 

답을 하도록 하 다. 합이 10인 수는 카드로 제시된 수에 얼마를 더하면 합이 10이 되는지를 

연습하기 한 재 로그램이었다. 합이 10이 되는 수 즉, 보수의 개념은 상아동이 그림 

그리기, 종이 기 등 미술 활동에 높은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색상표에서 마주보고 있는 색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여 쉽게 이해하 고, 학교 수학시간에 가르기와 모으기 활동을 해보아서

인지 반응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합이 10이 되는 수는 

정확성보다는 자동화  연산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상하여 재에 포함하 다. 

재 후반부에는 카드를 활용하여 2 큰 수, 2 작은 수, 3 큰 수, 3 작은 수 등을 연습할 수 있도

록 하 고, 시계를 활용하여 40장의 자극에 하여 모두 응답하는 데 걸린 시간을 재어 

상아동의 수첩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최고 기록을 갱신해나가는 동기를 자극하 다5). 매 회

기의 재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정도 고 체 재 일정과 매 회기별 재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았다. 

5) 2 작은 수에서는 A가 힌 카드 총4장을, 3 작은 수에서는 A와 2가 힌 카드 총8장을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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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중재 일자 중재 내용
기초선 2008.1.22 Ⅱ단계 검사 (7점, 14점, 25점)
1차 2008.1.26

1)카드 활용 수세기 (1 큰 수, 1 작은 수) 
2)학습지(한-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4페이지 

2차 2008.1.31
3차 2008.2.3
4차 2008.2.5
5차 2008.2.10
6차 2008.2.18
7차 2008.2.21
8차 2008.2.25
9차 2008.2.28
10차 2008.3.3

1)카드 활용 수세기 (합이 10인 수) 
2)학습지(한-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4페이지 

11차 2008.3.7
12차 2008.3.10
13차 2008.3.13
14차 2008.3.16
15차 2008.3.20

1)카드 활용 수세기 (2 큰 수, 2 작은 수) 
2)학습지(한-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4페이지 

16차 2008.3.23
17차 2008.3.27
18차 2008.3.30
19차 2008.4.3

1)카드 활용 수세기 (3 큰 수, 3 작은 수) 
2)학습지(한-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4페이지 

20차 2008.4.6
21차 2008.4.10
22차 2008.4.13
23차 2008.4.17
24차 2008.4.20

1)카드 활용 수세기 (1 큰 수, 1 작은 수) 
2)학습지(한-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4페이지 

25차 2008.4.24
26차 2008.4.27
27차 2008.4.30

<표 3> 재 일정과 내용

4) 형성평가 자료의 수집  수학 발달경향선 작성 

매 회기의 재를 마치고 Ⅱ단계 형성평가지 10개  1개를 무작 로 선택하여 검사요강에 

따라 2분간 풀도록 하여 진  상황을 확인하 다. 진  기울기 분석은, 김동일(2006)이 3주에 

한 번씩 는 검사 수가 9-12개 이상이 되면 실시하도록 권고한 바에 따라 약 1개월 간격(9회

기마다)으로 실시하 다. 수학 발달선(trend line)은 반분법(split-middle)에 따라 기울기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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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검사일 원점수 백분위 T-점수 검사 자료
기초선 2008.1.22 14 12 39.32 (7점, 14점, 25점)

1차 2008.1.26 12 7 37.97 형성Ⅱ단계-2
2차 2008.1.31 21 29 44.04 형성Ⅱ단계-7
3차 2008.2.3 23 36 45.40 형성Ⅱ단계-7
4차 2008.2.5 23 36 45.40 형성Ⅱ단계-3
5차 2008.2.10 26 42 47.42 형성Ⅱ단계-1
6차 2008.2.18 24 38 46.07 형성Ⅱ단계-5

<표 4> 회기별 형성평가 수와 검사 자료 

하고 그 결과를 그래 에 그려 넣었다. 상 아동의 회기별 수와 수학 발달선은 [그림 2]와 

같았다. 

5) 목표 는 재 방법의 수정 

앞의 <표 3>의 재 일정과 내용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재 방법은 표면 으로는 약간의 차

이는 있지만, 체 으로 카드를 활용한 수 세기 는 간단한 연산의 자동화 연습과 학습지 

풀이와 교정으로 본질 인 속성은 동소이하다. 재가 진행되는 동안 상아동이 월진 도

에 따라 설정된 최소한의 ‘ 실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진 을 보 기 때문에 획기 인 재 

방법의 변경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 다. 당 에 투입한 재의 효과가 일부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는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 방법의 수정보다는 오히려 진  상황에 맞게 목표를 상

향 조정하는 것이 보다 한 조치라고 단되었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카드 활용 수세기 학습이 수학 저성취 아동의 연산유창성에 미치는 효과 

매 회기의 재를 마치고 무작 로 선정된 Ⅱ단계 형성평가 수들의 추이는 다음 <표 4>

와 [그림 2]와 같았다. 상아동의 연산유창성 수는 기 선 단계에서 14 (백분  12)에서 3

개월 여의 재 기간을 거치면서 기 선 단계에서 최 한의 ‘야심  목표’도 뛰어넘는 50 (백

분  90)까지 획기 인 변화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재 내용으로 설정한 교수 

로그램 즉, 카드를 활용한 수 세기 학습과 1-2자리수의 덧셈, 뺄셈 학습지가 상아동의 수 

감각을 향상시키고 연산유창성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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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검사일 원점수 백분위 T-점수 검사 자료
7차 2008.2.21 22 31 44.72 형성Ⅱ단계-4
8차 2008.2.25 30 57 50.12 형성Ⅱ단계-6
9차 2008.2.28 32 63 51.48 형성Ⅱ단계-8
10차 2008.3.3 28 51 48.77 형성Ⅱ단계-9
11차 2008.3.7 32 63 51.48 형성Ⅱ단계-10
12차 2008.3.10 35 72 53.50 형성Ⅱ단계-3
13차 2008.3.13 40 78 56.88 형성Ⅱ단계-1
14차 2008.3.16 35 72 53.50 형성Ⅱ단계-2
15차 2008.3.20 45 83 60.26 형성Ⅱ단계-4
16차 2008.3.23 37 73 54.85 형성Ⅱ단계-6
17차 2008.3.27 37 73 54.85 형성Ⅱ단계-9
18차 2008.3.30 40 78 56.88 형성Ⅱ단계-5
19차 2008.4.3 42 80 58.23 형성Ⅱ단계-7
20차 2008.4.6 37 73 54.85 형성Ⅱ단계-10
21차 2008.4.10 39 76 56.20 형성Ⅱ단계-3
22차 2008.4.13 42 80 58.23 형성Ⅱ단계-8
23차 2008.4.17 48 87 62.28 형성Ⅱ단계-1
24차 2008.4.20 42 80 58.23 형성Ⅱ단계-3
25차 2008.4.24 42 80 58.23 형성Ⅱ단계-5
26차 2008.4.27 49 88 62.96 형성Ⅱ단계-7
27차 2008.4.30 50 90 63.63 형성Ⅱ단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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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형성평가 수와 발달경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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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의 수정과 목표의 야심성 

상아동의 수학 연산유창성의 진 에 따른 발달경향성 분석을 하여 9회기마다 진  기

울기를 확인하고 발달선을 그래 에 추가하고 목표를 상향 조정하 다. 따라서 약 3개월간의 

목표의 수정 빈도(number of goal changes)는 총 3회이고, 매월 1회씩 목표를 수정한 셈이다. 

첫 9회기 동안의 형성평가 수에 한 발달경향성을 반분법(Split-Middle)으로 분석한 결

과, 발달선이 (2.5회기, 21 )과 (7.5회기, 27 )을 통과하여 월진 도가 약 10 +(회기당 약 1.2

+)로서 그런 추세라면 최종목표로 45  내외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상6)되어 상아동

에게 그래 로 설명하 다7)([그림 2]의 발달선① 참조). 

두 번째 9회기 동안의 형성평가 수에 한 발달경향성을 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결

과, 발달선이 (11.5회기, 33.5 )과 (16.5회기, 38.5 )을 통과하여 월진 도가 약 9 +(회기당 약 

1 +)로서, 첫 9회기보다는 진  속도가 미세하게 감소하는 경향은 있었지만, 그런 추세라면 

최종목표로 47  내외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되어 상아동에게 그래 로 설명하

다8)([그림 2]의 발달선② 참조). 

세 번째 9회기 동안의 형성평가 수에 한 발달경향성을 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결

과, 발달선이 (20.5회기, 40.5 )과 (25.5회기, 45.5 )을 통과하여 월진 도가 약 9 +(회기당 약 

1 +)로서, 두 번째 9회기 동안의 진  속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상아동이 최

종 으로 50 을 얻은 것은 그러한 추세로부터 측할 수 있는 49  내외와 거의 일치하 다

([그림 2]의 발달선③ 참조). 

한편, 최종 목표가 얼마나 야심 인 것인지는 기 선 수와 비시켜 해석할 수도 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의 요강에 따라 월진 도를 기 으로 설정하여 필자가 최소한의 ‘ 실  

목표’로 삼은 당 의 목표와 비시켜 해석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Fuchs, Fuchs, & 

Deno(1985)가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목표의 야심성’(goal ambitiousness) 개념에 기 하여 최

종 수에서 기 선 수( 앙치)를 뺀 값을 기 선 수로 나 고 100을 곱한 비율값을 산출

하 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상아동에 한 최종목표의 야심성은 무려 257%([(50 -14

)/14 ]×10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기 선 단계에 필자가 설정한 두 개의 

목표 즉, ‘최소한의 실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21%([(17 -14 )/14 ]×100)

6) 첫 9회기 동안의 발달선을 마지막 회기인 27회기까지 연장하여 얻어진 수이다. 이러한 측 방법을 외삽

법(extrapolation)이라고 한다. 두 번째 9회기와 세 번째 9회기에 상되는 최종 수도 같은 방법으로 추정

한 것이다. 

7) 이 때는 첫 9회기 동안의 형성평가 수만 얻은 상태이다. 즉 [그림 2]에서 10-27회기의 수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8) 이 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9회기 동안의 형성평가 수만 얻은 상태이다. 즉 [그림 2]에서 마지막 9회기

(즉, 19-27회기)의 수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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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 한의 ‘야심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186%([(40 -14 )/14 ]×100)을 훨

씬 상회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야심 인 목표 달성이 불과 3개월 여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Fuchs(1981; Fuchs et. al., 1985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 기 읽기 기술을 지닌 부분이 일

반학생인 어떤 표집에서 1학년 동안 략 140%-250% 정도의 향상을 보인 것을 근거로, Fuchs 

등(1985)이 읽기 유창성에 한 목표의 야심성과 련하여, 한 학기동안 1분당 정확하게 읽은 

단어의 수를 139% 이상 향상시키려고 하는 경우를 “매우 야심 인” 목표로, 80-139% 사이인 

경우를 “약간 야심 인” 목표로, 그리고 80% 미만인 경우를 “야심성이 낮은” 목표라고 분류한 

바 있다. 이 기 과 비교할 때, 교육과정 심측정에서 목표 설정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는 월

진 도에 따른 목표는 ‘야심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에

서 효과 인 재 로그램을 제로 아동의 진  상황을 고려하여 역동 으로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을 극 으로 검토해야 하고, 장기목표에 하여는 특히 그러해야 할 것이다.

Ⅳ.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결론 

1) 카드 활용 수세기 학습의 효과와 교육과정 심측정에서 재 효과의 재음미 

<표 4>와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상아동의 수학 연산유창성 수는 기

선 단계에 14 이던 것이 3개월여의 재 기간을 거치면서 50 으로 획기 인 변화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재 내용으로 설정한 교수 로그램 즉, 카드를 활용한 수 세

기 학습과 1-2자리수의 덧셈, 뺄셈 학습지가 상아동의 수 감각을 향상시키고 연산유창성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데 조 도 망설이지 않게 해 다. 

하지만, 이러한 획기 인 변화가 으로 통상 인 의미의 재(intervention)에서만 비롯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교육과정 심측정에서 재의 효과를 통상 인 의미에서의 ‘처

치(treatment), 교수 로그램의 투입 는 변경’에 따른 아동의 행동 는 인지의 변화로만 제

한하여 이해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상 아동은 월진 도를 기 으로 설정된 목표선에 비하면 실로 ‘엄청난 성장’

을 보 다. 그런데, 월진 도를 기 으로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하고 있다고 단하고 재를 

마무리했다면 과연 그만큼의 성장을 보일 수 있었을까? 반 로 처음부터 래 아동들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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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행수 을 목표치로 삼았더라도 그만큼의 성장을 보 을까? 필자가 보기에는 이 두 가

지 질문 모두에 한 답은 그 지 않다는 것이다. 그 다고 해서 상아동이 보인 그 ‘엄청

난 성장’이 순 히 재의 효과성에서만 기인한 것이라고 자신할 수도 없다. <표 3>의 재 일

정과 내용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재 방법은 표면 으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체 으로 

카드를 활용한 수 세기 는 간단한 연산의 자동화 연습과 학습지 풀이와 교정으로 본질 인 

속성은 동소이하기 때문에 상아동에게서 나타난 극 인 수 변화가 재 내용의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에서, 상아동이 보인 체 성장 수  일부분은 

재의 효과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다른 무언가가 재와 상호작용을 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 

역동 인 목표 설정과 빈번한 진 도 검  그래  등의 형태로 학습자에게 결과에 한 

지식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도 재의 하나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동학습에서 목

표구조( : 개별  보상 . 집단  보상)가 학습의 효과에 지 한 향을 미치듯이, 교육과정

심측정에서 그때그때 학습자 자신의 진  상황에 맞게 목표를 조 해 나가는 역동 인 목표 설

정 방식은 엄마가 걸음마를 가르치기 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아기에서 손을 내미는 모

양새를 취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효과를 지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교육과정 심측정에서 역

동 인 목표 설정은 Vygotsky가 말한 근 발달지 (ZPD: Zone Proximal Development) 안에 

학습자를 치시키는 고도의 학습 환경 구성 활동이요, 재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런 에서 응용행동분석 방법과 교육과정 심측정을 결합하여 지속 으로 진  상황을 검하

고, 그에 맞게 목표를 조 해나가는 경우에는 그 자체도 통상 인 의미의 재 못지않은 효과를 

낳을 수 있는  다른 재로 보아야 한다. 

2) 교육과정 심측정에서 목표 설정이 지니는 의미의 재발견 

이승희(2006)에 따르면, 학생의 기 선 수(baseline score)가 결정되고 나면 CBM이 끝날 때 

컨 , 해당 학년이 끝날 때 기 되는 수인 목표(goal)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목표

(goal)를 설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규 (norm)이 

있을 경우 아동의 학년에 해당하는 규 을 이용하여 결정하는 것인데, 이 방법은 아동의 기

선 수 즉, 행수 을 고려하지 못하는 제한 이 따르게 된다(Fuchs, Fuchs, Hamlett, Walz, 

& Germann, 1993; 이승희, 2006에서 재인용). 두 번째 방법은 이러한 제한 을 극복하기 해 

제안된 것으로, CBM 련 문헌들( : Deno, Fuchs, Marston, & Shin, 2001; Fuchs et al., 1993; 

이승희, 2006에서 재인용)이 목표를 설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각 기 학습기

술의 학년별 주단  기 성장률(expected weekly growth rates)을 활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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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 성장률에는 실  성장률(realistic growth rate)과 야심  성장률(ambitious growth 

rate)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야심  성장률이란 실  성장률보다 좀 더 높은 기 치를 

말한다. 일반아동들이 좀 더 도달하기 어렵게 목표를 설정했을 때 좀 더 나은 수행을 보인다

는 연구 결과(Masters, Furman, & Barden, 1977; 이승희, 2006에서 재인용)를 특수교육에 용

해 본 연구들(Fuchs, Fuchs, & Deno, 1985; Fuchs, Fuchs, & Hamlett, 1989; 이승희, 2006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특수아동들 역시 좀 더 어려운 목표, 즉 야심  목표를 설정했을 때 좀 더 

나은 성장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들의 성취수 을 높이기 

한 야심 인 목표 설정의 요성을 지 하고 있는 것이다(이승희, 2006). 

하지만, 야심 인 목표 설정이 바람직하다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야심

이어야 한 목표인가’하는 의문은 여 히 남는다. 학습장애를 행 수행수 과 진 도라

는 '이 의 불일치'(dual discrepancy)로 이해하는 에서 보면, 뒤쳐진 행의 수 보다 더

욱 요한 것은 일반아동들에 비해 뒤쳐진 재의 격차가 좁 지지 않고 그 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마태효과(Mathew effect)가 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성취 아동에 하여 행 수 만을 기 으로 학습장애가 아니라고 진단하는 것은 불과 몇 

개월 못가서 학습장애로 진단받을 험이 있는 아동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진

의 기울기 는 격차 완화 가능성을 요한 고려사항으로 다루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에서 교육과정 심측정에서 읽기, 셈하기, 쓰기 등의 기 학습기술과 련한 일반아동

들의 진 율을 기 로 성취, 학습장애 등 특수교육요구아동의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정신지체 아동  발달장애 아동들을 포함하여 특수교육 장에서 일

반아동의 진 도와 동일한 정도의 진 을 보이기 어려운 아동들이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잘해도 계속 그만큼의 격차를 유지할 것이 기 된다’는 생각을 

이면에 담고 있는 (듯한) 월진 도에 의한 행의 목표 설정 방식에 일정 부분 수정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교육과정 심측정 연구자들은 이러한 의문에 한 해법 모색과 서론에서 잠

깐 언 한 바 있는 ‘ 한 목표 설정’의 문제를 매우 비 있게 다루어 왔고, 그 사이에 이미 

그 구체 인 안을 마련하여 장 용이 가능한 형태로 제안해 오고 있다. 

컨 , 김동일(2000, 2006)은 교육과정 심측정의 원리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 

유창성과 수학 연산유창성에 한 목표 설정에 참고할 수 있는 등학교 1-3학년의 월별 진

도 수치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컨 , 읽기 유창성의 경우, 이 게 설정된 목표를 3주에 

한 번씩 는 검사 수가 9-12개 이상이 되면 Data Points를 이용하거나 읽기 발달선(trend 

line)을 이용하여 진 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의 교수법을 계속 사용하거나, 교수

법을 수정하거나, 목표를 수정하게 된다(김동일, 2000; 2006)고 하 다. 즉, 얻어진 아동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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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4회 이상 연속하여 목표선 아래로 떨어지면 교수법을 변경하고, 아동의 검사 수가 3

회 이상 연속하여 목표선 로 올라가면,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Data Points를 이용

할 수도 있고, 아동의 학습진 도를 읽기 발달선으로 요약하여 아동에 한 교수 로그램의 

효과성을 한 에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읽기 발달선의 기울기와 목표선의 기울기를 비교하여 

교수 수정에 한 의사결정을 한다(김동일, 2000; 2006)는 것이다. 

목표나 교수 로그램을 아동의 진  상황에 한 데이터에 기 하여 수시로 변경해나가는 

이러한 역동 인 근은 사정(assessment)과 교수 로그램의 긴 한 연계성 즉, 진단․평가를 

통해 얻은 정보를 한 교수 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요한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한다는 

에서 의미가 있지만, 본 연구와 련하여 지 해둘 만한 더욱 요한 시사 은 특수교육요

구아동에 한 개별화교육계획(IEP) 수립  장단기 목표 설정에서 ‘ 한’ 목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한 구체 인 지침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바로 특수

교육요구아동을 한 ‘ 한’ 목표 설정의 문제는 야심  목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실  

목표로 할 것인가의 양자택일의 에서 바라볼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야심성’과 ‘ 실성’이

라는 이 두 가지 가치 모두의 결합이 가능한 응  과정, 지속 인 진 도 검 데이터에 기

한 역동 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 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역동  과정으로서의 목표 설정 방법은 정태 (static) 목표에 비하여 진  상

황에 한 한 응과 목표 수정이 가능한 역동 (dynamic)인 목표 설정 체제가 효과 이

라는 Fuchs 등(1989)의 연구에서 이미 확인된 것이다. Fuchs 등(1989)은 수학 역의 교육과정

심측정에서의 안  목표 구조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30명의 특수교육교

사를 무선 으로 역동  목표 구조의 CBM, 정태  목표 구조의 CBM, 통제집단에 배정하고 

15주 동안 각 교사당 2명씩의 경도 는 등도 장애학생을 지도하도록 하 는데, 변량분석

(ANOVA) 결과, 역동  목표 구조의 교사들이 정태  목표 구조의 교사들보다 더 자주 목표

를 상향 조정하 고, 연구가 종료될 시 에는 보다 야심 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다변인변량분석(MANOVA) 결과, 역동  목표 구조에 배정된 교사들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수학연산검사엣 통제집단과 정태  목표 구조 집단에 비해 높은 수를 보

고, 이 두 집단에 한 역동  목표 구조 집단의 효과크기(effect magnitude)가 각각 .52와 .28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Fuchs 등(1989)은 역동 인 목표 설정 방식이 특

수교육 장에서 야심 이면서도 실 인 목표를 경험 으로 도출해내는 효과 인 근이 

될 수 있다고 하 다. 특정 학생에 한 특수교육 재의 효과성이 확인되기 에 IEP를 개발

하는 과정에서 실 가능하면서도 야심 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설사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만,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King-Sears와 Cummings(1996)가 통합학  상황에서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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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인 방법으로 자기 리, 학습 략, 직 교수, 래지도, 동학습 등과 함께 교육과정

심평가와 목표 설정을 든(이 식, 김수연, 이은주, 허승 , 2006에서 재인용) 것은 매우 한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목표 설정이 (통합)학습 상황에서 효과 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데는 그것이 지닌 어떠한 속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수업( 재)목표가 수

업( 재)이 개될 방향을 제시하면서 학습자에게는 수업( 재)을 마치고 그 수업( 재)의 목

표를 달성했다는 증거로 나타내 보여야 할 도착 행동(terminal behavior) 구체 으로 제시함

으로써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들이 (수업/ 재)목표

를 한 번 설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히 나아가고 있는지를 지속 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검하고, 그 사이에 학습자가 이루어낸 성과를 칭찬하고, 조 만 노력하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하 목표를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런 방식

으로 교육 활동을 개한다면 그 성과가 매우 클 것이다. 

요컨 , 교육과정 심측정에서 상 아동의 기 선 수와 일반 인 진 율에 기 하여 설

정한 목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경 가능한 ‘잠정 ’인 것이며, 해당 아동에게 용되는 

재 로그램도 여러 가지 가능한 시도 의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일정한 교수 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고, 아동에 하여 설정된 목표의 성을 검토하는 데

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다. 즉, 일정 기간의 재에 한 반응 즉, 효과성이 발견될 경우 

상 아동에 한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고, 아동의 진  상황에 기 하여 그 때까지 투입

된 교수 로그램과 다른 방법을 용하면서  다시 일정 기간 지켜보면서 새로 투입된 교수 

방법이 효과 인지를 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진  상황을 그래 를 통해 직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 으로써 성취 거에 한 자기 인식 즉, 결과에 한 지식

(knowledge of result)을 제공해 주고, 아동 자신의 학습과정에 한 자기 검  반성  사고

를 가능  하는 환류(피드백, feedback) 기능을 수행하여 장기 으로는 아동의 자기조 학습,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는, 카드를 활용한 수 세기 학습이 수학 성취 아동의 수 감각과 연산유창성 향상

에 획기 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 고, 교육과정 심측정에서 역동 인 목표 설정 구

조가 야심  목표 구조와 실  목표 구조를 결합시킨 매우 응 인 학습 환경 구성 활동이

요, ‘  하나의 재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재발견했다는 에서 학문 으로나 실제

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08  아시아교육연구 9권 2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러나 본 연구가 한 명의 성취 아동을 상으로 이루어진 탐색  사례연구라는 에서 

그 일반화 가능성에 제한 이 있으므로, 수 세기 활동 등에 의한 수 감각 개발과 수학 연산유

창성 향상의 효과를 보다 많은 피험자를 상으로 입증하는 양  실험연구가 추후 요청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 결과의 논의 과정에서 인용한 ‘목표의 야심성’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 한’ 목

표를 설정하는 방법과 재의 효과성을 구분하는 기 을 마련하기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특수교육교원의 자부심과 자아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교원평가에

도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수교육 장에서 재 효과성의 평가 기 을 마련하는 일은 잘 가르치는 교사 상/

/하 기 을 마련하는 일과 련될 수 있어 교원평가  책무성 체제 마련에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되므로 이에 한 범 한 연구가 추후 이루어지길 기 해본다. 물론, 교

육과정 내용, 평가 내용마다 그 기 이 다를 것이고, 재 기간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다. 정의

 역  태도 역은 목표  진 을 숫자화하기 어려워 목표의 야심성이나 재의 효과성 

정도를 측정하기 곤란한 도 있다. 즉, 숫자화하기 어려운 역 즉, 행동  목표로 명세화하

기 곤란한 경우나 과제분석을 해도 순서나 차가 불분명한 경우 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역부터 용할 수 있는 일

반 인 모델을 개발해나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교사의 책무성은 교사를 옥죄는 수

단이 될 수도 있지만,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 /제도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교사의 

재 효과성은 교사의 책무성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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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eaning of Goal Setting and Effects of 

Intervention within Curriculum-Based Measurement 

9)Jongkeun Choi*

This exploratory study investigates what does the goal-setting means within Curriculum-Based 

Measurement(CBM) and how the number-counting strategy influences on the calculation fluency 

to a low-achieving student. The subject was a 3rd grade student placed in general education 

elementary school who was struggling with low-achievement in mathematics. The instrument 

was BASA-MATH(Basic Academic Skills Assessment) standardized by Kim which measured 

mathematical calculation fluency. For the period of intervention(about 3 months, 27 sessions), 

the student practiced number-counting strategies and studied about 40-50 calculation(addition, 

subtraction) problems each sess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alculation correct digits of the student 

was changed from 14 to 50 per 2 minutes. This result was interpreted that the number-counting 

strategies could have dramatic effects on the number sense among mathematical low-achieving 

students. Second, the number of goal changes was 3, and the goal ambitiousness was 257%. 

This result was interpreted that, this dynamic goal-increasing behavior was prompted by the 

student exceeding the rates of progress that researcher anticipated. This means that, despite 

the importance of ambitious goals, special educators' typical goal-setting standards may 

underestimate students' potential. 

The author suggested that the dynamic goal-setting strategy within Curriculum-Based 

Measurement(CBM) can be an workable methodology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 might 

employ for empirically deriving ambitious, but realistic, goal. The author also suggested that 

the dynamic goal-setting strategy itself function as “another intervention”, added to intended 

interventions. Implication of the results,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the 

* Assistant professor, Konyang University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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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Curriculum-Based Measurement(CBM), goal-setting, goal ambitiousness, number 

counting, number se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