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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읽기 학습장애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초기 읽기능력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동안 읽기 교수전략과 검사도구는 음운해독에 주목하

여 발전하였다. 하지만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해’라고 볼 수

있으며, 읽기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인지프로파일 분석을

통하여 읽기이해의 수준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특히,

읽기이해의 문제는 초등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읽기이해는 모든 학습의 전제가 되며, 고학년이 될수록 읽

기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도록 요구받게 되고, 이러한 능력

이 학업 성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인지프로파일은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둘째,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인지프로파일의 특성은 어떠

한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5년 초등학교 6학년 1,000

명의 학생들에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근거한 읽기이해 검

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인지진단모형 중

비보상모형인 Fusion 모형으로 R project를 사용하였다. 특히 읽기

이해를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로 Herber(1970)의

이론에 따라 구분하여 통계적 방법과 전문가의 검토를 통하여 Q

행렬을 타당화 하였다. 타당화된 7개의 인지요소에 대한 숙달확률

과 숙달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읽기애해 학습장

애 위험아동의 이해 수준과 인지프로파일의 특성에 따른 인지진단

결과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인지프로파일을 숙달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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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숙달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사실적 이해의 인지요소를

숙달한 아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추론적 이해나 평가

적 이해의 인지요소를 숙달한 아동이 일부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읽기이해 보통 성취아동의 경우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

의 인지요소를 숙달한 아동이 대부분이고, 평가적 이해의 인지요

소를 숙달한 아동이 가장 적었던 결과나 우수성취아동이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의 인지요소를 모두 숙달하였고, 평가적 이해

의 인지요소를 숙달한 아동이 가장 적었던 결과와는 차이가 난다.

이론적으로는 읽기이해의 단계가 계층적이지만, 일부 읽기이해 학

습장애 위험아동들은 사실적 이해가 추론적 이해나 평가적 이해보

다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읽기이해 검사의 인지

요소의 수가 사실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읽기이해의 수준을 문항 수준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

나 읽기이해는 텍스트와의 상호작용 측면이 크기 때문에 텍스트

수준까지 고려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이에 문항 수준에서 인

지적 필요에 따라서 구분되는 읽기이해의 위계를 고려하는 것 뿐

아니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함께 생각해보아야 한다.

둘째,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인지프로파일의 특성을 숙

달수준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살펴보았다. 첫 번째 유형은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를 모두 숙달하지 못한 경

우로 전반적인 읽기이해의 모든 영역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사실적 이해와 평가적 이해

를 숙달하지 못한 경우로 읽기이해의 수준에 따라 사실적 이해에

대한 우선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사실적 이

해만 숙달하지 못한 경우로 가장 많은 아동이 포함되어 있었다.

추론적 이해와 평가적 이해에 대하여 숙달, 미숙달, 판단보류가 모

두 혼재한 경우로 역시 읽기이해의 수준에 따라 사실적 이해에 대



- iii -

한 우선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 유형은 평가적 이해

만 숙달하지 못한 유형으로 비율은 가장 낮았지만 총점은 읽기이

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가운데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기타 유형

은 읽기이해의 수준에 따라 규칙성을 찾을 수 없는 유형이었다.

이는 개별적인 중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인지진단모형

을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평가방법으로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읽기이해의 숙달 수준에

따라 제공해야할 교수·학습 방법이나 지원전략이 달라져야 한다.

셋째,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인지프로파일의 특성에 따

른 활용방안으로 인지진단 결과표를 제시하였다. 결과표에는 문항

응답 결과에 따라 본인의 답과 성취수준을 제시하였고, 인지요소

별 성취 수준을 전체 평균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추

천 학습경로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학습해야하는 인지요소를 제시

하고,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 단원과 교육과정 내

용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아동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

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아동의 읽기지도에 대한 구

체적인 인지적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하여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읽기이해 수준에 따른 다양한 인지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구분하

고, 교수·학습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하지만 연구

에서 분석한 자료는 인지진단이론에 근거한 문항이 아닌 기존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하여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므

로, 검사 문항과 인지요소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제약과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지진단모형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 제작

단계에서부터 읽기이해의 위계를 잘 반영한 검사를 사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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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인지과정과 인지구조를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읽기이해의 단계는 문항의

유형에 따라서 구분하고 적용하였지만, 읽기이해의 수준은 문항

수준이외에도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수준도 고려하여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읽기이해 인지프로파일 분석을 위

하여 실시한 검사는 모두 선택형 문항만으로 구성하였으나 빈칸

채우기, 글을 읽고 말하기 등의 다양한 유형의 문항을 함께 활용

하여 측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읽기이해에 대한 위계와

인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지

진단모형을 활용한 학습장애 아동을 위한 연구는 학업적 강점과

약점의 진단 뿐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인지진단모형, 인지프로파일, 읽기 학습장애, 읽기이

해 수준, Fusion 모형

학 번 : 201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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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읽기이해(reading comprehension)는 읽기의 정수(the essence of

reading)이다(Durkin, 1989). 하지만 읽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음운인

식(phonological awareness), 철자 이해(alphabetic understanding), 읽기

유창성(reading fluency)에 집중되어 왔다(Basaraba, Yovanoff, Alonzo

& Tindal, 2013). 반면에 읽기이해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National

Reading Panel에서는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연구한지 30년 정도 밖에 되

지 않았다고 밝혔다(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NICHD], 2000). 이렇게 중요한 읽기이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읽기이해를 규정하는 인지 특성

인 지식과 기능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

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언어 습득과 발달에 관한 이론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하였고, 언어 학습과 언어 사용에 관련된 인지적 과정에 대한 분석이

체계화되지 못했으며, 또한 언어 습득과 발달에 연관된 인지적 구인들

(constructs)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김희경, 한정아, 최숙기,

김부미, 김성숙, 2012).

읽기이해는 인지적인 요구(cognitive demand)에 따라서 그 수준을 나

눌 수 있으며 독자와 텍스트(text) 간에 얼마나 다양한 수준에서 상호작

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Herber, 1970; McCormick, 1992;

Pearson & Johnson, 1978; Snider, 1988). Dole과 동료들(1991), Kintsch

와 Rawson(2005)는 독자가 각 지문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적 이해(literal comprehension), 추론적 이해(inferential

comprehension), 평가적 이해(evaluative comprehension)로 구분하였다.

사실적 이해는 텍스트에 제시된 정보를 간단하게 회상(recall)하는 것이

다. 추론적 이해는 택스트에 명시되지 않은 함축적인(implicit) 정보를 통

하여 저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평가적 이해는 지문을 넘어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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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식과 경험을 관련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의 수준은

Snider(1988)의 연구에서 Pearson과 Johnson(1978)가 제시한 세 가지 이

해 수준 가운데 사실적 이해가 가장 쉽고,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수

준으로 갈수록 학생들에게 어렵다고 밝혔다.

읽기 학습장애는 이러한 읽기이해 뿐 아니라 단어인지, 유창성의 특성

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된다(Fletcher et al., 2002; Flanagan, Ortiz,

Alfonso, & Mascolo, 2006). 단어인지 읽기장애(reading disability: word

recognition)는 개별 단어를 정확하게 읽는 데 어려움을 갖는다. 읽기유

창성 읽기장애(reading disability : fluency)는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

는 데 어려움을 갖는다. 읽기이해 읽기장애(reading disability :

comprehension)는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에 주목하여 각 이해

수준별 어려움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읽기이해의 가장 기초적인 단

계인 사실적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글의 명시된 정보를 적절하게

추출하지 못한다(Carnine et al., 2010; Lapp & Flood, 1983; McCormick,

1992). Rupley와 Blair(1983)은 사실적 이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인

세부 내용이나 중심생각을 제시하는 능력인 회상(recall)과 제시된 글에

서 구체적인 정보를 인식(recognition)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반면에 추론적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문에 나타난 명시적인

정보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논리적인 확장이 부족하다(Applegate, Quinn,

& Applegate, 2002; Snider, 1988). 또한 중심내용과 세부 내용 사이에

정보를 활용하여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Vacca et al., 2009). 이러한 추론적 이해는 독자에게 더 많은 인지를 처

리하는 부담이 있으며, 나타난 정보를 작업기억(working memory) 내에

저장한 후에 다른 정보를 찾는 능력이 요구된다(Basaraba et al., 2012).

마지막으로 추론적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적 이해와 추론

적 이해에 필요한 지식, 기술, 전략을 확장하지 못한다. 새로운 의미와

관계를 창조하는 것은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 비판적 분석

(critical analysis), 종합력(synthesis), 평가(evaluation)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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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ca et al., 2009).

이렇게 읽기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의 인지처리 과정과 프로파일

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지진단모형(cognitive diagnostic model)을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01년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 NCLBA)이 발표된 이후 교육평가에서 하위구인에

대한 진단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NCLBA에서는 모든 주가

교사와 학생들에게 개개인의 특정 수행영역에 대한 진단정보를 제공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따라 여러 연구자들이 수검자

의 특정 수행영역에 대한 강점과 약점에 대한 진단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분류 모형의 사용을 제안하게 되었다(강민철,

김수임, 김영근, 2014; Hartz, 2002; Leighton & Gierl, 2007; Tatsuoka,

1995).

만일 학생들의 검사 실시에 따른 문항 반응을 토대로 인지요소와 숙달

여부를 파악하고, 부족한 인지요소를 보충하기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게

되면 학생의 부족한 학습의 부분을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

게 된다. 이와 같은 교수·학습 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세부 정보는 인지

진단이론(cognitive diagnostic theory)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학

생들에게 하위 영역별 인지요소의 습득 여부에 대한 상세 정보 프로파일

을 제공함으로써 평가 결과를 교수·학습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인지진단모형은 학생들의 문항 반응과 인지요소의 관계를 토대로 인지요

소의 숙달 여부를 파악하고, 부족한 인지요소를 보충하기 위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교수·학습에 직접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송미영, 이영

선, 박윤수, 2011).

인지진단모형을 활용한 읽기이해의 분석에 대한 연구는 Clark(2013),

Wang과 Gierl(2011)가 기존의 읽기 검사를 바탕으로 읽기에 대한 인지

요소들 간의 위계적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국내에서는 국어에서 읽기이

해 수준에 따른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연구는 많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읽기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의 인지프로파일

을 분석하여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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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해의 수준과 인지요소의 프로파일에 따라 어떤 특성을 보이고, 사실

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를 난이도 수준이 아니라 인지요소 숙

달확률로 읽기이해의 위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들이 숙달하지 못하는 인지요소와 이해의 수준에 따라 유형을

살펴보고자 이를 통해 교사들이 읽기 학습장애 아동들을 지도할 때 읽기

이해의 성취수준 뿐 아니라 학생의 인지적인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적

상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는 학생들이

보이는 인지상태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학생들이 어떤 사고를 하였는지

를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인지요소의 숙달 여부로 개별

학생들의 인지프로파일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인지진단모형을 활용한 읽기 이해에 관한 각 인지요소들의

속성 분석을 통해 읽기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에게 구체적인 특성

과 읽기이해 수준의 유형에 따른 진단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

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읽기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의 인지프로파일을 분

석하기 위하여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로 구성된 국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읽기이해 관련 인지요소로 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바

탕으로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들이 읽기이해의 과정에서 보이는 인

지요소의 숙달확률과 숙달수준을 분석하여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의 프로파일을 제시하고, 특성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연구문제 1.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인지프로파일은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인지프로파일의 특성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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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설명

1) 읽기이해

읽기이해는 일반적으로 읽은 내용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미를 파악

하는 능력이다. 음운해독이나 유창성과 같은 낮은 수준의 읽기 능력과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의 높은 수준의 능력이 읽기이해

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개념적으로는 사실적 이해가 추론적 이해와 평가

적 이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사실적 이해에 대한

문항이 쉬운 것은 아닐 수도 있다.

2)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은 읽기 학습장애로 판별을 받지는 않았지

만, 보통 아이들보다 읽기이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아동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을 연구에서 실시한 읽기이

해 검사 결과 표준점수 기준 하위 –1 표준편차 미만인 아동을 일컫는

다.

3) 인지진단이론

 인지진단이론은 검사에 의해 측정되는 여러 가지 지식 및 기능에 대

해 학생이 습득하고 있는지 여부를 상세하게 파악하여 학생의 다양한 측

면에서 파악하고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개발된 이론이다. 학생

의 인지상태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학생들의 문항 반응과 인지요소

의 관계를 바탕으로 인지요소의 숙달 여부와 숙달 정도를 파악하고, 인

지요소 숙달 여부에 대한 상세한 정보 프로파일을 제공해주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인지진단이론을 적용한 평가 결과 분석의 주요한 목적은 학

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상세한 프로파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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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제공하여 개별 학생들의 강·약점에 대한 교육적 피드백을 주기 위

한 것이다.

4) 인지요소

인지요소(attribute)는 아동들이 문항의 정답을 맞히는 데 필요한 능력,

기능, 지식이나 인지 과정(cognitive process) 등을 통합하여 의미한다.

즉, 그 검사에서 재고자 하는 능력의 하위 기능(sub skill), 지식

(knowledge representation), 인지처리 과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지

속성’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특정 문항에 대해 정확하게 답을 유추하기

위해 요구되는 학습자의 능력이나 인지과정, 지식, 기술 등을 의미한다.

요인분석에서 잠재특성과 유사한 개념이고, 문항반응이론에서 능력모수

와도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진단모형에서는 개인의 잠재

특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잠재변수로 사용된다.

5) 숙달확률

숙달확률은 인지진단이론에서 각 인지요소에 대한 PPM(posterior

probability of mastery)으로 나타낼 수 있다. Bayesian 추정을 통하여

계산된 사후확률분포에 따른 추정값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숙달확률에 따른 숙달수준의 구분을 0~0.3 미만은 ‘미숙

달(0)’, 0.3~0.7미만은 ‘판단 보류(2)’, 0.7~1.0은 ‘숙달(1)’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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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읽기이해

  
읽기를 구성하는 주요한 다섯 가지 구성요소는 음운 인식(phonological

awareness), 철자 이해(alphabetic understanding), 유창성(fluency), 어휘

력(vocabulary), 그리고 읽기이해이다(NICHD, 2000). 이러한 읽기는 학

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을 위한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중요한

영역이다. 읽기의 판별과 조기중재는 읽기 어려움의 발생과 심각성을 줄

여줄 수 있으며, 적합한 중재는 진단에 앞서 읽기 문제를 교정하여 장기

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교육적 중요성을 지닌다(Bender & Larkin,

2009).

읽기이해는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면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능동적인 행동이다. 텍스트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 있으려

면, 텍스트 내에 명시적인 문자적 의미와 추론적 의미, 글의 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평가적 읽기까지 가능해야만 비로소 하나의 글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Turner, 1998).

읽기이해는 단일 요인에 의결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윤혜련, 김영태, 2005).

특히, 이해의 수준은 다양할 수 있다. 글의 문자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

에서부터 독자의 사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론과 평가 및 감상에 이

르기까지 그 깊이에 따라 기능을 설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Barrett(1976)가 구분한 읽기이해의 수준은 5차 교육과정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도 관점이 반영되어 설명되고 있다(최미숙 외,

2012). Barrett(1976)의 다섯 개의 영역은 <표 Ⅱ-1>과 같이 축어적 재

인 및 회상, 재조직, 추론, 평가, 감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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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Barrett(1976)의 읽기이해 수준(최미숙 외, 2012 p217)

또한 Herber(1965, 1978, 1985)는 ‘축자적(liberal), 해석적

(interpretive), 적용적(applied) 이해’로, Roe, Stoodt와 Burns(1995)는

‘축자적, 해석적, 비판적·창조적 이해’로, Readence, Bean,과

Baldwin(1988)은 ‘텍스트-명시적(text-explicit), 텍스트-암시적

(test-implicit), 경험-기반적(experience-based) 이해’로 이해의 수준을

구분하였다.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읽기의 수준은 ‘텍스트 내적 이해’

와 ‘텍스트 외적 이해’로 나뉠 수 있다. 텍스트 내적 이해는 텍스트에

나와 있는 명시적 정보를 이해하거나 명시적 정보를 바탕으로 텍스트

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텍스트 외적 이

해는 텍스트 내적 이해를 기저에 깔고 텍스트 외적 정보를 가지고 텍

스트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김성규 외, 2006).

구분 내용

축어적 재인 및

회상

세부내용, 중심생각, 줄거리, 비교, 원인 결과 관계, 인물

의 특성 등

재조직

장소에 따른 사람이나 사물의 유목화

외형적 형태 내에서 부분을 조직하는 개요

바꾸기나 농축을 통한 요약

하나 이상의 정보에서 만든 종합

추론

뒷받침이 되는 세부내용 추론하기

중심생각 추론하기

순서나 차례 추론하기

비교하여 추론하기

저자의 의도를 통하여 원인 결과 관계 추론하기

인물의 특성 추론하기

결과나 이어질 내용 예측하기

비유적 언어 추론하기

평가

실제 가능한지 현실과 환상 중에 평가하기

자료를 구분하여 사실과 의견 평가하기

텍스트 외 정보를 활용하여 정확성과 타당성 평가하기

적절성

수용가능성 등

감상

주제나 구성에 대한 정의적 반응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공감

저자가 사용한 언어에 대한 반응

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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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축어적 재인 및 회상은 사실적 이해, 추론은

추론적 이해, 평가는 평가적 이해, 감상은 감상적 이해로 표현할 수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읽기이해 구성요소를 구분하였다.

이러한 읽기능력을 인간의 발달과 결합시켜 제시한 Chall(1983)의 연

구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고려한 읽기 능력 발달 단계를 천경록

(1999)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Ⅱ-2> 읽기 능력 발달 단계 (천경록, 1999)

기초 독해기는 초급의 사고 기능을 익히는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초

등학교 5~6학년이 이 시기에 해당된다. 글자 해독보다 독해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글을 읽게 되며, 묵독(silent reading)이 강조된다. 이 단계

읽기 발달 읽기 발달 부진

단계 시기 주요 특징
교정

읽기

치료

읽기

1. 읽기 맹아

기

유치원 시기

까지

음성 언어 시기, 읽기 이전

시기, 하향식 모형
- -

2. 읽기 입문

기

초등 저학년

(1,2학년)

문자 지각, 해독, 자소-음소

관계 파악, 음독, 읽기 학습의

시기, 상향식 모형

- -

3. 기초 기능

기

초등 중학년

(3,4학년)

기초 기능 발달, 낭독, 음독과

묵독의 과도기, 학습 읽기의

시작, 주로 상향식, 하향식 모

형 보조

1년 지연

2년

이상

지연

4. 기초 독해

기

초등 고학년

(5,6학년)

기초 기능 숙달, 묵독, 기초

독해 기능, 학습 읽기의 시기,

의미 중심의 글 읽기, 하향식,

상향식 모형

1년 지연

2년

이상

지연

5. 고급 독해

기
중학 1-2학년

추론, 글 구조파악, 작가의 관

점 파악 및 비판, 상호작용

모형

1년 지연

2년

이상

지연

6. 읽기 전략

기
중3-고등1년

초인지, 일기 전략 구사, 독자

와 작자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을 이해, 상호작용 모형

1년 지연

2년

이상

지연

7. 독립 읽기

기
고등2년 이후

교양, 학문, 직업 세계의 읽

기, 상호작용 모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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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기, 정보를 축약하기, 생략된 정보를 추론

하기, 이어질 내용 예측하기, 비유적 표현의 의미 이해하기, 표현의 적

절성 판단하기 등과 같은 기초 독해 기능을 기르는 단계이다. 이 단계

가 다른 단계와 구별되는 것은 묵독 중심으로 글을 읽으며, 의미사고

구술은 능숙한 독자로 상정된 교사가 초보 독자로 상정된 아동들에게

읽기 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 독해기 단계’의 초등학교 6학년의 읽기이해에 주목하였다.

최근에는 읽기이해의 발달은 음운해독이나 유창성과 같은 낮은 단계

의 전문 지식과 다양한 텍스트와 독자가 상호작용하는 높은 단계의 전

문 지식의 결과로 제시될 수 있다(Dole et al., 1991; Kintsch &

Rawson, 2005). Herber(1970)가 제시한 읽기이해 이론에 따르면 읽기

이해 기술의 연속선상에서 사실적 이해는 아동이 텍스트와 깊이 있는

상호작용 이전에 가장 먼저 익혀야 하는 능력이다. 추론적 이해는 텍

스트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를 통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이다(Applegate, Quinn, & Applegate, 2002). 평가적 이해는 아동의 사

전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텍스트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말한

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실적 이해

사실적 이해는 읽기이해의 가장 첫 단계로 아동이 텍스트에 명시적으

로 제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Carnine et al.,

2010; Lapp & Flood, 1983; McCormick, 1992). 이러한 단계에서는 아동

들의 단어 수준 처리 능력이나 정확한 단어 인식 능력, 그리고 단어와

문장의 조합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Perfetti, Landi, &

Oakhill, 2005). 하지만 단어 수준의 처리 능력만으로는 충분한 이해를

하기는 힘들다(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1998). 더불어 구체적

이거나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지문에 나오는 구체적

인 정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사실적 이해는 텍스트에 제

시된 명시적인 정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능력으로 모든 아동에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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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지도하고, 학습을 위한 읽기(read to learn)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능력이다(Carnine et al., 2010). 그러므로 사실적 이해는 글을 읽고

정보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이해 수준

을 습득하기 위한 필요한 주요한 기술이다.

김동일, 신종호, 여상민, 이대식, 이재희(2003)는 ACCENT 국어영역

검사를 개발하면서 글의 개념적 이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어 또는 기

타 언어 지식을 직접 활용하거나 자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Basaraba 등(2013)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읽기의 요소에서 세 이해의 수준이 구별된 위계가 있는 단계로 볼 수 있

으며, 사실적 이해가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보다 유의하게 쉬운 영역

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적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작

업기억으로 텍스트에서 단어에 포함된 정보를 비교해야 한다면, 머릿속

의 어휘(mental lexicon)와 비교하여 의미를 찾고 문장이나 글을 이해할

수 있다(Basaraba et al., 2013)

2) 추론적 이해

추론적 이해는 Rupley와 Blair(1983)이 제안한 사실적 이해의 인식에

대한 논리적인 확장으로 살펴볼 수 있다. 독자는 텍스트에 제시된 사실

을 인식하는 것으로 넘어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텍스트의 의미

와 상호작용을 한다(Applegate et al., 2002; Snider, 1988). 사실적 이해

와는 달리 독자는 중심내용과 구체적인 내용 사이에 관계성을 찾고, 저

자의 의도하는 결론을 해석하거나(Vacca et al., 2009) 빠진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Dole et al., 1991).

추론적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제시할 수 있다(Oakhill & Yuill, 1996). 첫째,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일

반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추론이 논리적인 과정이라는 것

은 인식하고 있을지라도 처리과정에서의 제한점 때문에 관련지식에 접근

하고 텍스트와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 셋째, 텍스트의 사실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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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너무 많은 초점을 두기 때문에 추론이 필요하거나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많은 연구들이 읽기이해에 있어서 추론의 역할에 대하여 중점을 두는

이유는 읽기이해의 과정에서 추론이 바로 핵심이기 때문이다(Dole et al.,

1991). 독자는 지문에 따라서 다른 추론 능력이 요구된다. 텍스트 중심의

추론은 텍스트 사이에 추론 능력이 필요하고, 지식 위주의 추론은 빈칸

채우기(gap-filling)와 같은 추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텍스트 중심

이나 인과 추론의 경우에는 텍스트 내에서 일관성이 요구된다(Perfetti,

1999; Perfetti et al., 2005).

이러한 추론적 이해는 생각을 사전지식과 함께 통합하는 능력이 요구

되기 때문에(Pearson & Fielding, 1991), 인지처리과정의 작업기억에 많

은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읽기이해는 낮은 단계의 언어기술

뿐 아니라(Cain, Oakhill, & Bryany, 2004; Masson & Miller, 1983;

Perfetti, 1985) 독자의 작업기억이나 정보를 기억 속에 저장하는 능력,

최근에 습득한 정보를 장기기억에 저장된 정보와 통합하는 기능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Cain et al., 2004; Swanson &

O’connor, 2009; van den Broek, Teng, Risden, Trabasso, & Basche,

2011). 이러한 작업기억은 추론적 이해뿐 아니라 사실적 이해, 평가적 이

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Cain 등(2001)과 Oakhill 등

(2005)은 작업기억이 추론적 이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 그 이유

로 추론적 이해는 일반적인 지식이 이용할 수 있을 때 생성되기 때문이

다.(Cain et al., 2001; Oakhill et al., 2005). 사실적 이해의 단계에서 추론

적 이해로 가면서 작업기억에 대한 사용이 증가하고, 이러한 인지적 부

담은 왜 아동들이 사실적 이해보다 추론적 이해를 더 어려워하는지를 설

명해준다.

이러한 작업기억 외에도 읽기기술, 읽기의 목표, 주제와 관련된 선행지

식, 언어에 대한 능숙성 등이 추론적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라

고 van den Bloek(2001)은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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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적 이해

평가적 이해는 읽기이해의 단계에서 가장 복잡한 수준으로 ‘비판적

(critical)’ 혹은 ‘적용된(applied)’ 이해라고도 한다. 평가적 이해는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의 지식, 기술, 전략의 확장이다(Basaraba et al.,

2013). 이러한 확장은 독자가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는 사실적 이해와 저

자가 의도한 의미를 텍스트와 연관시켜 해석하는 추론적 이해를 바탕으

로 한다(McCormick, 1992; Rupley & Blair, 1983). Herber(1979)은 평가

적 이해의 수준에서 독자는 자신이 텍스트에서 읽은 내용과 자신의 사전

지식과 경험이 병렬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의미와 관계를

텍스트를 넘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평가적 이해에서 작업기억의 역할은 사전지식이나 경험을 최근에 습득

한 정보와 비교하여 새로운 정보를 텍스트에 나타난 주제와 어떻게 연관

시킬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보를 작업기억에 저장하면서

동시에 장기기억 속에 있는 정보나 지식, 경험에 동시에 접근하여 읽은

내용을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큰 인지적 부담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평가적 이해는 읽기이해의 단계 가운데 가장 상위 단계

에 있다고 할 수 있다(Basaraba et al., 2013). 또한 평가적 이해에 어려

움을 겪는 아동들은 읽은 내용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가치, 질

에 대한 평가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일 것이다. 평가적 이해는 읽기이해

에서 높은 수준으로 저자가 왜 이러한 글을 썼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

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개인 간 경

험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성이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

하다면 많은 경험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의 수준이 높은 평가적 이해는 높은 인지적 작용을 요구한다(우정

한, 김상선, 2012).

이렇게 읽기이해의 세 가지 수준의 문항 형태를 통하여 초등학교 5학

년을 대상으로 정답률에 대한 분석을 한 Davey(1988)는 통계적으로 사

실적 이해에 대한 문항과 추론적 이해에 대한 문항의 응답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혔다. 이는 아동들이 추론적 이해의 문항을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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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게 여기고 있으며, 문항의 형태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행에 차이가 있

음을 경험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 읽기 학습장애 위험아동

읽기장애(reading disabilities)는 학습장애의 대표적인 하위 유형 중

하나로, 단어인지(word recognition) 읽기장애, 유창성(fluency) 읽기장

애, 이해 읽기장애(comprehension)로 추가 분류된다(김애화, 유현실,

2013; Fletcher 외, 2002; Flanagan 외, 2006). 단어인지 읽기장애 아동

은 개별 단어를 정확하게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다.

유창성 읽기장애 아동은 글을 빠르게 정확하게 읽는 데 어려움을 갖는

다. 이해 읽기장애 아동은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갖

는다(김애화, 유현실, 2013; Simmons & Kammenui, 1998).

읽기이해에 부진을 보이는 아동들은 자주 더듬거리며, 읽는 속도가

느리다. 모르는 단어가 상대적으로 많고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뜻을

추리하려는 시도는 거의 하지 않으며, 한 단어의 여러 가지 용법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관찰된다. 또한 내용 확인을 위한 전략이 부

족하고, 논리적이고 연속적인 추론이 거의 없으며, 총체적인 평가와 감

상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최미숙 외, 2012). 읽기장애는

학습장애 영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장애유형으로서 학습장

애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강위영, 정대영, 1986; 김동일, 2008). 읽

기장애는 읽기와 관련된 여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문자매체

를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데 곤란을 겪는 것을 말하는데 읽기 능력이

발달하는 단계에서 보이는 지체현상으로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임상가들과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의 정신장애 분류체계에서는 DSM-Ⅳ에서 DSM-5로

개정판을 2013년에 발표하면서 읽기에 어려움을 가지는 특정학습장애

(specific learning disability)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 가운데 읽

기와 관련된 주요 진단기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나경은, 서유진,

2013; AP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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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DSM-5의 학습장애에 관한 정의 (APA, 2013)

학습장애를 특정한 학업 기술에 따라 초점을 두어 읽기 유창성에 초점

을 두거나 읽기 이해에 어려움을 가진 학습장애로 나눈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근에 개정된 미국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도 읽기 장애를

기본적 읽기 기술(basic reading skill) 장애, 읽기유창성 기술(reading

fluency skill) 장애, 읽기이해(reading comprehension) 장애의 하위영역

으로 나누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장애 선정 절

차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대상을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으

로 조작적으로 명명하고, 검사 결과 -1 표준편차 미만인 아동을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읽기 학습장애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일화(2005)는 읽기 저성

취 학생의 독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크게 독자 외적인 변인(텍스

트 등)과 독자 내적인 변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독자 외적인 변인으

로는 텍스트 응집성(Kintsch & Dijk, 1983), 교사 변인으로 나누었다. 텍

스트 응집성은 지시적 응집성(referential coherence)으로 정의되며, 이는

두 문장 간에 응집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중복되는 단어 혹은 의미가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응집성이 높은 텍스트는 텍스트 내의 각종

아이디어 간 연계가 독자에 의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

시된 경우이다(이준석, 2001). 그리고 교사 변인은 교사들이 효과적인 중

재를 실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Kavale & Forness, 1987).

1. 부정확하게 또는 느리게, 노력하며 단어를 읽음 (하나의 단어를 부정확하

게 또는 느리고 머뭇거리며 읽기, 단어를 자주 추측하기, 단어를 소리내어

읽는 어려움)

2. 읽는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는 어려움 (문장은 정확하게 읽으나 순서,

관계, 추론, 또는 읽는 내용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어려움)

3. ‘난독증’이란 정확하고 유창한 단어인지, 부족한 해독, 부족한 철자능력과

관련된 문제를 가진 학업적 어려움의 양식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대안적인

용어이다. 만약 난독증을 앞서 언급한 어려움들의 특별한 패턴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읽기이해 또는 수학추론의 어려움과 같은, 존재하는 추가

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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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내적인 변인으로는 음운, 어휘, 구문지식과 같은 언어 지식에 대한

부족, 텍스트 관련 선행 지식의 부족, 그리고 언어 정보에 대한 단기 기

억력 및 작업 기억력의 결함으로 보았다.

김애화 등(2006)은 읽기이해 부진아동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단어수준

이해에 필수적인 글자해독(decoding)의 결함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언급

되었지만 읽기 이해에 어려움을 가진 모든 학생이 글자 해독에 어려움을

가진 것이 아니며, 적절한 글자 해독력을 가진 학생 중에서도 여전히 읽

기 이해에 어려움을 가진 경우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Klingner &

Vaughn, 1996; Vaughn, Gersten, & Chard, 2000; Williams, 1998).

김미배, 배소영(2012)은 초등 1~6학년 읽기부진 아동의 읽기특성에 대

한 연구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읽기이해, 음운해독, 읽기유창성, 듣기이

해, 음운기억, 빠른 이름대기, 음운인식, 어휘력의 특성을 살펴 읽기부진

학생들은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 듣기 및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

으로 제시하였다.

김경선(2013)은 읽기장애 위험아동의 읽기이해력 발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읽기 이해와 관련된 변인들을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초기값과 기울기가 모두 낮은 이중불일치를 보이는 읽

기장애 위험집단의 존재하였으며, 어휘 지식과 배경지식이 풍부할수록,

추론점수가 높을수록 읽기장애 위험집단에 비해 일반집단에 속할 가능성

이 큰 것으로 밝혔다. 또한 유창성과 읽기 전략은 집단 내에서의 초기값

과 성장 모수의 개인차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이었으나 하위 집단 간

의 읽기 이해력 발달을 예측하는 변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다.

Haynes와 Jenkins(1986)는 학습장애 아동들은 읽기 수업의 52%의 시

간을 독립적으로 문제만 푼다고 보고하였다. Motas(1998)는 글자를 빠르

고 정확하게 해독하는 능력은 읽기이해에 필수적이라고 연구하였다. 그

리고 DiCecco, Gleason(2002)과 Dupuis(1984)는 많은 교사들이 읽기이해

교수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읽기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

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Baker(1985), Brown과

Palincsar(1982), Vaughn 등(2000)은 전략적 읽기의 결함과 지속적인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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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해의 모니터링 결함이 학습장애 읽기이해 어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고 연구에서 밝혔다.

독해력과 실행기능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

Sesma 등(2009)의 연구에서는 읽기이해결함, 실행기능 관련 요소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독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을 통제한 후 작

업기억과 계획하기에 초점을 두어 실행기능이 단순한 단어 읽기 기술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독해력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Cutting 등(2009)의 연구에서는 독해력에 있어서 유창성, 실행기능, 일상

어의 영향을 분석하여 특정 단어 읽기장애 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하여

실행기능에서의 뚜렷한 결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Locascio 등(2010)은

특정 단어 읽기장애와 특정 읽기이해 결함을 가진 아동들에 대한 실행기

능의 영향을 조사하여 읽기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은 실행기능 측면에서

는 낮은 수행을 보이지만, 실행기능 결함의 패턴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3.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1)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 교육의 근간이 되는 것은 국가에서 개발하여 제시하는 국가 교육

과정이다. 특히, 국어의 경우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로, 국어 교육 내에 읽기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문서가 교육과

정이다. 2015년 우리나라 초등학교 국어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이 적용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정신 구현에 적

합한 내용체제를 구안하였다. 특히 초등 1~2학년군, 초등 3~4학년군, 초

등 5~6학년군을 연속된 단위로 보아 ‘내용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5가지 영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특히, 읽기는 실제, 지식, 기능, 태도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다. 특히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장르 중심 교육과정의 취지



- 18 -

를 수용하되 내용 요소의 예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나의 성취

기준에는 한 편의 글을 읽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교육부, 2015). ‘실제’는 성취 기준

선정 범주에 해당하며,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국어 활동을 의

미한다. ‘지식’은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서 요구되는 형식적, 본

질적, 명세적 지식’을 의미한다. 하위 요소로 해당 영역의 개념과 특성,

담화와 글의 유형, 맥락을 포함한다. ‘기능’은 ‘담화나 글의 수용, 생산 활

동에 관여하는 사고의 절차나 과정’을 의미하며 하위 요소는 특성에 따

라 다르다. ‘태도’는 ‘담화나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 수반되는 정의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하위 요소로는 영역별 특성에 따라 다소간 다르지만

‘가치와 중요성’, ‘동기와 흥미’ 등을 포함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6학년의 경우에는 [5~6학년군]에 해당

이 되며, 다음의 학년군 성취기준을 가지고 있다.

<표 Ⅱ-4> 초등학교 5~6학년군 읽기 영역 성취 기준 (교육부, 2015)

5~6학년군 성취 기준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핵심적 국어 능력을 갖춘다. 상황과 목적을 고려하여 국

어 생활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며 국어 생활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사회 현상으로 넓

혀간다. 여러 상황에서 목적에 맞게 의사소통하고, 글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며

읽고, 독자와 목적을 고려하여 글을 쓴다. 어휘 의식을 높이고 국어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며,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찾아 구체화하고 문학 작품이 지는 개인

적, 사회적 의미를 이해한다.

이러한 읽기에 대한 초등학교 4~6학년 성취기준을 정리하면 <표 Ⅱ

-5>와 같다.

<표 Ⅱ-5>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학년별 읽기 영역 성취기준(교육부, 2014)

4학년 5학년 6학년

(10)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

(13) 문맥을 고려하여 낱

말의 의미를 파악하며 글

을 읽는다.

(16) 여러 가지 독서 방법

이 있음을 알고 이를 적

용한다.

(11) 글쓴이가 제시한

의견의 타당성 평가
▶

(14) 글의 짜임에 따라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다.

▶

(17) 주장의 타당성을 판

단하며 주장하는 글을 읽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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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육과정을 성취하기 위하여 특히 읽기에서는 어떤 글을 지문

으로 삼느냐가 중요하다. 이에 교육부(2015)에서는 담화, 글, 문학작품으

로 나누어 국어 자료의 예를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글(예, 설명문, 논설문 등)의 유형은 아래의 <표 Ⅱ-6>과 같다.

<표 Ⅱ-6> 5~6학년군 국어 자료의 예 : 글 (교육부, 2015)

읽기이해력은 특히 텍스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보

를 전달하는 텍스트 기반으로 한 지문으로만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는

천경록(2006)이 제시한 독서 능력 표준화 검사의 독해력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근거한 읽기이해의 구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감상적 이해를 위한 문학작품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구분한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에 대한 각 교과

서별 단원은 아래의 <표 Ⅱ-7>과 같다. 인지진단 검사 결과를 통해 아

동의 부족한 부분을 학습하기 위한 단원과 교육과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글)

① 글의 짜임이 잘 나타난 설명문, 논설문, 이야기

② 일의 절차나 방법, 둘 이상의 대상, 사건 등에 대해 설명하는 글

③ 다양한 매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글

④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 글

⑤ 주장과 근거가 잘 나타난 글

⑥ 견문과 감상이 드러난 기행문, 견학 보고서, 감상문

⑦ 다양한 매체의 광고, 일상적 경험을 다른 영상물 인터넷 게시물

한다

(12) 글에 대한 경험

과 반응을 다른 사람

과 나눈다.

(15) 내용을 추론하며 글

을 읽는다.

(18) 다양한 읽을거리를

스스로 찾아 읽고, 자신의

독서 습관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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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읽기이해 인지요소가 포함된 2009 개정 교육과정 단원과 내용

이러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인지진단 결과에 따라 학습자에게 필요한

단원과 내용을 제시하여 개별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국어읽기 평가

  그동안 읽기 기초학력을 신장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나 특

히 성취기준이나 평가 도구적 측면에서 부진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객관

인지요소 교과서 단원 학년 교육과정 내용

인지요소1

(단어 및 문장

연결 알기)

7. 낱말의 뜻 5-1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 알기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글 읽기

8. 문장의 구조 5-1
문장 성분에 대하여 알기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에 대하여 알기

인지요소2

(세부/중심내용

파악)

3. 내용을 간추

려 보아요
3-2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간추린다.

4. 짜임새 있는

문단
4-1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

4. 글 속의 생각

을 찾아
4-2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

인지요소3

(생략된 내용 파

악)

9. 추론하며 읽

기
5-1

내용을 추론하며 글 읽는 방법 알기

내용을 추론하며 글 읽기

인지요소4

(이어질 내용 파

악)

9. 추론하며 읽

기
5-1

내용을 추론하며 글 읽는 방법 알기

내용을 추론하며 글 읽기

인지요소5 (글의

구조 파악)

9. 주장과 근거 6-1
논설문의 특성 알기

논설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글 읽기

4. 글의 짜임 5-2
글의 짜임에 따라 요약하는 방법 알기

글을 읽고 짜임을 생각하며 요약하기

인지요소6

(단어 및 문장

수준 평가)

10. 쓴 글을 돌

아보며
6-1 글을 고쳐 쓰면 좋은 점 알기

인지요소7

(글 수준의 평

가)

2. 회의를 해요 4-1 글쓴이가 제시한 의견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3. 적절한근거 6-2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하지 판단하는 방법

알기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하지 판단하며 글 읽

기

6. 타당한 주장 6-2

연설을 듣고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알기

연설을 듣고 주장의 타당성 판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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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준이나 도구에 대한 연구 성과가 부족하였다. 특히 7차 교육과정

시기를 지나면서 수준별 교육이 실시되고, 기초학력 평가 및 성취도 평

가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염은열(2005)은 ‘기초’는 이후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며, 그 자체로도 일상생활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취

수준과 평가기준을 연구하고, 예시 평가도구를 개발한 한국교육과정평

가원의 연구사례는 기초학력으로서의 성취수준을 구체화했다는 점, 그

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승(2003)은 국가 수준의 성취기준을 정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나

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설명하면서, 기초학력 평가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기초학력의

개념과 범위, 읽기 기초 학력 평가의 원리와 절차, 평가 결과의 분석 및

활용 등에 대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천경록 등(1997)은 평가 기준의 수준 구분을 각각 지식, 기능, 태도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의 하위요소를 고려하여 구분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중간 수준의 단계를 성취수준을 달성한 단계로 설정하고 있는

점은 이후의 성취수준 및 평가기준의 구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국어 전반의 평가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

에 연구의 대상인 읽기부진, 읽기 학습장애 아동의 선별과 진단, 그리고

적절한 중재 전략 수립을 위한 읽기 검사도구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많은 축적된 연구 결과를 통해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국가

수준의 평가와 연구자들이 개발한 평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이 이수한 교육과정의 성취도를

평가하여 국어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산출하고, 개인별 성

취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김도남 외, 2012).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한 국어교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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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정은영 등(2010)의 평가 틀에 입각하여 2011년 국어과 학업성취도

평가 도구 개발시에 고려할 사항 가운데 읽기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김미경 외, 2012).

국어과 교육에서 읽기 영역은 다양한 종류의 글을 대상으로 능동적

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독자는

단어, 문장, 문단, 표와 그림 등의 정보와 자신의 배경지식을 능동적으

로 연결하고, 읽기 목적과 상황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글의 의미

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 읽기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독해력과 어휘력을 기

르고 긍정적인 읽기 태도를 형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읽기 영역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읽기 영역의 평가 목표는

아동의 독해력과 어휘력 측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독해력은 텍스트

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보를 확인하는 ‘내용 확인’과 비명시적인 정

보를 추론하는 ‘추론’,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평가와 감상’으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김미경 외, 2012).

이렇게 국가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미

국의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NAEP) 읽기 문항

과 비교될 수 있다. NAEP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연방정부의 교육부가

승인하고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평가 프로그램이다. NAEP의 평가 목적

은 미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과거의 수행과 비교

하여 성취도 추이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 두 평가 프로그램이 모두 국

가수준에서 자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성취도

의 추이를 파악하여 그에 따라 교육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모두 ‘읽기’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비교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천경록,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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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한국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미국 NAEP의 읽기 문

항 틀과 문항 유형(천경록, 2008)

천경록(2008)은 한국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Bloom 등(1956)

의 인지적 영역의 교육 목표 분류와 Barrett(1976)의 읽기 목표 분류

체계에 두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읽기 구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낱말 이

해, 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은 Bloom(1956)의 인지적 영역 교육

목표 분류 체계인 ‘지식, 이해력,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의 유

목을 토대로 한다. 이러한 분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기반이 되었으

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또한 이러한 행동주의 읽기 이론 및

Bloom과 Barrett의 교육목표 분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실시된 2010년~2012년에 실시된 국어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특히 2011년과

2012년은 동형검사로 평가대상, 검사지구성, 평가시간, 출제범위, 읽기

문항수가 모두 동일하다.

구분 기준
한국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읽기
미국 NAEP의 읽기

문항 유형 선택형, 수행형 선택형, 개방형

문항틀 구성 방식
이원적(글의 종류×읽기

수준)

이원적 (읽기 맥락×읽기 관

점)

문항

틀

요인

글의

종류/읽기

목적

문학, 설명, 설득, 친교

등

문학경험, 정보수집, 과제수

행

읽기 구인
낱말 이해, 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

전반적 이해, 해석, 독자와

글 연결, 내용과 구조 평가

학년에 따른 문항

비중의 차이
차이 없음

학년이 높아질수록 ‘과제수

행’과 ‘내용과 구조 평가’의

문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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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국어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비교 (초등학교 6학년)

( ) : 서답형 문항 수

이러한 평가의 국어과는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어휘로 구성되

어 있다. 특히 읽기 영역은 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의 하위영역으

로 나누어진다. 읽기 평가는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이용하여 사실적 내용

파악, 추론적 내용 파악, 평가와 감상의 하위 영역의 평가 요소에 중점

을 두고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평가한다(김동영 외, 2013).

이러한 초등학교 6학년 국어과 성취기준 가운데 2007 개정교육과정

에 근거한 읽기의 성취수준은 다음과 같다.

<표 Ⅱ-10> 초등학교 6학년 국어과 읽기 성취기준 (정은영 외, 2010)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시험일 7월 13일 7월 12일 6월 26일

평가대상 초 6 전체 학생 초 6 전체 학생 초 6 전체 학생

검사지

구성

29문항(선다형 24+

서답형5)

32문항(선다형27+서

답형5)

32문항(선다형27+서

답형5)

평가시간 40분 50분 50분

출제범위
4~5학년 전 과정, 6

학년 1학기 과정

4~5학년 전 과정, 6

학년 1학기 과정

4~5학년 전 과정, 6

학년 1학기 과정

읽기

문항수
11 (1) 11 (1) 11 (1)

중영역 성취기준

내용확인

1201. 글을 읽고, 문맥의 흐름을 고려하여 글에 나오는 낱말의 의미

를 파악할 수 있다.

1202. 글을 읽고, 설명이나 논의 대상 또는 화제를 파악할 수 있다.

1203.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1204. 글을 읽고, 부분과 부분의 연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1205. 글을 읽고, 사실을 나타내는 부분과 의견을 나타내는 부분을

구별할 수 있다.

1206. 글을 읽고, 글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추론

1207. 글을 읽고,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1208. 글을 읽고, 인과 관계에 유의하면서 사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1209. 글을 읽고,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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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준에 따라 읽기 영역은 내용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 세부분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글을 대상으로 능동

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김도

남 외, 2012).

(2) 표준화된 읽기 검사

➀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 읽기검사

현재까지 개발된 읽기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읽기 검사로는

김동일(2008)이 개발한 BASA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검사가 있다.

최근 구성주의의 영향으로 읽기에서의 독자의 의미구성 및 재구성이

교사교육이나 읽기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다. 더구나 많은 교사들도 읽기

에서의 추상적이고 복잡한 인지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독해력이나

비판적 읽기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김동일, 2008). 이 검사는 교육과정

중심측정 중심의 과학적 근거로 기초평가와 형성평가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읽기 유창성 측정과 독해력 검사를 위한 빈칸 채우기 검사로 구성

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하위 구성은 아래의 <표 Ⅱ-11>과 같다.

<표 Ⅱ-11>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 읽기검사 (김동일, 2008)

1210. 글을 읽고,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1211. 글을 읽고, 알맞은 제목을 붙일 수 있다.

1212. 글을 읽고, 이어질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평가와

감상

1213. 글을 읽고, 어휘 사용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1214. 글을 읽고, 글에 나오는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1215.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1216. 글을 읽고, 글의 구조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1217. 글을 읽고,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평가 하위검사 목적 내용

기초

평가

읽기검사

자료1

읽기유창

성

개인검사로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

나 많은 글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읽는가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26 -

이 검사에서 특히, 독해력의 경우 빈칸채우기 검사를 통해서 측정하

고 있으며, 백분위 점수가 15% 미만일 경우에 독해력에 곤란을 가진

읽기부진 아동으로 판정을 내리고 있다. 특히, 독해의 오류유형을 세 가

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Ⅱ-12> 독해력 오류 유형 세 가지(김동일, 2008)

습득오류와 전이오류 중 주제와 요약의 경우 사실적 이해에 포함이

될 수 있으며, 전이오류 중 사건의 전개순서와 숙달오류 중 추론하기는

추론적 이해에 포함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숙달오류 중 비판적 읽

기는 평가적 이해로 구분할 수 있다.

➁ 독서 능력 표준화 검사

읽기검사

자료2
독해력

독해력을 측정하기 위한 집단용 검사로서 문

맥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성

평가

읽기검사

자료

수행

점검

기초평가를 통해 읽기수행 수준을 확인한

후, 다양한 이야기 자료를 활용하여 지속적

으로 대상 아동의 읽기 발달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습득오류 -회상 : 이야기의 세부사항을 기억하지 못하는 오류

전이오류

-주제/요약 : 전체적인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

지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

-사건의 전개순서 : 이야기에서 사건이 전개된 순서를 파악하

지 못하는 오류

숙달오류

-추론하기 : 이야기를 읽어나갈 때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예

측하지 못하는 오류

-비판적 읽기 : 이야기의 내용에 대한 자시의 생각을 정리하

지 못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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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록(2006)은 독서 능력을 측정하는 표준화 검사 도구를 교육과정

에 기반하여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 하였다. 검사도구는 3~6학년을 대

상으로 학년별로 2종씩 모두 8종이 개발되었으며, 선다형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서 능력을 국어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어휘력과 독

해력으로 구분하였으며, 독해력은 다시 내용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으

로 구분하였다.

문항 형태는 4지 선다형으로 낱말의 이해가 4~5문항으로 어휘력 문

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독해력은 20~21문항으로 7차 초등학교 교육과

정 ‘읽기’ 영역의 원리 영역을 고려하여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

다.

검사 결과에 따라 천경록(2004)의 기준에 따라 <표 Ⅱ-13>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점수 결과에 따른 진단에 따라 이를 구분하였다.

<표 Ⅱ-13> 독서 능력 진단의 명칭과 수준(천경록, 2004)

특히, 독서 능력 표준화 검사의 경우 광주지역을 전집으로 하여 표준

화한 검사이기 때문에 분할점수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고전검사이

론으로 문항 분석을 했기 때문에 피험자의 능력이 집단에 따라 달라지

고, 난이도, 변별도, 신뢰도가 달라진다. 이에 연구에서는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문항반응이론을 통한 분석을 제안하였다.

  

명칭 수준

자기주도적 독자

(우수 학력 수준) 해당 학년의 읽기 활동을 독립적이

며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above grade). 7차

교육과정의 심화 활동 수준

교사 조력적

독자(보통 학력

수준)

해당 학년의 읽기 활동을 교사의 지도를 받아 수행할

수 있다(at grade). 7차 교육과정의 기본 활동 수준

보정적 독자(보통

학력 미달 수준)

해당 학년의 읽기 활동을 힘들어하며 거의 효과가 없

다(below grade). 차하 수준의 읽기 활동이 권장되며,

교사의 개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7차 교육과정의 보

충 활동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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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지진단모형

1) 고전검사이론과 문항반응이론

검사이론은 크게 고전검사이론(classical test theory)과 문항반응이론

(item response theory)으로 구분할 수 있다(문병상, 이명자, 2002). 고

전검사이론은 검사 총점에 의하여 문항을 분석하는 이론이다(성태제,

송민영, 2000). 고전검사이론의 기본 가정은 피험자의 관찰점수가 진점

수와 오차점수의 합(X=T+E)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른

고전검사이론의 장점은 이러한 ‘약한’ 가정 덕분에 실제 자료에 대한 이

론의 적용과 해석이 비교적 수월하다. 하지만 피험자의 진점수가 어떤

절대적인 속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서의 문항 수, 내용, 난이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문항의 난이도가 피험자 집단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황정규

외, 2011). 성태제(1977)는 이런 고전검사이론의 단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문항이 지니고 있는 어려운 정도, 변별정도 등의 문

항의 고유한 특성이 피험자 집단의 특성에 의하여 변화된다는 점이다.

둘째, 피험자가 재고 있는 능력의 정도가 검사도구의 특성에 따라 달리

추정된다는 점이다. 셋째, 피험자들의 능력을 비교할 때 그 문항의 답을

맞혔는지 여부에 따른 총점에 의하므로 정확성이 결여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세기 초에 문항반응이론이 활용되게

되었다. 문항반응이론은 검사점수가 많은 문항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검사와 문항을 분석할 때 문항 하나가 지닌 고유한 문항특성 곡선에

의해 분석되며, 진점수(true score)는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의 합에 의

하여 계산된다는 이론이다. 문항특성곡선(item characteristic curve)은

문항에 답을 맞힐 확률을 나타내는 곡선으로 S자 형태를 지닌다(문병

상, 이명자, 2002; Crocker, Algina, 1986).

문항특선곡선의 가로축은 인간의 잠재적 특성인 능력을 나타내며 

로 표시한다. 인간의 능력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무한히 높은 능력 수

준의 범위를 지니나 이를 표준화하여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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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변환하였다. 일반적으로 문항특성곡선을 그릴 때 그 능력 수준을

나타내는 가로축의 범위를 –3에서 +3 사이로 하는 것은 거의 모든 피

험자의 능력 수준이 그 범위에 있기 때문이다. 세로축은 능력 수준에

따라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을 나타내고 .0~1.0의 분포를 나타낸다.

2) 인지진단모형

인지진단모형의 목적은 각각의 피험자가 검사 문항을 맞히기 위해

필요한 인지요소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않은지에 대한 지식 상태를 수

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인지진단모형을 통해서 인지요소 각각

에 대한 피험자의 숙달 상태는 피험자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제공된다. Rupp, Templin, Henson(2008)의 인지진단모형에 대

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김경리, 2012).

   인지진단모형은 확률적(probabilistic)모형이고, 확인적(confirmatory) 모형이며, 다차

원(multidimensional) 잠재 변수를 가진 모형이다. 또한 복잡하게 부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모형은 피험자들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 집단을 생성하거나 범주가 

있는 잠재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범주적 응답 변수를 모델링하기에 적절하다. 그러

므로 다양한 준거 참조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진단적 목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Rupp, Templin, Henson, 2008, p. 226). 

인지진단모형을 활용한 평가 결과 분석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존

재한다. 첫 번째는 인지진단모형을 고려하여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인

지진단모형을 적용하여 결과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이다(Embretson,

1999; Embretson, Gorin, 2001). 이 방법은 측정하고자 하는 인지요소를

먼저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를 개발한 뒤, 그에 따라

인지진단모형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Fu, Li, 2007). 두 번째

는 인지진단모형을 고려하지 않고 이미 개발된 평가로부터 인지 진단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기 개발된 문항을 토대로 인지요소를 추출하고

Q 행렬을 개발한 뒤, 평가 결과에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김희경 외, 2012; Hartz, 2002). 특히 대규모 평가 분야에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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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적용되고 있는 인지진단모형은 학생들의 구체적인 인지구조, 인지

기술 등을 진단하는 측정학적 모형이다. 인지단진 모형은 학생들의 인

지적인 강점과 약점에 대해 구조화 정보를 산출하여 제공함으로써 교

사뿐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학습을 계획하고

수정하고 진행하도록 도와준다(성태제 외, 2013). 학생의 인지 상태에

대한 진단은 학생의 교과지식, 인지과정, 지식구조, 인지기술 등과 같은

인지요소에 대한 측정을 통해 숙달 정보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

별 학생의 학습 상세 정보를 진단하여 강점과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인지진단모형은 최근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현재까지

Rule Space(Tatsuoka, 1983), DINA Model (de la Torre & Douglas,

2004; Haertel, 1989; Junker & Sijtsma, 2001), Fusion Model (Roussos

외, 2007) 등 62개 이상의 측정학적 모형이 개발되었다(성태제 외,

2013; Fu & Li, 2007).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을 김희경

등(2012)은 [그림 Ⅱ-1]과 같이 제시하였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는 국어 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교과별 교육목표에 기반한 평가이기에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인지요소들로 구성이 되고 이러한 핵심 인

지요소에 대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평가가 진행된다(김희경 외,

2012). 이러한 결과는 총점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각 인지요소별 숙달

수준, 즉 학업성취 프로파일 정보로 제공하여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

모에게 학습에 대한 정보를 의미 있게 제공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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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 인지진단모형을적용한학업성취평가결과분석및활용 (김희경외, 2012, p7)

이러한 교육평가의 동향에 따라 국외에서도 인지진단모형을 대규모

평가자료 분석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

로 미국의 SAT가 모의고사에서 인지진단모형 기반의 평가결과표를 제

공한다(College Board, 2012).

인지진단모형에서 평가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김수진, 송미영, 김선희, 2008). 첫째는 검사 문항과 측정하는 속성을

통계적으로 평가하여 문항 모수를 추정하고 검사 문항을 평가하는 접

근 방식이고, 둘째는 검사 문항에 대한 정보 없이 아동 모수를 추정하

여 학생의 능력 상태를 평가하는 방식이며, 셋째는 검사 문항과 아동에

관한 정보를 모두 사용하여 평가하는 방식이다.

또한 문항을 풀기 위해 요구되는 인지요소의 숙달 또는 숙달하지 못

함을 확인하기 위해 비보상 모형(non-compensatory model)과 보상 모

형(compensatory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보상 모형은 한 잠재변

수의 값이 다른 잠재변수의 값에 의해 보상될 수 없으며, 문항을 푸는

데 요구되는 인지요소 중 하나 이상의 인지요소를 숙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인지요소를 숙달했더라도 그 문항을 맞힐 수 없다. 하지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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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경우에는 반대로 한 잠재변수의 값이 다른 잠재변수의 값에 의

해 보상되며, 문항을 푸는데 요구되는 인지요소 중 하나만 숙달했더라

도 그 문항을 맞힐 수 있다(이현숙, 2015).

이를 더 자세히 구분한 이현숙(2015), Rupp, Templin, Henson(2010)

은 결합 규칙과 분리 규칙에 따라 DINA(Deterministic Input, Noisy

“And” gate model), NIDA(Noisy Input, Deterministic-“And”-gate

model), NC-RUM(Non-Compensatory Reparameterized Unified

Model)/Fusion과 DINO(Deterministic Input, Noisy “or” gate model),

NIDO(Noisy Input, Deterministic-“Or”-gate model),

C-RUM(Compensatory Reparameterized Unified Model)으로 구분하였

다. 각 모형의 특징은 아래의 <표 Ⅱ-14>와 같다.

<표 Ⅱ-14> LCDM의 관점에서 본 6가지 인지진단모형 (이현숙, 2015, p37;

Rupp, Templin & Henson, 2010, p98)

여기에서 결합법칙과 분리법칙에 따라 모형이 구분이 된다. 결합규칙

(Conjunctive condensation rule)은 어떤 과제에 정답을 하거나 진술문

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제나 진술문에서 요구되는 인지요소 모

두를 숙달해야 하는 경우이다. 반면에 분리규칙은 어떤 과제에 정답을

구

분

비보상적 모형 / 결합 규칙 보상적 모형 / 분리 규칙
DINA NIDA Fusion DINO NIDO C-RUM

특

성

피험자가 문

항을 풀 때

기대되는 잠

재반응이 확

률적이지 않

고 정해지며,

비보상적 결

합으로 결정

됨

DINA가 문항

별로 하나씩의

noise 요인을

가정한 것과

달리, 문항을

푸는데 요구되

는 인지요소들

마다 noise요인

이 존재할 것

이라고 가정함

검사문항

과 학생

관련 정보

를 모두

사용하여

평가. 모수

의 수를

제한함.

결합적 규칙

을 따르는 비

보상적 모형

으로, 최소한

하나의 인지

요소만 소유

하면 정답확

률이 1이 되

기 때문에 가

장 극단적,

비결합적 가

정 모형임.

반 응 을

인지요소

수준에서

모 형 화

( 문 항 간

에는 동

일)하며 ,

많이 사

용되지는

않는 모

형임.

N I D O 의

단점을 극

복하며, 절

편은 문항

당 1개, 주

효과는 해

당 인지요

소 수만큼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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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진술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제나 진술문에서 요구되는

인지요소 중 적어도 하나만 숙달해도 되는 경우이다.

결합 규칙을 가진 DINA, NIDA, Fusion 모형은 주로 성취 검사에 사

용되고, 문항에 정답/오답 또는 인지요소의 숙달/숙달하지 못함으로 해

석된다. 반면, 분리 규칙을 가진 DINO, NIDO, C-RUM은 주로 척도 검

사에 사용되고, 문항에 긍정/부정 또는 인지요소의 존재/존재하지 않음

으로 해석된다(이경은,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DINA 모형의 경우에

추정해야 할 모수가 문항당 2개뿐이고, 문항모수의 해석이 단순하다는

측면에서(반재천, 김선, 2012) DINA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이어서 설

명하는 Fusion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Fusion 모형

인지진단이론에서는 Fusion 모형을 NC-RUM이라고도 한다. Fusion

모형에서는 Q 행렬에서 명시한 속성에 대한 습득 여부 및 Q 행렬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 속성에 대한 정답 확률을 다음의 (수식 1)과 같이

모형화 할 수 있다(김수진 외, 2008; Hartz et al., 2002)

  



   


 




   (수식 1)

위의 식과 같이 Fusion 모형의 문항반응함수의 각 요소는 다음과 같

다. 문항 모수 중 하나은 
는 문항 의 풀이에 요구되는 모든 속성을

숙달한 학생이 문항 를 풀 때 그 속성을 정확히 적용한 확률로서 Q

행렬에 기초한 문항난이도라고 한다. 또 다른 문항 모수 
는 속성 를

숙달하지 못했을 때 문항 에 정답할 확률에 대한 속성 를 숙달했을

때 문항 에 정답할 확률의 비율로서, 속성 와 관련된 문항변별도라고

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수식3과 같다. 는 Q 행렬에 명시된 인

지요소를 제외한 학생 의 능력이다. Q 행렬의 원소 는 속성 를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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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는 것이 문항 를 푸는데 요구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

진다. 는 학생 가 문항 의 속성 를 정확하게 적용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진다(김수진, 2010).


= 

 



  
 , 

   

  
(수식 2, 3)

학생 모수

는 학생 가 각 속성을 숙달하였는지를 나타내는 벡터

로서, 벡터의 길이는 속성의 수에 의해 결정이 되며, 속성 의 숙달 여

부에 따라 숙달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진다. 의 값이

작을수록 Q 행렬에 명시된 속성 간 관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Hartz, 2002), 문항을 풀 때 Q 행렬에 명시된 각 속성이 요구되는 정

도가 강할수록 
는 높고, 

는 낮고, 도 낮다고 볼 수 있다.

Hartz(2002)와 Roussos 등(2007)은 
 >0.9 의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경

우, 해당 문항의 정답을 맞히는데 k가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하

였다. 즉, 문항 i에 연결되어 있는 인지요소 k가 문항 정답여부에 크게

관여하지 않아 변별력이 낮다는 의미이다. 즉, Q 행렬 간소화의 가능성

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인지요소 k가 해당 문항의 정답을 맞히는

데 꼭 필요한지를 다시 검토하여 Q 행렬을 수정할 수 있다. 단, 문항

자체가 쉬운 경우(문항 정답률 자체가 높은 경우)에는 
도 당연히 높

게 추정되기 때문에 문항 정답률 자체가 쉬운 경우에는 수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김희경 외, 2012).

Fusion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로는 수학, 국어, 과학 교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있다. 김수진(2010)은 중학교 2학년 4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1개의 과학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Q 행렬의 개발과정

에 있어서 잘못 명세화 되었을 때에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여러

조건으로 혼합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속성과 문항 간의 연결이

부정확할 경우 
는 대체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는 잘못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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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 되어 있는 Q 행렬 내의 모수들뿐 아니라 다른 문항들의 모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희경(2013)은 인지진단모형의

Fusion 모형을 활용하여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국어와

수학에 대한 이분점수와 다분점수의 적용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김

희경과 박찬호(2013)는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국어와 수

학 검사에서 Fusion 모형과 DINA 모형 중 더 적합한 모형을 탐색하였

다. 그 결과 집단을 3단계로 분류하는 경우 Fusion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요소 숙달 수준을 ‘상/중/하’와 같이 3단계로

구분했을 때의 분류일치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김수진, 송미영, 김선

희(2008)는 2003년~2006년에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중학교

3학년 수학 선다형 30개의 문항으로 Fusion 모형을 적용하여 Q 행렬을

구성하고 정교화 하는 과정과 진단 결과를 제시하였다. 수학적 속성을

5개와 6개로 구성하여 자기상관계수에 의한 평가와 문항 모수 추정치

에 의한 평가를 통하여 Q 행렬을 확정하였으며, 교사들에게 제공된 수

학적 속성에 대한 상세 프로파일은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큰 도

움이 되었다. 이현숙과 고호경(2014)은 TIMSS 8학년 수학과 데이트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기하 영역의 각 하위 인지요소에서 나

타내는 성차를 Fusion 모형을 활용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인지

요소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usion 모형을 적용할 경우 여러 가지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

할 수 있다. 먼저 Ravand(2015)는 R package CDM (Robitzsch 외,

2015)를 사용하여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하였다. R package CDM을 사용

하는 것에 대한 네 가지 장점은 첫째, 시간 대비 효율적이다. 둘째, 인

지진단모형의 주요 모델인 DINA, DINO, NC-RUM, GDM, G-DINA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셋째, 무료이다. 넷째, 짧은 명령문(syntax)을 가

지고 인지진단모형을 수행할 수 있다(Ravand, 2015). 이러한 장점이 많

은 R package CDM을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였다. 반면에 김수진

(2010), 김희경(2013), 김희경, 김부미(2013), 김희경, 박찬호(2013), 등은

Arpeggio (Dibello & Stout, 20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Arpeggi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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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은 서답형 문항의 부분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는 것

이다.

  Fusion 모형을 통해 산출된 결과는 인지요소별 숙달확률은 0에서 1

까지의 값을 가지며, 김수진 등(2008), 송미영 등(2011), Lee와

Sawaki(2009), Li(2011)는 연속적 변인으로 계산되는 숙달확률을 0.5 기

준으로 숙달/미숙달의 두 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Roussos 등

(2007)은 숙달확률을 분류할 때 숙달/미숙달과 같이 극단적인 수준으로

확정하는 것보다 숙달/판단보류/미숙달과 같이 3수준 이상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Landis와 Koch(1977)은 (0.2, 0.8)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분류일치도의 일종인 Cohen’s kappa 지수를 0.6 이상으

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숙달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숙달확률이 0.7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숙달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

4) 인지요소와 Q 행렬

인지진단모형에서의 핵심은 인지요소의 추출과 Q 행렬의 개발에 있

다. Q 행렬을 제작하기 위해서 분석 대상이 되는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인지요소를 규명해야 한다.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인지요소를

규명한 후에 각 문항과 그 문항의 정답을 맞히기 위해 필요한 인지요

소를 연결하는 작업인 ‘Q 행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확한 Q 행

렬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적절한 인지진단모형으로 분석한다고

해도 그 통계적 결과가 타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de la Torre,

2008; Hartz, 2002; Rupp, Templin, 2008).

[그림 Ⅱ-2]는 Q 행렬의 예시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1번 문항의 정답

을 맞히기 위해 인지요소 1과 3이 필요하다면 문항 1은 인지요소 1, 3

과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관계를 Q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 Q 행렬에

서 ‘1’은 문항을 맞히기 위해 특정 인지요소가 필요함을 의미하고, ‘0’은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문항과 k 인지요소로 이루어진 검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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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행이 문항이 되고 열이 인지요소가 된다. 그리하여 ×k 인지 행

렬을 이루게 된다.

[그림 Ⅱ-2] Q 행렬 예시 (김희경 외, 2012, p21)

이처럼 Q 행렬은 문항과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인지요소 간의 관

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Q 행렬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 대상이

되는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인지요소를 규명해야 한다. Q 행렬을 구

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해당 교과의 내용 전문가들이 검사를 제

작하기 이전에 핵심 인지속성을 선정하고 검토하여 합의된 인지요소를

바탕으로 문항을 제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희경 등(2012)은 Q

행렬 개발을 위한 실용적인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Ⅱ-15> Q 행렬 개발을 위한 실용적인 지침(김희경 외, 2012, p24)

1) 불필요한 인지요소를 지양하고 최소한의 인지요소만을 추출하도록 한다.

2) 서로 겹치거나 유사한 인지요소가 없도록 한다.

3) 모든 또는 대부분의 문항을 푸는데 요구되는 인지요소가 없도록 한다.

4) 한 개의 문항에 5개 이상의 인지요소가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5) 문제를 풀이하는 사고과정을 기술하는 것은 인지요소 추출에 도움이 된

다.

6) Q 행렬 초안을 개발한 후, 타당한 단계를 통해 수정·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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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경 등(2011)은 Q 행렬의 개발을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는 인지진단모형을 활용한 평가 결과 분석 방법 가운데 Hartz(2002)가

제안한 분석 방법에 해당한다. 이를 단계별로 나타내면 <표 Ⅱ-16>과

같다.

<표 Ⅱ-16> Q 행렬 개발 3단계(Hartz, 2002; 김희경 외, 2012, p22)

단계 내용

인지요소

추출

· 평가 틀, 문항을 검토한다.

·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한 측정하고자 하는 인지요소를 추출

한다.

· 추출된 인지요소를 정의한다.

Q 행렬

초안 개발

·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각 문항과 인지요소를 연결한다.

· 0과 1을 사용하여 문한 X 인지요소의 관계를 나타낸다.

· 평균값을 제시하여 수정한다(반복적 수정이 필요함).

Q 행렬

확정

· Q 행렬의 타당화 및 수정과 반복을 진행한다.

· 전문가적 판단, 통계적 방법 모두 이용한다.

  이렇게 완성된 Q 행렬을 타당화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통계적 분석에 의한 타당화 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의 경우에 가정은 각

문항의 정답을 맞히기 위한 인지요소의 필요성 여부는 해당 문항의 실제

정답률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종속변인은 정답률이 되며 부적

영향을 미치는 인지요소는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자카드 계수(Jaccard, 1901)의 경우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할 때

유사한 대상이 모인 집단이라는 것을 결정짓기 위하여 Henning(2004)은

.50을 기준으로 한다. 자카드 계수가 .50보다 큰 경우에는 인지요소 간

유사성이 높으므로 2개의 인지요소를 통합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자카드

계수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

∩
(수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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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은 인지요소 A에서 숙달(1)로 표현된 인지요소의 개수

이며, 은 인지요소 B에서 숙달(1)로 표현된 개수이다. 즉, 수식 4를

해석하면 인지요소 A와 B가 교집합으로 숙달(1)의 값을 가진 속성의

개수를 인지요소 A와 B의 숙달(1)의 개수로 나눈 값이 된다.

둘째, 인지진단모형 모수 추정치에 의한 타당화로 Fusion 모형에 의

해 추정되는 문항모수 
는 문항 가 인지요소 k를 숙달했는지 못했는

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것으로 .9보다 큰 경우에 인지요소 k가 정답여부

에 크게 관여하지 않아 변별력이 낮다고 해석한다(Hartz, 2002;

Roussos 외, 2007). 인지요소 k가 해당 문항의 정답을 맞히는 데 꼭 필

요한지 재검토한 후 수정할 수 있다.

인지요소로 표현되는 잠재적 특성에는 인지요소의 정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학습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 인지요소 내에 포함된 각각의

학습내용은 각각의 학습시기로 결정되며 아동들의 인지적 구조와 학습

내용의 위계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각 학습내

용을 포함한 인지요소들 간에도 위계가 존재할 수 있다(김경리, 2012).

5) 읽기와 인지속성

인지진단모형은 주로 언어에 대한 평가보다는 인지요소의 분류가 명

확하고 학습 단계 구조화가 용이한 수학 교과에서 널리 적용되어 왔다.

국내에 소개된 인지진단모형도 수학 교과에 적용된 연구가 일반적이었

다(김선희, 김수진, 송미영, 2008; 김수진 외, 2008; 김희경 외, 2012).

최근에 언어 평가의 결과를 인지요소별로 세분화하고 인지요소를 명

료화하고 정교화 하는 연구들이 대두하고 있다. Jang(2009)은 읽기능력

을 진단하기 위해 요구되는 읽기의 인지요소와 관련된 Q 행렬을 개발

하는 과정을 연구하면서 LanguEdge 읽기 평가에 대한 요소를 9개의

인지요소로 분류하였다. 이를 나타내면 <표 Ⅱ-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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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7> LanguEdge 읽기 인지요소 분류(Jang, 2009; 김희경 외, 2012)

 
<표 Ⅱ-1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anguEdge의 문제 유형은 ‘기초

독해’, ‘추론’, ‘학습을 위한 읽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풀

기 위해 9개의 인지요소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Wang과 Gierl(2007)은 2005년 미국의 SAT 읽기 문항을 본인들의 연

구를 통해 (1)단어 의미 결정하기, (2)내용, 형식, 문장 기능 이해하기,

(3)텍스트 내 함축된 상황 이해하기, (4)텍스트의 대영역의 내용, 형식,

기능 이해하기, (5)필자의 목적, 목표, 전략 분석하기로 기존에 분류한

인지요소를 11개의 위계적인 인지요소로 다시 재분류를 하였다.

<표 Ⅱ-18> 2005 SAT 읽기 평가의 인지요소 재분류 (Wang & Gierl, 2007; 김희경 외, 2012)

인지요소 내용

문맥 종속 어휘
텍스트에 드러난 맥락 단서를 활용하거나 탐색하기나 분석하기를

통해 단어나 구의 의미 찾기

문맥 독립 어휘 텍스트와 독립적으로 단어 의미 결정하기

통사와 의미 연결
논리적인 문제없이 연속 문장(successive) 간이나 문장 내 어휘와

문법적 응집성 장치를 통해 글의 부분간의 관계 이해하기

텍스트적으로

명시적 정보 추출

지엽적 수준에서 축어적 의미 파악을 위하여 문단 내에서 문장에

걸쳐 신속하게 읽기

텍스트적으로

암시적 정보 추출

텍스트에 암시적으로 진술된 정보 파악하기와 중요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선택적으로 문단 읽기

추론하기

텍스트의 정보 이상의 필자의 주장, 인과관계, 결론, 결과물에 대

한 추론하기와 문단 속독하기(책이나 논문 등을 대충 읽고 내용

을 파악함)

부정
오류 진술로부터 참 진술을 구분하기 위해 부정적으로 진술된 정

보의 관련성을 결정하기 위해 신중하게 읽기

요약하기
세부 정보들이 뒷받침하는 주요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 텍스트에

서 상대적인 정보의 중요성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상반되는 정보를

인지구조와

연결하기

비교나 대조의 텍스트 유형에서 주요 차이점이나 논증을 파악하

고 이러한 정보를 인지구조(혹은 정신적 틀: mental framework)

와 관련짓기

인지 내용

1 단어 재인이나 기본 문법과 같은 기본 언어 지식

2 맥락 추론을 통해 단어 의미 결정하기

3 문장의 내용, 형식, 기능 이해하기

3a 최소의 추론을 통해 문장을 축어적으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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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8>을 살펴보면 문장 이해를 다시 문장의 축어적 이해(3a)와

추론적 이해(3b)로 세분화하고, 텍스트의 축어적 이해(4a)와 추론적 이

해(4b)를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Clark(2013)은 PSAT의 Critical Reading 영역과

NASQT(National Merit Scholarship Qualifying Test)를 통하여 읽기이

해검사의 타당도 검중을 위해 인지진단모형을 활용하면서 인지속성을

<표 Ⅱ-19>와 같이 나누었다.

<표 Ⅱ-19> 읽기이해에 대한 인지속성 요약 (Clark, 2013)

실시된 검사는 중학교 2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검사로 25분 내에

해결해야하는 선택형 문항이었다. 연구대상은 10만 명의 학생을 무작위

로 표집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읽기 이해에 대한 인

인지 내용

1 기초언어지식, 단어인식과 기초문법

2 문맥 추론에 따른 단어의 의미 결정

3a 최소의 추론을 통한 문장의 문자 그대로의 이해

3b 독자의 경험과 배경 지식에 근거한 추론을 통한 문장 이해

4a 최소한의 추론을 통한 글의 많은 영역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이해

4b
독자의 경험과 세상 지식에 기초한 추론을 통한 많은 영역 이해 :

일관성, 요약, 그리고 글의 많은 부분에 대한 평가

5 저자의 의도, 목표, 전략을 분석하기

6 어려운 어휘가 사용된 글 이애하기

7 복잡한 문장 구조가 사용된 글 이해하기

8 수하학적인(말로 표현되는) 지식 사용하기

9 응답 옵션 평가하기

3b 독자의 경험과 배경지식에 기반하여 추론하면서 문장 이해하기

4 텍스트의 대영역의 내용, 형식, 기능을 이해하기

4a 최소의 추론으로 텍스트의 대영역을 축어적으로 이해하기

4b
독자의 경험과 세상 지식에 근거하여 텍스트의 대영역을 이해하기,

응집성 구성하기, 요약하기, 평가하기

5 필자의 목적, 목표, 전략 분석하기

6 어려운 어휘로 구성된 텍스트의 이해하기

7 복잡한 통사적 구조로 구성된 텍스트의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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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도 수학과 같이 위계를 전제로 하여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었다.

이와 같이 국외의 읽기에 대한 연구와 유사하게 국내에서도 인지진

단모형을 활용하여 국어에 대한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분석에서 국어

에 대한 인지속성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

석한 송미영 등(2011)과 김희경 등(2012)도 국어 평가 문항에 대한 인

지속성을 Hartz(2002)의 연구에 따른 절차를 따라 이미 개발된 문항을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인지요소를 추출하였다. 평가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국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분

석하였지만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인 초등학교 6학년 국어

문항의 인지속성을 중심으로 읽기 이해력 검사의 인지속성을 뽑아보고

자 한다.

먼저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국어 6학년 문항을 분석한

송미영 등(2011)의 연구에서 국어 교과의 구조적인 특성 및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 인지요소는 16개였지만 초등학교 수준에

해당되는 속성은 12개로 나타났다. 국어교육 전공자 4명이 각 문항을

풀면서 학교급 공통인지요소를 추출하였고, 추출된 인지요소를 교육과

정의 특징을 고려하여 수정, 재추출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결정된

속성을 영역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Ⅱ-20>과 같다.

<표Ⅱ-20> 2010년 학업성취도평가국어과초등학교 6학년인지요소 (송미영외, 2011)

구분 번호 인지요소

사실적

이해

1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2 텍스트의 명시적 의미 파악하기

3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4 중심내용 파악하기

5 핵심용어 (개념) 이해하기

추론적

이해

6 이어질 내용 예측하거나 생략된 정보 도출(예측)하기

7 작품 내 단서 활용하여 암시적 정보의 의미 추론하기

8 필자의 의도나 관점 추론하기

9 텍스트의 유형(장르)적 특성 이해하기

비판 10 글 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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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 감상적 이해로 국어과 인지요소

를 나누고 세 가지 이해 안에 인지요소들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듣기 영역의 문항과 서답형 문항은 포함하지

않고 분석하였고, 인지속성이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 어떤 문항

이 생성될 수 있는지 송미영 등(2010)의 연구를 통해 참고할 수 있다.

인지속성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한 개가 포함된 경우, 두 개가

포함된 경우, 세 개가 포함된 경우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듣기 영역의 문항과 서답형 문항은 포함하지

않고 분석하였고, 인지속성이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대한 구성은 송

미영 등(2010)의 연구와는 달리 한 문항에 하나의 인지속성이 포함되도

록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김성규 등(2006)은 읽기 능력 평가 틀을 제안하면서 네 가

지 평가영역을 제시하였다. 이는 ‘소단위를 텍스트 내적으로 이해하기,

소단위를 텍스트 외적으로 이해하기, 중·대단위를 텍스트 내적으로 이

해하기, 중·대단위를 텍스트 외적으로 이해하기’이다.

<표 Ⅱ-21> 읽기 능력 평가 틀(김성규 등, 2006)

감상적

이해

11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의 적절성 평가하기

12 글의 서술 방식과 표현의 특성 평가하기

독해 수준에 따른

평가 영역
평가 요소

읽기

자료

소단위를 텍스트

내적으로 이해하기

-어휘의 사전적 의미

-구절·문장의 의미

-문장의 구조

-대용 표현

-문장의 연결 관계

-정보전달

-설득

-친교

-정서표현
소단위를 텍스트

외적으로 이해하기

-문맥적 의미

-비유적 의미, 심상

-관용적 의미(속담, 관용어, 관용구)

중·대단위를 텍스트

내적으로 이해하기

-세부적 내용 파악

-글의 종류에 따른 글의 구조적 특성

-정보의 예견 및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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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인지진단모형을 활용한 읽기 영역의 인지요소와 국어교육에

서 제시한 읽기 능력은 차이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실적 이해, 추

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로 국어과 교육과정에 근거한 인지요소를 기본

으로 하여 문항을 선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5. 학습순서 및 인지진단 결과표

최근 학습자 중심 맞춤형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서 학생평가에서도

‘결과지향적 평가’에서 ‘학습지향적 평가’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기능이 새로운 평가

의 패러다임으로 주목 받고 있다(김희경 외, 2013).

Chappuis(2005)는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학생이 알고자 하는 것,

즉 학생이 도달해야 할 학습목표, 학생의 현재 수준, 학습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Lowery(2000)

는 평가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교육이라는 퍼즐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

한 한 조각이라고 표현하였다(성태제 외, 2013).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

한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경우 개별적인 교육과 중재가 중요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학습순서와 인지

진단 평가결과는 교육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Freund(2004), Peters(2009), Williams와 Mistree(2006)

는 ‘집단 맞춤형 교육(mass-customized learning)’을 제시하였다. 교육

현장에 맞춤형 교육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기 위하야 학생들을 집단으

-중심내용의 파악 및 구조화

-글 내용의 계층적 요약

중·대단위를 텍스트

외적으로 이해하기

-생략된 정보의 추론

-숨겨진 가정 및 전제 파악

-글에 제시된 주요 내용의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등 고차원적 사고 활동

-텍스트에 대한 정의적 반응

-텍스트 활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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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묶어서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속한 집단 특성

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을 제공받고, 특히 동일한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

험아동이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취약점 및 읽기이해 특성이 다를 것이

라는 전제하에 그 유형을 인지숙달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김희경 외, 2013).

1) 학습순서도

Gagne(1970)는 지적기능의 영역에 대한 학습위계 구조는 분명히 존

재한다고 하였다. Phillips와 Kelly(1975)는 어떤 학습과제의 요소들이

주어진 하위과제의 순서 또는 위계구조로 정의되면 제시된 위계구조의

특성과 계열성은 수학이나 고학과 같이 속성 자체가 구조적인 성격을

띠는 교과에 위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석천, 2008). 본 연구에

서는 국어과 읽기이해에 국한하여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을 위한

학습순서도(learning pathway)를 제안하였다.

학습순서도는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학습 내용을 가

르쳐야할 순서대로 구조화한 것을 말한다. 학습순서도를 정확하게 설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그 이유는 학습 내용의 위계를 정확히 분석

하지 못할 경우, 나중에 학습해야할 내용을 먼저 배우도록 제시하여 학

습의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김희경 외, 2013).

평가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피드백의 질을 높이기 위

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림 Ⅱ-3]과 같이 학생은 자신의 인지요

소별 숙달 수준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학습 중요도에 따른 학습 순서

를 계획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때 교사는 인지 숙달

수준별로 인지요소를 독립적으로 지도할 수도 있고, 유사하거나 동일한

인지 영역에 속하는 인지요소를 연계하여 지도할 때 효율적이다. 이와

같이 인지요소의 숙달 여부와 수준에 다라 국어 학습 순서를 계획하고

학습하는 경우, 학생들은 미숙달한 인지요소에 대해서는 숙달할 수 있

게 되고 이미 숙달한 인지 요소는 숙달 수준을 향상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김희경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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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평가결과에 기반한 국어과 학습순서도 예시 (김희경 외, 2012, p240)

이는 특수교육에서 강조하는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개별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Shute와 Towle(2003)이 제시한

적응적 학습(adaptive learning)과도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

적응적 학습이란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여 개별 학생의 학습 경로를 최

적화, 극대화하는 것이다(김희경 외, 2012)

2) 인지진단 검사 결과표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심리측정학적 분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검

사 결과 응답자의 개별적인 인지 프로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별 응답에 기반하여 각 학습자들이 숙달한 인지요소의 결과를 기준

(cut-offs) 확률에 따라 숙달확률을 구분하여 제시하게 된다(Rupp 외,

2010). 이는 동일한 점수를 가진 학생이라도 학습요소별 숙달 프로파일

에 따라 다른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동일한 집단 내에서도 서로

다른 학습순서도를 보일 수 있다(김희경, 2013).

[그림Ⅱ-4]를 통해 인지숙달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Hartz(2002),

Jang(2005)는 숙달확률 프로파일을 제시하면서, 그 기준을 0.60~1.0 사

이의 경우 숙달(mastery), 0.40~0.60 사이의 경우 판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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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fference region), 0~0.40 사이의 경우 미숙달(nonmastery)로 구분

하였다.

[그림 Ⅱ-4] 개인 응답자의 인지프로파일 (Rupp 외, 2010, p65)

Kunnan과 Jang(2009)은 인지진단검사를 통한 인지결과(diagnostic

score/report)를 [그림 Ⅱ-5]와 같이 제시하였다. 언어능력 평가 시험의

결과를 9개의 인지요소에 따라 숙달확률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항별 학

생의 응답 결과와 정답 여부, 난이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숙달확률을

0.5를 기준으로 하여 향상이 필요함(Needs improvement), 판단보류

(Not determined), 숙달함(Mastered)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종합적인

인지진단 결과는 통계적, 시각적, 서술적 정보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검사 결과의 윗부분에는 개별 응답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고, 아래

부분에는 9개의 인지프로파일에 대한 숙달확률을 제시하여, 추후 학생

이 습득해야할 인지요소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인지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해당 문항 정보를 제

시하여 어떤 인지기술이 필요한지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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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개인 응답자의 서술적, 통계적 정보 예시 (Kunnan &

Jang, 2009, p626)

또한 김경리(2012)는 TIMSS 2007 수학 검사를 활용하여 인지진단모

형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학습자를 위한 인지진단 평가표로 제시

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학습결과와 분석 결과를 통하여 학습자는 상

대적 서열이 아닌 해당 영역에 관한 자신의 인지상태를 알게 되어, 인

지적 강점과 약점을 진단할 수 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는 보충학습을

위한 길잡이를 통해 학생에게 결손되었거나 부족한 영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을 위한 인지진단 결과표는

[그림 Ⅱ-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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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학생용 인지진단 결과표 (김경리, 2012, p120)

본 연구에서는 읽기이해 검사결과에 따라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

동을 구분하고, 이들의 인지프로파일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특성을 중심

으로 학습순서와 인지진단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개별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결과표의 형태는 [그

림 Ⅱ-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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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이해 검사 인지진단 결과 (학생용)
Ⅰ. 문항응답 결과

Ⅰ-1. 읽기이해 성취수준 

000 학생은 읽기이해 기초 학력을 보입니다. 
총점 : 00/24점 : 백분위 00% (총 응시자 1,000명)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나의 답

정답 2 4 3 2 5 5 4 4 2 5 4 3

난이도 중 하 하 하 중 하 중 하 하 중 하 하

문항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나의 답

정답 5 2 4 4 5 1 2 3 4 5 2 5

난이도 하 하 하 중 하 하 하 하 하 하 중 하

읽기 이해 최우수 학력 
(23~24점)

읽기 이해 보통 학력 
(19~22점) 

읽기 이해 기초 학력 
(1~11점)

Ⅱ. 인지요소별 성취 수준

*도달기준은 0.7이상이면 숙달, 0.3~0.7은 불분명, 0.3 미만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함

구분
인지

요소 1

인지

요소 2

인지

요소 3

인지

요소 4

인지

요소 5

인지

요소 6

인지

요소 7

성취율

도달

여부

숙달

수준

문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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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천 학습경로 

  000 학생은 읽기이해 영역에서 인지요소를 모두 숙달하지 못한 [0021202] 집단에 포함
됩니다. 따라서 인지요소 2부터 학습경로 순서를 따라 학습하기를 권장합니다. 

구분 인지요소 정의

사실

적

이해

1. 단어 및 문장 연

결 이해
문맥적 단서를 통해 단어나 문장의 의미 파악하기

2 세부/중심 내용 파

악

명시적으로 진술된 정보의 의미 파악하기 / 중심 생각

을 파악하거나, 거시적인 차원에서 내용 요약하기

추론

적

이해

3. 생략된 내용 파악
텍스트의 문맥,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생략된

정보를 추론하기

4. 이어질 내용 파악
텍스트의 문맥,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기

5. 글의 구조 파악
비교-대조, 원인-결과, 문제-해결, 주장-논거, 수집/나

열 등 글의 수사적 상위 구조 파악하기

평가

적

이해

6. 단어 및 문장 수

준 평가
글의 형식의 적절성과 타당성 평가하기

7. 글 수준의 평가
글의 내용(주장, 가치관, 논거자료)의 적절성과 타당성

평가하기

Ⅳ. 보충학습을 위한 길잡이 
1단계 : 인지요소 2. 세부/중심내용 파악하기

2단계 : 인지요소 7. 글 수준의 평가 

3단계 : 인지요소 1. 단어 및 문장 연결 이해

학년 교과서 단원 교육과정 내용

3-2 3. 내용을 간추려 보아요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간추린다.

4-1 4. 짜임새 있는 문단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

4-2 4. 글 속의 생각을 찾아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

학년 교과서 단원 교육과정 내용

4-1 2. 회의를 해요 글쓴이가 제시한 의견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6-2 3. 적절한근거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하지 판단하는 방법 알기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하지 판단하며 글 읽기

6-2 6. 타당한 주장
연설을 듣고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알기

연설을 듣고 주장의 타당성 판단하기

학년 교과서 단원 교육과정 내용

5-1 7. 낱말의 뜻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 알기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글 읽기

5-1 8. 문장의 구조
문장 성분에 대하여 알기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에 대하여 알기

[그림 Ⅱ-7] 본 연구의 인지지단 검사 결과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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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경북, 경남, 부산, 광주, 제주

지역의 28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읽기

이해 검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5% 이상이 읽기에 어려

움이 있는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하고 있고(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은 읽기의 기초가 되는 문자해독 능력

이 습득된 이후이므로 읽기 이해력이 빠른 성장을 보이는 시기이다

(Oakhill, Cain, & Bryant, 2003). 이처럼 6학년은 ‘읽기를 위한 학습’에서

‘학습을 위한 읽기’로 전환이 되는 시기(Chall, 1983)이며, 문자 해독이나

단어 인식보다 텍스트의 이해에 주력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경선, 김동

일, 2013; Sweet & Snow, 2003). 또한 천경록(1999)은 5~6학년의 시기

는 해독보다는 독해에 큰 비중을 두고 글을 읽게 되는 기초 독해 단계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6학년은 읽기 발달 단계의 중요한 시

기라고 할 수 있으며, 중학교 이후의 교과학습을 위한 학습 수준을 확인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읽기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아동들의 인지 속성을 파악하는 것은 읽기 부진을 예방하거나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에게 교사들이 효과적인 중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연구대상자의 모집을 위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가운데 본 연구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통해 검사를 허락한 아동들만 대상으로 하였으

며, 보호자 및 어린이 동의서를 통하여 연구에 동의한 아동들만 대상으

로 하였다. 총 28개의 초등학교의 56개 학급이 참여하였으며, 개별적으

로 신청하여 실시한 아동은 본 연구자가 방과 후에 소그룹 단위로 실

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 가운데 본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읽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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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위험 학생은 검사의 결과에 따라 –1.0 표준편차 미만인 아동을 선정

하였다. DSM-5(APA, 2013)에서는 학습장애의 기준을 표준화된 성취도

검사에서 동 연령 수준보다 –1.0과 –2.5 사이의 표준편차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다만, 낮은 성취도(연령 평균에서 적어도 –1.5 표준편차 이하)로

정의되지만, 사용되는 검사에 따라서 점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또한 한

국학습장애학회에서 제안한 –1.75 표준편차보다는 완화한 기준으로 읽

기이해에 대한 학습장애선 선별이 목적이 아니라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

험아동으로 적절한 학습순서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더 포

괄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 또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국가성취도

평가의 기초학력미달 기준인 하위 20%보다는 더 엄격하게 설정하였다.

특히, 발달장애, 감각장애, 지체장애, 정서 및 행동장애와 같은 특정 장애

가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제한하며, 학습장애로 선

정된 아동들은 포함시켰다.

  대상 학생 중에서 감각 장애 및 지적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는

제외하였다. 또한 한 문항이라도 풀지 않은 아동들은 제외하고 선정, 분

석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성별과 지역에 따라 구분한 특성은 다음과 같

다.

<표 Ⅲ-1> 연구 대상의 특성

  연구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521명(52.1%)으로 여학생보다 더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485명(48.5%)으로 가장 많은 학생이 참

여하였다. 지역별로 균등하게 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목

구분 n %

성별
남학생 521 52.1

여학생 479 47.9

지역

서울 485 48.5

경기 201 20.1

경북 64 6.4

경남 41 4.1

부산 132 13.2

광주 76 7.6

제주 1 0.1

총합 1,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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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검사의 타당화가 아니기 때문이고, 또한 검사에 동의한 학생과 학

부모의 수를 완벽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조작적 정의를 좀 더

관대한 기준치를 사용하여 연령 평균보다 –1.0 표준편차 미만인 학생

을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으로, +1 표준편차 초과인 아동을 읽기

이해 우수아동으로, 나머지 –1.0 표준편차 이상 +1.0 표준편차 이하인

아동을 읽기이해 보통 성취아동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읽기이해 우수아

동은 198명으로 19.8%를 차지하였으며, 읽기이해 보통 성취아동은 631

명으로 63.1%였다. 마지막으로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은 171명으

로 17.1%였다. 이해 수준에 따른 대상의 구분은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읽기이해 수준에 따른 집단의 구분

총 1,000명의 연구 대상에 대한 점수 분석 결과 총 24점에서 최소값

이 1점이고 최대값이 24점이며 평균이 17.87점이고 표준편차가 5.1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이해 우수아동의 경우 평균이 23.37점이고 표준

편차가 0.484였으며, 읽기이해 보통 아동의 경우 평균이 18.6점이고 표

준편차가 2.708이었다. 마지막으로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은 평균

이 8.77점이고 표준편차가 2.637이었다. 집단별 읽기이해 검사 점수의

최소값과 최대값, 평균과 표준편차는 아래의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연구대상 집단에 따른 통계값

읽기이해 수준 n %

읽기이해 우수아동 198 19.8

읽기이해 보통 성취아동 631 63.1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171 17.1

총합 1000 100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읽기이해 우수아동 23 24 23.37 0.484

읽기이해 보통 아동 13 22 18.6. 2.708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1 12 8.77 2.637

전체 아동 1 24 17.87 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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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자 1,000명의 읽기이해 검사 총점수 분포는 아래의 [그림 Ⅲ

-1]과 같이 부적편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검사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에 학생들이 풀기에는 쉬운 검사였다고 볼 수 있

으며, 본 연구에서 주목한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가지는 아동들이 다수

존재하였기에 이들의 인지요소 특성을 살펴보기에 적절한 검사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Ⅲ-1] 읽기이해 검사 총점수 분포

다음으로 대도시와 읍면에 따른 읽기이해 검사 결과에 따른 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도시의 경우 위험아동이 149명(15.75%)이었고, 우수아동

이 195명(20.61%)이였으며, 읍면의 경우 위험아동이 22명(40.74%)이고

우수아동이 3명(5.55%)으로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 읽기이해 위험아동

의 비율이 더 높고, 우수 성취아동의 비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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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시도/읍면에 따른 읽기이해 검사 집단 구분 결과

특히,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경우 서울, 경기, 부산과 같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하여 경북, 경남, 광주와 같은 곳에서 그 비율이

20% 이상 차지하여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 지역에 따른 읽기이해 검사 결과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될 읽기 이해력 검사는 2011년, 2012년에 시행된 국

가수준 학업성취도 6학년 국어 문항 가운데 읽기이해를 측정하는 24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읽기 검사의 문항분석틀이 제시된 2008년 초등학

교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 평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와 2011년,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초등학교 국어(송미영 외, 2011; 김희

경 외, 2012), 그리고 천경록(1999), Barrett(1976), Clark(2013) 등이 제시

한 읽기 및 읽기 이해력에 대한 기능과 구조를 바탕으로 교과서, 교사용

구분
위험아동 보통 성취 우수 성취

총합
n (%)

대도시 시도 149(15.75) 602(63.63) 195(20.61) 946

중소도시 읍면 22(40.74) 29(53.7) 3(5.55) 54

총합 171(17.1) 631(63.1) 198(19.8) 1000

구분
아동 구분 (명)

위험아동 보통 성취 우수 성취 전체

서울 87 293 105 485

경기 18 135 48 201

경북 21 36 7 64

경남 17 21 3 41

부산 12 98 22 132

광주 16 47 13 76

제주 0 1 0 1

총합 171 631 19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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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서 및 국내·외 선행 연구를 통해 읽기 이해력에 관련된 인지요소를

선정하였다. 그 후에 전문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읽기이해 검사에서

포함된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의 세 수준으로 구분된 8

가지 인지요소를 확정하여 1차로 Q 행렬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설계 이후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 심의를

거쳐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IRB No. 1510/001-001). 검사는 2015

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 및 수합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에

활용하였다. 검사는 각 반의 담임교사들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검사자

훈련은 검사안내 절차에 따른 개별 설명과 필요한 경우 본 연구자가

추가적인 질의응답을 제공하였다. 검사는 초등학교 6학년 수업시간에

각 반 교실에서 이루어졌으며, 11월 중에는 본 연구자가 초등학교를 직

접 방문하여 방과 후 시간에 실시하며 학생들이 직접 문항을 푸는 것

을 관찰하였고, 검사 이후에는 검사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피드백 등

을 받았다. 검사 시간은 40분이었으며, 자료 수집 후 본 연구자를 포함

한 학사 학위소지자 3명이 함께 채점을 하였으며, 일부 숫자로 답을 쓰

지 않았지만 선택지에 동그라미나 체크를 한 문항, 숫자 대신 ㄱ~ㅁ을

쓴 답안까지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여 채점자간 100%의 채점자간 일치

도를 보였다. 코딩은 본 연구자가 단독으로 실시하였으며, 엑셀 프로그

램으로 응답 코딩과 정오 코딩을 같이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카드 계수, 모수 추정치를 활용하여 Q 행

렬 타당화를 실시하고, 전문가 협의를 거쳐서 인지요소를 최종 확정하

였다. Fusion 모형 분석을 통해 인지진단모형 결과를 통하여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인지프로파일과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대표적인 유형의 학

습순서도와 인지진단 결과표롤 제시하였다.

3. 검사도구

1) 검사내용의 선정

읽기이해를 수준에 따라서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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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내용을 선정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6학년 읽기 내용 중에 읽기이해에 대한 내용을 성취 목표로 중점적으

로 선정하였다.

  읽기 이해력 검사 구성을 위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2012)에서

개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중에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을 대상

으로 실시된 읽기 문항을 사용하였다. 동형검사이고 문항의 구성과 성

취기준이 동일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2년에 걸쳐 실시된 검사 항목을

합쳐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학업성취도 평

가에 사용된 문항 가운데 듣기, 쓰기, 문법, 문학에 대한 문항은 본 연

구에서 제외하였으며, 2011년 12문항, 2012년 12문항 총 24개의 읽기이

해 문항을 구성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항에

대한 정보에 따르면 대영역은 모두 읽기에 포함이 되며, 중영역은 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Ⅲ-6> 학업성취도 평가 국어 중 읽기이해 문항 정보(한국교육과정평

가원, 2011, 2012)

번호 문항 표시 중영역 평가 내용

1 2011년-5번 내용 확인
글을 읽고, 사실을 나타내는 부분과 의견을 나

타내는 부분 구별하기

2 2011년-6번 추론 글을 읽고,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

3 2011-서답1 추론 글을 읽고, 주장 파악하기

4 2011년-7번 내용 확인 글을 읽고, 부분과 부분의 연결 관계 파악하기

5 2011년-8번
평가와

감상

글을 읽고, 글 내용에 대한 의견의 적절성 평

가하기

6 2011년-13번 추론 글을 읽고, 어이질 내용 예측하기

7 2011년-14번 추론
글을 읽고, 인과 관계에 유의하여 내용 파악하

기

8 2011년-15번 내용 확인 글에 나오는 낱말의 의미 파악하기

9 2011년-21번
평가와

감상

글을 읽고, 주장에 대한 근거의 적절성 평가하

기

10 2011년-22번 추론 글을 읽고, 이러질 내용 예측하기

11 2011년-26번 내용 확인 글을 읽고, 세부 내용 파악하기

12 2011년-27번 평가와 글을 읽고, 설명하는 방식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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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검사를 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의

영역을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로 구분하였고 [부록 1]

에 제시하였다.

2) 인지요소 추출

  본 연구에서의 읽기 이해력에 대한 인지요소는 읽기 이해력 검사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인지요소로 간주하였다. 인지요소는 우리나

라 초등 국어 교육과정의 기반이 되는 Barrett(1976)의 읽기이해에 대

한 구분을 바탕으로 기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행한 2011년,

2012년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 인지요소를 사용하

였다. 2차적으로 전문가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특수교

사 3명, 학습장애 전문가 2명, 초등학교 교사 2명, 국어교육전공 교수 1

명, 교육평가 전문가 1명으로 총 9명의 자문단의 합의를 통해 인지요소

를 도출하였다. 기존의 연구된 국어에 대한 인지요소를 바탕으로 다음

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감상

13 2012년-5번 내용 확인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

14 2012년-6번 추론 글을 읽고,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

15 2012년-서답1 추론 글을 읽고, 주제 파악하기

16 2012년-7번 내용 확인 글을 읽고, 부분과 부분의 연결 관계 파악하기

17 2012년-8번
평가와

감상
글을 읽고,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 평가하기

18 2012년-14번 내용 확인 글을 읽고, 세부 내용 파악하기

19 2012년-15번
평가와

감상
글을 읽고,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 파악하기

20 2012년-18번 추론 글을 읽고, 이어질 내용 예측하기

21 2012년-19번 추론 글을 읽고, 인과 관계 파악하기

22 2012년-20번 내용 확인 글을 읽고, 낱말의 의미 파악하기

23 2012년-21번 내용 확인 글을 읽고, 중심 내용 파악하기

24 2012년-22번
평가와

감상
글을 읽고, 어휘 사용의 적절성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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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육부(2014)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을 근거로 하여 초등학교 6

학년 이상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지속성을 구성한다.

이를 위해 읽기의 본질과 특성, 글의 유형, 읽기와 맥락이 포함된 지식

과 낱말 및 문장의 이해, 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성, 읽기 과정의 점

검과 조정이 포함된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0년 학업성취도 평가 국

어과 문항을 활용하여 읽기 이해에 대한 인지요소를 활용하였다. 송미

영 등(2011)이 제시한 초등학교 6학년 국어과 인지요소는 크게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그리고 비판·감상적 이해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

한 구성은 아래의 <표 Ⅲ-7>과 같다.

<표 Ⅲ-7> 2010년 학업성취도 평가 국어과 인지요소 (송미영 외, 2011, p28)

이를 반영하여 국어 교과의 구조적인 특성 및 교육과정을 반영한 인

지요소 8개를 포함한 총 24문항이 제시되었으며, 8개의 인지요소 가운

데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읽기 이해에 대한 수준을 고려하여 인지속

성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추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목한 정보

텍스트 글로 확인할 수 없는 감상적 이해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문항을 살펴보면 최종적으로 전문

가 집단에 의해 개발된 Q 행렬 최종안은 총 12개의 인지요소로 24개의

영역 인지요소

사실적 이해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텍스트의 명시적 의미 파악하기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중심내용 파악하기

핵심용어 (개념) 이해하기

추론적 이해

이어질 내용 예측하거나 생략된 정보 도출(예측)하기

작품 내 단서 활용하여 암시적 정보의 의미 추론하기

필자의 의도나 관점 추론하기

텍스트의 유형(장르)적 특성 이해하기

비판·감상적

이해

글 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 평가하기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의 적절성 평가하기

글의 서술 방식과 표현의 특성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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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형 문항에 대한 최종안은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2011년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문항을 역시

인지진단모형을 분석한 김희경 등(2012)의 연구에서는 2010년에 실시된

평가의 Q 행렬과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총 14개의 인지요소가 제

시되었으며, 특히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검사의 경우 총 12개의 인지요

소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생성된 Q 행렬을 자카드 계수를 비교한 다중

회귀분석과 Fusion 모형의 문항모수 추정을 통하여 최종 확정이 되었

으며,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최종 Q 행렬은 [부록 3]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표 Ⅲ-8>과 같다.

<표 Ⅲ-8> 2011년 학업성취도 평가 초6 국어 인지영역 (김희경 외, 2012)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국어 평가지 개발에 참여한 적이 있으며 현

재 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현직 교수의 검토를 통하

여 최종적인 Q 행렬을 개발하였다. 문항과 문항에 포함된 인지속성은

아래의 <표 Ⅲ-9>와 같다.

구분 인지요소

지식 국어지식 (문법 지식, 문학 지식, 수하학적 지식)

단어 및 문장의미

이해

단어 의미 파악

문장 관계 파악

내용파악
세부 정보 파악

중심 내용 파악

추론 및 탐구

생략된 정보나 의미 파악

함축된 정보나 의미 파악

구조 및 내용 전개 방식 파악

비판
내용 타당성 및 적절성 평가

구조나 표현의 적절성 평가

표현하기
내용 생성 및 조직

표현 및 고쳐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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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8가지 인지속성 및 문항 배치 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는 크게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

해를 묻는 24개의 문항으로 볼 수 있으며, 사실적 이해에는 단어 및 문

장 연결이해, 세부정보 파악, 중심내용 파악이 포함되어 있다. 추론적

이해에는 생략된 내용 파악, 이어질 내용 파악, 글의 구조 파악의 세 가

지 인지요소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적 이해는 단어 및 문장 수

준의 평가와 글 수준의 평가로 구성하였다. 각 인지요소당 2~4 문항이

골고루 포함되게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10>과 같이 이론적 근거와 전문가들의 합

의에 의해 인지요소를 설정하였다. A1의 ‘단어 및 문장 연결의 이해’는

문맥적 단서를 통해 단어나 문장의 의미 파악하는 것이다. A2의 ‘세부

정보 파악’은 ‘주장과 의견, 중심문장과 부속 문장, 핵심어, 화제, 명료한

주제 등 명시적으로 진술된 정보의 의미 파악하는 것’이다. A3인 ‘중심

내용 파악’은 주요 내용을 연결하여 중심 생각을 파악하거나, 거시적인

차원에서 내용 요약하는 것이다. A4인 ‘생략된 내용 파악하기’는 텍스

트의 문맥,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생략된 정보를 추론하는 것이

다. A5인 ‘이어질 내용 파악하기’는 텍스트의 문맥,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는 것이다. A6인 ‘글의 구조 파악하기’

는 비교-대조, 원인-결과, 문제-해결, 주장-논거, 수집/나열 등 글의 수

사적 상위 구조 파악하는 것이다. A7인 ‘단어 및 문장 수준의 평가’는

글의 내용(주장, 가치관, 논거자료)의 적절성과 타당성 평가하는 것이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인지

요소

A1 A2 A3 A4 A5 A6 A7 A8

단어

및

문장

연결

이해

세부

정보

이해

중심내

용

파악

생략된

내용

파악

이어질

내용

파악

글의

구조

파악

단어

및

문장

수준

평가

글

수준의

평가

문항
4, 8,

16, 22

7, 11,

18

3, 15,

23

2, 14,

20
6, 10

12, 19,

21

1, 13,

24

5, 9,

17,

문항

수
4 3 3 3 2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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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으로 A8인 ‘글 수준의 평가’는 글의 형식의 적절성과 타당성

평가하는 것이다.

<표 Ⅲ-10> 8개의 읽기이해 인지요소 및 정의

  
이러한 읽기 영역의 평가 목표는 학생의 독해력과 어휘력 측정에 중

점을 두고 있다. 독해력은 텍스트 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보를 확인

하는 ‘내용 확인’과 비명시적인 정보를 추론하는 ‘추론’, 텍스트를 비판

적으로 이해하는 ‘평가와 감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설명글에 초점을 맞추어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로 구분

하였다.

이를 기존에 제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문항 분석을 통해 사

용한 인지요소들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인지요소 정의

사실

적

이해

단어 및 문장

연결 이해
문맥적 단서를 통해 단어나 문장의 의미 파악하기

세부정보 파악

주장과 의견, 중심문장과 부속 문장, 핵심어, 화제,

명료한 주제 등 명시적으로 진술된 정보의 의미 파

악하기

중심내용 파악
주요 내용을 연결하여 중심 생각을 파악하거나, 거

시적인 차원에서 내용 요약하기

추론

적

이해

생략된 내용

파악

텍스트의 문맥,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생략된

정보를 추론하기

이어질 내용

파악

텍스트의 문맥,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기

글의 구조

파악

비교-대조, 원인-결과, 문제-해결, 주장-논거, 수집/

나열 등 글의 수사적 상위 구조 파악하기

평가

적

이해

단어 및 문장

수준 평가
글의 형식의 적절성과 타당성 평가하기

글 수준의

평가

글의 내용(주장, 가치관, 논거자료)의 적절성과 타당

성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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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에 대한 선행연구의 인지요소 구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검사는 총 24개의 문항이며 5지 선다형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의 구조 및 내용은 <표 Ⅲ-12>와 같다.

<표 Ⅲ-12> 읽기이해 검사 문항 및 텍스트의 구분, 분석 결과

문항 구분 유형 장르 이해 유형
낱말

수

문장

수

단락

수

1
동요 주장하는 글 예술

평가적 이해
178 18 3

2 추론적 이해

3

씨앗 소유권 주장하는 글 사회

사실적 이해

187 18 44 사실적 이해

5 평가적 이해

6
초등학생

체격과 체력
설명하는 글 체육

추론적 이해

146 16 37 사실적 이해

8 사실적 이해

9 공공 물품

무인 대여제
설명하는 글 사회

평가적 이해
224 14 8

10 추론적 이해

11
나노 기술 설명하는 글 과학

사실적 이해
199 13 4

12 추론적 이해

13
민화 설명하는 글 예술

평가적 이해
172 17 4

14 추론적 이해

15

비판과 비난 주장하는 글 사회

사실적 이해

234 22 416 사실적 이해

17 평가적 이해

18 방선균 설명하는 글 과학 사실적 이해 176 16 4

문항 김희경 외(2012) 문항 송미영 외(2011)

1 구조/표현 적절성 평가 13 서술방식과 표현 특성 평가

2 생략된 의미 파악 14 생략된 정보 도출

3 중심내용 파악 15 중심내용파악

4 문장관계파악 16 내용 전개 방식 파악

5 내용 타당성/적절성 평가 17 내용 적절성/타당성 평가

6 함축 의미 파악 18 텍스트의 명시적 의미 파악

7 세부정보파악 19
글의 서술 방식과 표현의 특성

평가

8 단어 의미파악 20 생략된 정보 예측하기

9 내용 타당성/적절성 평가 21 추론하기

10 함축 의미 파악 22 문맥적 의미 파악

11 세부정보파악 23 중심내용 파악

12 구조 / 내용 전개방식 24 구조/전개방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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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텍스트를 Jang(2009)에서 제시한 텍스트 수준의 변인 분석의

틀을 수정하여 비교하였다. 학생들마다 텍스트에 사용된 단어의 수준이

나 글의 장르에 따라서 선호하거나 유리한 문항이나 텍스트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항 수준에서만 인지요소를 구분하였

기에, 텍스트에 따른 변인은 제한하고 문항 수준의 분석만 실시하였다.

읽기이해 검사에 10개의 텍스트 지문이 사용되었으며, 낱말 수, 문장

수, 단락 수, 비고로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개의 텍스트 지문

의 낱말 수는 146~234개가 사용되었으며, 평균 190.5개가 사용되었다.

문장수의 경우 13~22개가 사용되었으며 평균 16.7개가 사용되었다. 단

락 수의 경우에는 3~8개가 사용되었으며 평균 4.4개가 사용되었다. 그

림이 포함된 지문은 [6~8], [13~14], [23~24]으로 텍스트 내용과 관련

된 그림으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서 어렵다고

판단된 단어의 경우 [3~5]에서는 ‘의정서’, [13~14]에서는 ‘장수’,

[18~19]에서는 ‘병원균’에 대한 뜻을 따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2] 본 연구의 검사문항과 인지요소의 관계

19 추론적 이해

20
어니스트

베델
설명하는 글 역사

추론적 이해

221 20 621 추론적 이해

22 사실적 이해

23
의궤 설명하는 글 역사

사실적 이해
168 13 4

24 평가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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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읽기이해검사 문항은 2011년, 2012년에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사용하였으며, 인지요소는 송미영 등

(2011), 김희경 등(2012)이 제시한 인지요소를 바탕으로 Q 행렬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Ⅲ-3]과 같다.

[그림 Ⅲ-3] 읽기이해 관련 8개의 인지요소 간 위계

3) 검사의 차원 및 양호도 검증

인지진단모형은 일차원적 문항반응이론과 차이가 있다. 일차원적 문

항반응이론은 피험자의 능력 혹은 문항수행을 좌우하는 역량을 단일한

연속변수 라고 규정한다. 잠재능력이 높은 사람은 문항에 정답을 반응

할 확률이 높아짐을 수리적으로(예: 로지스틱 함수 이용) 모형화 한다.

반면에 인지진단모형은 피험자의 능력 혹은 문항수행을 좌우하는 역량

을 여러 개의 이분변수(범주형 변수)들의 집합으로 규정하고 있다(강태

훈, 2014). 이에 일차원성 검증이 아닌 다차원성 검증을 DIMPACK(v

1.0)의 DIMTEST와 BILOG-MG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문항을 분석하

여 양호도를 검증하였다.

먼저 DIMTEST의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Ⅲ-13>과 같다. 본질적

일차원성(essential unidimensionality)에 대한 검정인 DIMTEST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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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설()은 검사가 일차원이라는 것이다. DIMTEST 결과를 살펴보

면  값이 1.6085로 유의수준 .05에서 이 문항반응 자료가 일차원이라

는 가정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자료에 대해 인지진단이

론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표 Ⅲ-13> 읽기이해 검사의 DIMTEST의 분석 결과

   p-value

5.9629 4.3491 1.6058 0.0542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읽기 이해력 검사는 모두 객관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모수 로지스틱 모형의 문항 모수 값을 구하였

다. 이를 위해 BILOG-MG 3.0 (Zimowski 외, 1995)을 사용하여 난이

도와 변별도를 추정하였다. 성태제(2004)는 문항난이도(item difficulty)

가 문항이 어떤 능력 수준에서 기능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문항

의 어려운 정도를 알려준다. 문항변별도(item discrimination)는 문항이

피험자를 능력에 따라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문항추측도

(item guessing)는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문항의 답을 맞히는 확률을

말한다.

먼저 성태제(1991, 2001), Baker(1985)가 제시한 문항난이도와 문항변

별도의 범위를 통해 본 검사가 적절하게 제작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표 Ⅲ-14> 언어적 표현에 의한 문항난이도 범위 (성태제, 1991, 2001;

Baker, 1985)

언어적 표현 문항난이도 지수 언어적 표현 변별도 지수

매우 쉽다 -2.0 이하 거의 없다 .17 ~ .34

쉽다 -2.0 ~ -.5 낮다 .34 ~ .68

중간이다 -.5 ~ +.5 적절하다 .68 ~ 1.36

어렵다 +.5 ~ +2.0 높다 1.36 ~ 1.70

매우 어렵다 +2.0 이상 매우 높다 1.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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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읽기 이해력 검사의 문항반응모수를 통한 3모수 로지

스틱모형에서 난이도는 –2.520~0.251의 범위를 보였다. 변별도는

0.802~2.695의 범위를 보였다. 추측도의 경우 0.091~0.244의 범위를 보

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하는 인지진단모형

을 적용하기에 값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에 대한 문항별

모수값은 <표 Ⅲ-15>와 같다.

<표 Ⅲ-15> 읽기이해 검사 문항별 모수값

읽기이해 검사에 대한 문항 모수치 평균은 다음과 같다.

문항

번호

문항반응모수 3모수 로지스틱모형 (표준오차)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

1 -0.181 (0.138) 1.726 (0.260) 0.244 (0.057)

2 -1.190 (0.322) 0.802 (0.116) 0.199 (0.086)

3 -2.111 (0.227) 1.434 (0.184) 0.178 (0.081)

4 -0.570 (0.112) 1.859 (0.211) 0.147 (0.053)

5 0.029 (0.187) 1.189 (0.193) 0.193 (0.065)

6 -2.184 (0.245) 1.322 (0.167) 0.183 (0.083)

7 -0.216 (0.147) 1.339 (0.179) 0.148 (0.058)

8 -2.520 (0.249) 1.586 (0.210) 0.181 (0.082)

9 -0.852 (0.1880 1.056 (0.121) 0.139 (0.063)

10 0.251 (0.111) 1.317 (0.178) 0.107 (0.042)

11 -0.883 (0.147) 1.537 (0.181) 0.151 (0.065)

12 -0.578 (0.123) 1.721 (0.206) 0.150 (0.056)

13 -0.503 (0.118) 1.605 (0.184) 0.126 (0.052)

14 -1.133 (0.239) 0.868 (0.106) 0.146 (0.067)

15 -0.609 (0.095) 2.514 (0.354) 0.169 (0.052)

16 -0.345 (0.092) 2.232 (0.298) 0.159 (0.046)

17 -0.618 (0.097) 2.453 (0.315) 0.175 (0.053)

18 -0.945 (0.140) 2.011 (0.251) 0.220 (0.070)

19 -0.909 (0.115) 2.036 (0.237) 0.146 (0.059)

20 -1.025 (0.134) 1.451 (0.148) 0.115 (0.053)

21 -0.784 (0.075) 2.557 (0.286) 0.091 (0.041)

22 -1.413 (0.131) 2.695 (0.382) 0.207 (0.077)

23 -0.144 (0.086) 1.925 (0.235) 0.112 (0.040)

24 -0.582 (0.099) 2.507 (0.343) 0.20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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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6> 읽기이해 검사 문항 모수치에 대한 평균

읽기 이해력 검사의 선택지 반응 분포와 정답률은 [부록 4]에 제시하

였다. 24개의 문항 모두 5지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번, 6번, 8번,

22번은 난이도가 낮아 다른 문항에 비해서 오답지의 매력이 떨어지거

나 문항이 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문항의 평균 난이도는 –0.834로 쉬운 검사라 할 수 있으며,

평균 변별도는 1.739로 변별도가 매우 높은 검사이다. 검사정보함수와

각 문항에 대한 문항특성곡선은 [부록 7]에 제시하였다.

더불어 검사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는 .874였다. 또한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의 <표 Ⅲ-17>과 같다.

<표 Ⅲ-17> 문항별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 결과 가장 평균이 높은 문항은 8번으로 .96이었고, 가장 평균이

낮은 문항은 10번 문항으로 .05였다.

문항 평균(표준편차) 문항 평균(표준편차)

1 .66(.472) 13 .68(.466)

2 .76(.428) 14 .74(.437)

3 .92(.265) 15 .75(.434)

4 .72(.452) 16 .67(.469)

5 .59(.492) 17 .75(.433)

6 .92(.268) 18 .82(.386)

7 .62(.268) 19 .79(.405)

8 .96(.198) 20 .78(.417)

9 .72(.449) 21 .77(.423)

10 .50(.50) 22 .90(.293)

11 .77(.424) 23 .60(.491)

12 .71(.453) 24 .75(.431)

구분 평균 표준편차

추측도 0.162 0.038

변별도 1.739 0.548

난이도 -0.834 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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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지요소 Q 행렬 타당화

전술한 읽기 이해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인지요소간의 위계를 설

정하였다. 위계설정은 국어과 교육과정과 송미영 등(2011), 김희경 등

(2012)의 연구를 바탕으로 1차 선정 후에 국어교육 전문가와 교육평가

전문가, 특수교사 등의 자문단 합의를 통해 2차로 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Q 행렬을 제작하였다. <표 Ⅲ-18>에 따르면 1번 문항

을 풀기 위해서는 인지요소 1과 인지요소 7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2번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인지요소 3, 4, 5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비보상모형은 하나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지요소 중에 하나라도 누락되었을 경우 문항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18> 본 검사에서 제안한 8가지 인지요소 Q 행렬

문항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합
A1 A2 A3 A4 A5 A6 A7 A8

1 1 0 0 0 0 0 1 0 2

2 0 1 1 1 0 0 0 0 3

3 0 1 1 0 0 0 0 0 2

4 1 0 0 0 0 0 0 0 1

5 0 1 1 0 0 0 0 1 3

6 0 1 1 0 1 0 0 0 3

7 0 1 0 0 0 0 0 0 1

8 1 0 0 0 0 0 0 0 1

9 0 1 1 0 0 0 0 1 3

10 0 1 1 0 1 0 0 0 3

11 0 1 0 0 0 0 0 0 1

12 1 0 0 0 0 1 0 0 2

13 1 0 0 0 0 0 1 0 2

14 0 1 1 1 0 0 0 0 3

15 0 1 1 0 0 0 0 0 2

16 1 0 0 0 0 0 0 0 1

17 0 1 1 0 0 0 0 1 3

18 0 1 0 0 0 0 0 0 1

19 1 0 0 0 0 1 0 0 2

20 0 1 1 1 0 0 0 0 3

21 1 0 0 0 0 1 0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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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읽기이해 검사에서 아동들의 인지상태를 진단하기 위

하여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읽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Q 행렬을 제시하였다. Q 행렬이 통계적으로 타당한지를 확인하

고자 인지진단모형 중 Fusion 모형을 활용하여 타당도를 검증해보았으

며, 어떤 Q 행렬이 읽기이해 검사 분석에 더 적합한지 확인해보았다.

1,000명의 검사결과를 가지고 R project의 CDM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

석하였다.

(1) 8개 인지요소 Q 행렬

➀ 자카드 계수 분석

Q 행렬에서 서로 겹치거나 유사한 인지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자

카드 계수를 산출하여 Q 행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Henning(2004)가 상용한 기준에 따라 ‘자카드 계수 > 0.50’이면 유사성

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8개의 인지요소로 구성

된 Q 행렬에 대한 자카드 계수 산출 결과는 <표 Ⅲ-19>와 같다.

 
<표 Ⅲ-19> 읽기이해 검사 8가지 인지요소 Q 행렬 자카드 계수

22 1 0 0 0 0 0 0 0 1

23 0 1 1 0 0 0 0 0 2

24 1 0 0 0 0 0 1 0 2

합 10 14 11 3 2 3 3 3 49

인지

요소
1 2 3 4 5 6 7 8

1

2 0.000

3 0.000 0.785

4 0.000 0.357 0.272

5 0.000 0.142 0.5 0.000

6 0.3 0.000 0.000 0.000 0.000

7 0.3 0.000 0.000 0.000 0.000 0.000

8 0.000 0.214 0.000 0.000 0.000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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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9>에 나타는 자카드 계수는 읽기이해 검사 Q 행렬에 나타

난 8개의 인지요소 간의 유사성을 산출한 것으로 인지요소 2와 인지요

소 3의 유사성이 0.7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지요소 2와 3과 관련된 문항 중 78.5%에 해당하는 문항에서

두 가지 인지요소가 동시에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즉, Henning(2004)

의 기준에 의하면 인지요소 2와 인지요소 3의 유사성이 높아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➁ 모수 추정치에 의한 타당화

Fusion 모형에서의 Q 행렬 타당화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하

였다. 1차 설정된 Q 행렬을 바탕으로 실제의 경험적 자료를 가지고 모

수 추정의 수렴이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문항과 속성간의 관계를 정교

화하기 위하여 
 모수 추정치가 0.9보다 작은지와 

 모수 추정치가

0.9에 가깝게 추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문항에 해당되는 속성을 삭제하

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거친다(Hartz, 2002).

R program의 CDM 패키지를 활용하여 Fusion 모형의 문항 모수 및

학생 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Ⅲ-20>과 같다.

<표 Ⅲ-20> 읽기이해 검사 Fusion 모형에 의한 문항 모수 추정치

문항  
 

 
 

 
 

 
 



1 0.891 0.471 0.683

2 0.872 0.792 0.837 0.863

3 0.990 0.841 0.901

4 0.875 0.334

5 0.771 0.628 0.653 0.862

6 0.954 0.858 0.910 0.969

7 0.766 0.347

8 0.990 0.885

9 0.891 0.873 0.805 0.562

10 0.942 0.375 0.432 0.590

11 0.908 0.462

12 0.930 0.503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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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tz(2002)와 Roussos 등(2007)은 
 > 0.9인 경우, 해당 문항의 정

답을 맞히는데 인지요소 가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김희

경 외, 2012). 즉, 문항 에 연결되어 있는 인지요소 가 문항 정답여부

에 크게 관여하지 않아 변별력이 낮다는 뜻이다. 즉, Q 행렬 간소회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항 자체가 쉬운 경우(문항 정

답률 자체가 높은 경우)에는 
도 당연히 높게 추정되기 때문에 문항

정답률 차제가 쉬운 경우는 수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표 Ⅲ-20>의 문항 모수 추정치에 따라 해당 문항의 정답을 맞히는

데 인지요소 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즉 
 > 0.9인 경우(단 해당 문

항의 정답률 자체가 높은 경우(3번, 6번, 8번, 22번 제외)를 제외하면

모두 0.9 보다 작기 때문에 모든 인지요소가 해당 문항을 푸는데 기여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기준값인 
값의 경우 0.9에 가깝지 않은 문항으로 5

번과 7번의 경우 
값이 0.771과 0.766으로 Q 행렬에 대한 수정을 통해

값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처음 제안한 8개의 읽기이해 인지속성 Q 행렬은 자카드 계수 검증과

Fusion 모형의 문항모수 추정치 검토에 따라 인지요소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수진(2010)이 제안한 문항과 속성의

관계, 속성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고, 8개의 인지요소 가운데 수정이 가

13 0.983 0.449 0.509

14 0.892 0.753 0.784 0.777

15 0.981 0.488 0.550

16 0.847 0.258

17 0.993 0.699 0.700 0.537

18 0.963 0.479

19 0.989 0.604 0.498

20 0.989 0.788 0.835 0.245

21 0.999 0.426 0.463

22 0.993 0.679

23 0.900 0.412 0.391

24 1.000 0.4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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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인지요소 2와 3의 경우 모두 사실적 이해에 포함되어 있으며, 글

의 표면적 내용을 묻는 문항이기에 합쳐서 인지요소를 제시할 수 있다

는 국어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Q 행렬의 수정을

진행하였다.

(2) 수정된 7개 인지요소 Q 행렬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제안한 원래의 8가지 Q 행렬에서 수정이 필

요하였기에, 측정평가 전문가와 특수교육 전문가, 국어교육 전문가와 함

께 Q 행렬 수정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사실적 이해 내의 인지요소 2

인 ‘세부정보 파악’과 인지요소 3인 ‘중심내용 파악’을 하나의 인지속성

으로 합쳐서 총 7개의 인지요소에 대한 최종적인 Q 행렬을 완성하였

다. 이러한 인지요소를 수정한 사실적 이해는 <표 Ⅲ-21>과 같다.

<표 Ⅲ-21> 재구조화하여 확정된 7개의 인지요소

인지속성의 선정 기준은 첫째, 기존의 읽기이해에 대한 기준인 교육

과정의 영역을 세분화하고, 8가지 인지요소 중 일부를 통합하는 방향으

로 진행하였다, 이는 타당한 Q 행렬의 개발 및 연구 결과의 해석을 위

한 인지적 속성의 수를 적정화하기 위함이다. 둘째, 읽기이해 문항은 읽

기이해에 대한 수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지적 속성을 새로 정의

하기 보다는 기존의 인지요소에 대한 정의들 중 유사한 것을 통합하여

새로운 속성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재구조화된 인지속성은 사실적 이

해에 단어 및 문장 연결 이해, 세부/중심 내용 이해의 두 가지 인지요

소로 구성하였다. 세부 내용 이해와 중심내용 파악은 텍스트에 제시된

표면적 정보 형태의 확인 수준의 기술이기 때문에 국어 교육 전문가와

1차 제안된 인지속성 재구조화된 인지속성 구분

A1 단어 및 문장 연결 이해 B1 단어 및 문장 연결 이해
사실적

이해
A2 세부 정보 이해

B2 세부 / 중심 내용 파악
A3 중심내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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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의 합의를 거쳐,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와는 구분되는 인지

요소로서 요소 간 결합을 진행하였다. 추론적 이해는 생략된 내용 파악

하기와 이어질 내용 파악하기, 그리고 글의 구조 파악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적 이해는 단어 및 문장 수준 평가, 글 수준의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수정된 Q 행렬을 기반으로 문항을 다시 재구조화하였으며, 총 24개

의 문항이 7개의 인지요소 중에 하나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각 인지요

소와 포함된 문항은 <표 Ⅲ-22>와 같다.

<표 Ⅲ-22> 7가지 인지요소 및 문항 배치

각 인지요소당 2~6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문항에 대한 구체

적인 설명은 초기에 설정한 Q 행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수

정된 7개의 인지요소의 위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Ⅲ-4]와 같다.

구분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인지

요소

B1 B2 B3 B4 B5 B6 B7

단어 및

문장 연결

이해

세부 및

중심내용

파악

생략된

내용

파악

이어질

내용

파악

글의

구조

파악

단어 및

문장 수준

평가

글

수준의

평가

문항
4, 8, 16,

22

3, 7, 11,

15, 18,

23

2, 14,

20
6, 10

12, 19,

21
1, 13, 24

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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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읽기이해 관련 수정된 7개의 인지요소의 위계

➀ 자카드 계수 분석

기존의 8개 인지요소의 Q 행렬에서 자카드 계수 수정이 필요한 인지

요소는 인지요소 2와 3이었다. 이에 7개의 인지요소로 Q 행렬을 수정

하여 다시 서로 겹치거나 유사한 인지요소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Ⅲ-23> 읽기이해 검사 7개의 인지요소 Q 행렬 자카드 계수

<표 Ⅲ-23>에 나타는 자카드 유사성 계수는 모든 인지요소 간의 자

카드 계수가 0.50 미만으로 나타나 7가지 인지적 속성 간 유사성이 낮

은 것을 확인되었다. 이를 통하여 처음에 제안된 8개의 인지요소 Q 행

렬보다 인지요소 간 유사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인지요소

간 관련된 문항에서 두 가지 인지요소가 나타난 문항이 처음에 제안한

인지

요소
1 2 3 4 5 6 7

1

2 0.000

3 0.000 0.214

4 0.000 0.142 0.000

5 0.300 0.000 0.000 0.000

6 0.300 0.000 0.000 0.000 0.000

7 0.000 0.214 0.000 0.000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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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렬보다 타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➁ 모수 추정치에 의한 타당화

Fusion 모형에서 이전에 사용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7개의 인지

요소로 재구조화한 Q 행렬을 통하여 문항 모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는 아래의 <표 Ⅲ-24>와 같다.

<표 Ⅲ-24> 읽기이해 검사 Fusion 모형에 의한 문항 모수 추정치

    
모수 추정치의 결과 6개의 인지속성에서 

이 0.9를 넘는 문항은 6번

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항 자체가 쉬운 경우에 해당 이 되

문항  
 

 
 

 
 

 


1 0.960 0.467 0.598

2 0.870 0.798 0.783

3 0.980 0.844

4 0.864 0.334

5 0.758 0.577 0.723

6 0.999 0.923 0.697

7 0.778 0.359

8 0.990 0.879

9 0.883 0.764 0.651

10 0.938 0.397 0.335

11 0.918 0.548

12 0.989 0.512 0.442

13 0.997 0.398 0.613

14 0.881 0.754 0.727

15 0.952 0.415

16 0.833 0.252

17 0.997 0.631 0.541

18 0.963 0.590

19 0.998 0.545 0.685

20 0.998 0.783 0.416

21 0.994 0.405 0.651

22 0.992 0.659

23 0.908 0.357

24 0.999 0.384 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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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인지요소를 숙달하지 못해도 정답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

에 수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재구조화된 7개의 인지속성 Q

행렬이 문항모수 추정치를 통하여 24개의 읽기이해 문항을 푸는데 모

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값은 문항 를 푸는데 필

요하다고 가정한 인지요소를 모두 숙달한 학생이 자신이 숙달한 인지

요소를 정확히 사용하여 문항 의 정답을 맞힐 확률, 즉 Q 행렬에 기반

한 조건부 정답 확률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Q 행렬에 명시된

인지요소들이 피험자의 수행을 잘 예측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값이 낮았던 문항 5번, 7번의 경우 0.9보다 크지는 않지만 Jang(2009)

이 지적한 것과 같이 인지요소가 정확하게 문항을 푸는데 기여하더라

도, Q 행렬에 기반한 조건부 정답 확률이 낮게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Jang(2009)은 영어의 독해력 검사 연구에서 특정

한 문항이 다른 문항에 어려운 경우 
가 0.46에서 0.56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가 모두 0.75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런 문항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와 해석을 바탕으로 Q 행렬 수정

에 대한 통계적 검증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인지요소가 7개가

포함된 최종적인 Q 행렬을 확정하였다. 최종 확정된 Q 행렬은 아래의

<표 Ⅲ-25>와 같다.

<표 Ⅲ-25> 본 연구에서 확정한 읽기이해 인지요소 7개 Q 행렬

문항 인지요소1 인지요소2 인지요소3 인지요소4 인지요소5 인지요소6 인지요소7

1 1 0 0 0 0 1 0

2 0 1 1 0 0 0 0

3 0 1 0 0 0 0 0

4 1 0 0 0 0 0 0

5 0 1 0 0 0 0 1

6 0 1 0 1 0 0 0

7 0 1 0 0 0 0 0

8 1 0 0 0 0 0 0

9 0 1 0 0 0 0 1

10 0 1 0 1 0 0 0

11 0 1 0 0 0 0 0

12 1 0 0 0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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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요소 1인 ‘단어 및 문장연결 이해’가

적용된 문항은 총 10문항이고, 인지요소 2인 ‘세부/중심내용 파악’이 적

용된 문항은 총 24문항으로 가장 많다. 인지요소 3인 ‘생략된 내용 파

악’이 적용된 문항은 총 3문항이고, 인지요소4인 ‘이어질 내용 파악’이

적용된 문항이 2문항으로 가장 적다. 나머지 인지요소 5, 6, 7이 적용된

문항이 각 3문항으로 이렇게 최종 확정된 7개의 인지요소 Q 행렬로 분

석을 진행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1.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인지프로파일은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가?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읽기이해력 인지프로파일을 확인하기

위하여 R project CDM packages를 활용한 Fusion 모형 분석을 통하여

모수를 추정하고, 숙달확률을 산출하였다. 숙달확률에 따른 숙달수준의

구분을 0~0.3 미만은 미숙달(0), 0.3~0.7미만은 판단 보류(2), 0.7~1.0은

13 1 0 0 0 0 1 0

14 0 1 1 0 0 0 0

15 0 1 0 0 0 0 0

16 1 0 0 0 0 0 0

17 0 1 0 0 0 0 1

18 0 1 0 0 0 0 0

19 1 0 0 0 1 0 0

20 0 1 1 0 0 0 0

21 1 0 0 0 1 0 0

22 1 0 0 0 0 0 0

23 0 1 0 0 0 0 0

24 1 0 0 0 0 1 0

총합 10 14 3 2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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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1)로 설정하여 숙달수준을 확인하고,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읽기이해 학습장애 보통 성취아동, 읽기이해 우수아동간 숙달확률의 차

이를 ANOVA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집단에서 높

은 숙달을 보인 인지요소와 읽기이해의 수준을 확인하였다.

2.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인지프로파일의 특성은 어떠한가?

Fusion 모형을 통해 분석한 인지프로파일의 숙달확률에 따라서 사실

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를 기준으로 한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

험아동의 특성을 제시하고, 이해수준에 따라서 유형을 구분하여 특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숙달수준에 따른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특성

을 중심으로 읽기이해의 위계를 바탕으로 한 학습순서와 인지진단 결과

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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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읽기이해 인지프로파일 숙달확률과 숙달수준

연구문제 1.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인지프로파일은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최종 확정된 Q 행렬을 기반으로 R project를 사용하

여 Fusion 모형을 통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인지요소의 숙달기

준인 숙달확률(PPM)을 0.7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각 인지요소에 대한

숙달과 미숙달 사이의 판단보류 기준을 추가하였다. 분석결과는 전체

아동과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읽기이해 보통 성취아동, 읽기이해

우수 성취아동의 인지요소 숙달확률과 숙달수준을 차례로 제시하였다.

1) 전체 아동

최종 확정된 Q 행렬을 통하여 7개 인지요소에 대한 1,000명의 전체

아동에 대한 인지요소 숙달확률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표 Ⅳ-1> 인지요소에 따른 기술통계

전체 아동의 인지요소 숙달확률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가장 숙달확

률이 높은 인지요소는 추론적 이해 중에 하나인 인지요소 4(이어질 내

이해 구분 인지요소
숙달확률

평균 표준편차

사실적 이해
1 0.741 0.402

2 0.633 0.439

추론적 이해

3 0.721 0.325

4 0.830 0.244

5 0.668 0.324

평가적 이해
6 0.511 0.335

7 0.399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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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파악)로 0.83이었다. 가장 숙달확률이 낮은 인지요소는 평가적 이해

중에 하나인 인지요소 7(글 수준의 평가)로 0.399였다. 이를 숙달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본다면 0.7이상의 값을 가진 인지요소 1, 인지요소 3, 인

지요소 4만을 전체 학생이 평균적으로 숙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는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의 인지요소들이다. 반면에 나머지

인지요소 2, 인지요소 5, 인지요소 6, 인지요소 7은 0.3이상 0.7미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인지요소를 숙달했는지 판단하기 힘든 ‘판단보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아동들에게 평가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숙달하기 어려운 읽기이해 인지요소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Ⅳ-1] 전체 아동의 이해수준, 인지요소별 숙달확률의 평균

[그림 Ⅳ-1]을 살펴보면 전체 아동들의 이해수준별, 인지요소별 숙달

한 인지요소와 판단보류인 인지요소를 시각적으로 잘 구별할 수 있으

며, 평균적으로는 추론적 이해의 인지요소 3과 인지요소 4인 생략된 내

용 파악하기와 이어질 내용 파악하기가 가장 높은 숙달을 보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숙달확률의 기준에 따라 0이상 0.3미만

은 미숙달(0), 0.3이상 0.7미만은 판단보류(2), 0.7이상 1이하는 숙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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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숙달수준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아동의 수와 비율은

<표 Ⅳ-2>와 같다.

<표 Ⅳ-2> 숙달수준에 따른 인지요소별 아동 수(비율)

숙달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인지요소 4를 숙달한 아동 수가 가장

많으며, 상대적으로 미숙달한 아동 수가 가장 적었다. 이와 반대로 인지

요소 7을 숙달한 아동 수가 가장 적었으며, 상대적으로 미숙달한 아동

수가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하여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를 숙달한

아동의 수가 평가적 이해를 숙달한 아동보다 더 많고, 평가적 이해를

숙달하지 못한 아동들이 사실적 이해나 추론적 이해를 숙달하지 못한

아동보다 많은 것은 이해의 수준에 따라 아동들의 인지요소의 숙달여

부가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해에서의 위계는 어느 정도 존재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2] 전체 아동의 숙달수준에 따른 비율

이해 구분 인지요소 숙달(1) 판단보류(2) 미숙달(0)

사실적 이해
1 714(71.4) 56(5.6) 230(23)

2 608(60.8) 59(5.9) 333(33.3)

추론적 이해

3 671(67.1) 147(14.7) 182(18.2)

4 779(77.9) 160(16) 61(6.1)

5 565(56.5) 232(23.2) 203(20.3)

평가적 이해
6 410(41) 236(23.6) 354(35.4)

7 323(32.3) 159(15.9) 51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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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를 통하여 숙달수준에 따른 아동 수의 차이를 명확히 확

인할 수 있으며, 숙달한 인지요소의 비율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숙달

하지 못한 인지요소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인지요소 숙달확률의 빈도 분석에 대한 결과는 [부록 8]에

제시하였다.

2) 집단별 분석 결과

읽기이해 검사에 따라 세 집단으로 구분한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

아동과 읽기이해 보통 성취아동, 읽기이해 우수 성취아동의 숙달확률과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세 집단의 인지요소

숙달확률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ANOVA 분석을 실시하였

다. IBM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3>과 같

다.

<표 Ⅳ-3> 읽기이해 검사의 집단별 인지요소 숙달확률 차이 검정 결과

구분
인지

요소
집단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사실적

이해

1

위험아동(a) 0.04 0.10
959.7 c>b>a보통아동(b) 0.85 0.29

우수아동(c) 1.00 0.00

2

위험아동(a) 0.01 0.04
493.4 c>b>a보통아동(b) 0.69 0.39

우수아동(c) 1.00 0.00

추론적

이해

3

위험아동(a) 0.26 0.21
433.2 c>b>a보통아동(b) 0.77 0.27

우수아동(c) 0.96 0.09

4

위험아동(a) 0.44 0.23
634.2 c>b>a보통아동(b) 0.89 0.16

우수아동(c) 0.99 0.03

5

위험아동(a) 0.38 0.20
206.5 c>b>a보통아동(b) 0.66 0.33

우수아동(c) 0.96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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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01

먼저 인지요소 숙달확률의 평균을 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7개의 인지

요소 모두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이 가장 낮았고, 읽기이해 보통

성취아동이 중간값을 가졌으며, 읽기이해 우수 성취아동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7개의 인지

요소에 대하여 숙달확률의 F 값이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인지요소 6만 Scheffe 검

정 결과 보통 성취아동과 위험아동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3] 집단별 인지요소 숙달비율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조작적 정의를 통해 분류한 읽기이해 위

평가적

이해

6

위험아동(a) 0.38 0.21
182.6 c>b>a보통아동(b) 0.44 0.33

우수아동(c) 0.86 0.15

7

위험아동(a) 0.17 0.15
328.3 c>b>a보통아동(b) 0.33 0.32

우수아동(c) 0.82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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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아동의 경우 사실적 이해의 인지요소 1과 인지요소2, 그리고 추론적

이해의 인지요소 3과 평가적 이해의 인지요소 7을 숙달하지 못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또한 인지요소 4, 인지요소 5, 인지요소 6의 경우

0.3~0.7 사이로 ‘판단보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숙달확률의 기준에 따라 미숙달(0), 판

단보류(2), 숙달(1)로 구분하여 집단별 인지 프로파일을 구분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숙달수준에 따른 아동의

수와 비율은 <표 Ⅳ-4>와 같다.

<표 Ⅳ-4>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숙달수준에 따른 아동 수(비율)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을 대상으로 인지요소 숙달비율을 분석

한 결과, 숙달한 인지요소의 경우 인지요소4 (이어질 내용 파악)가

12.3%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미숙달의 경우 인지요소2 (세부/중심내용

알기)가 99.4%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또한 사실적 이해에 포함된 인지

요소1 (단어 및 문장 연결 알기)과 인지요소2 (세부/중심내용 알기)를

숙달한 아동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지요소별로 그림

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그림 Ⅳ-4]와 같다.

이해구분 인지요소 숙달(1) 판단보류(2) 미숙달(0)

사실적 이해
1 0(0) 7(4.1) 164(95.9)

2 0(0) 1(0.6) 170(99.4)

추론적 이해

3 5(2.9) 56(32.7) 110(64.3)

4 21(12.3) 101(59.1) 49(28.7)

5 15(8.8) 82(48) 74(43.3)

평가적 이해
6 11(6.4) 101(59.1) 59(34.5)

7 1(0.6) 30(17.5) 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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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읽기이해 위험아동 인지요소 숙달비율 분석 결과

분석 결과를 통하여 읽기이해 위험아동의 경우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보다 사실적 이해에 대한 영역이 가장 학습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해 수준의 선형적 위계성의 가정과는 차이가 나

는 결과이다. 읽기 이해의 수준과 위계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며,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보통 성취아동과의 비

교를 통하여 읽기이해의 수준에 대하여 더 살펴볼 수 있다.

읽기이해 보통성취아동의 숙달수준에 따른 아동의 수와 비율은 <표

Ⅳ-5>와 같다.

<표 Ⅳ-5> 읽기이해 보통 성취아동의 숙달수준에 따른 아동 수(비율)

읽기이해 보통 성취아동을 대상으로 인지요소 숙달비율을 분석한 결

이해구분 인지요소 숙달(1) 판단보류(2) 미숙달(0)

사실적

이해

1 516(81.8) 49(7.8) 66(10.5)

2 410(65) 58(9.2) 163(25.8)

추론적

이해

3 472(74.8) 87(13.8) 72(11.4)

4 561(88.9) 58(9.2) 12(1.9)

5 356(56.4) 146(23.1) 129(20.4)

평가적

이해

6 216(34.2) 126(20) 289(45.8)

7 143(22.7) 116(18.4) 3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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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숙달한 인지요소의 경우 추론적 이해의 인지요소 4(이어질 내용 파

악)가 88.9%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이 사실적 이해의 인지요소

1이 81.8%였다. 미숙달 인지요소의 경우 평가적 이해의 인지요소 6과 7

이 각각 45.8%와 59%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를 통하여 보통 성취아

동의 경우에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에 대한 숙달이 높았으며, 상대

적으로 높은 이해의 수준인 평가적 이해에서는 어려움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인지요소별로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그림 Ⅳ-5]와

같다.

[그림 Ⅳ-5] 보통 성취아동의 숙달수준에 따른 비율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읽기이해 보통 성취아동의 경우 사실적 이해

와 추론적 이해에 대한 숙달은 높은 반면, 평가적 이해에 대한 추가적

인 학습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해 수준의 선형적

위계성의 가정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제시하였

다.

마지막으로 읽기이해 우수 성취아동의 숙달수준에 따른 아동의 수와

비율은 <표 Ⅳ-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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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읽기이해 우수 성취아동의 숙달수준에 따른 아동 수(비율)

읽기이해 우수 성취아동을 대상으로 인지요소 숙달비율을 분 석한

결과, 사실적 이해에 포함된 인지요소 1과 인지요소 2는 모두 숙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론적 이해의 경우 인지요소 3~5가 98%와 99.5%

로 높았으며, 평가적 이해의 경우 인지요소 6과 7이 92.4%와 90.4%로

상대적으로는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숙달 인지요소

의 결과에서도 평가적 이해만 미숙달한 아동이 각각 3명씩 존재하였다.

숙달과 미숙달의 경계에 있는 판단보류의 경우에도 사실적 이해에 해

당되는 아동은 한 명도 없는 반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로 갈수록

포함되는 아동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해의

수준이 선형적 위계를 이룬다는 가정을 충족하고 있는 결과로 읽기이

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읽기이해 보통 성취아동이 보이는 결과와는 차

이가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제시하였다. 우수아동 숙달수준에

대한 비율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Ⅳ-6]과 같다.

이해구분 인지요소 숙달(1) 판단보류(2) 미숙달(0)

사실적 이해
1 198(100) 0(0) 0(0)

2 198(100) 0(0) 0(0)

추론적 이해

3 194(98) 4(2) 0(0)

4 197(99.5) 1(0.5) 0(0)

5 194(98) 4(2) 0(0)

평가적 이해
6 183(92.4) 9(4.5) 6(3)

7 179(90.4) 13(6.6)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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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읽기이해 우수 아동 숙달수준에 따른 비율

이러한 결과는 그림으로 구분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읽기이해의

위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집단은 읽기이해 우수 아동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인지 프로파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읽기이해 수준에 따른 집단

별 결과는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의 위계가 읽기이해

성취에 따라 구분한 우수집단, 보통집단, 위험집단에 따라 어려움을 느

끼는 인지요소나 이해의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읽기이해 인지프로파일의 특성

연구문제 2.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인지프로파일의 특성은

어떠한가?

  읽기이해 위험아동의 경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숙달확률을 기준으로

숙달수준을 구분하였다. 이를 통하여 인지요소를 구분한 기준인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를 숙달하지 않은 영역에 따라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 아동들을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림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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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Ⅳ-7]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숙달수준에 따른 5가지 유형

이들의 인지프로파일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읽기이해 인지요소별 숙

달수준과 인지프로파일에 따라 살펴보고, 이러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숙달수준에 따른 인지프로

파일의 특성

(1)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모두 숙달하지 못한 아

동들 (유형 1)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가운데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

적 이해를 모두 미숙달한 아동은 총 31명(18%)이다. 이들의 검사 총점

은 1점에서 11점까지 분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총점의 결과와는 별도

로 7개의 인지요소를 모두 숙달하지 못한 아동이 31명이나 되며, 이들

에게는 읽기이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Ⅳ

-7>에서는 이러한 아동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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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사례(유형 1)

(숙달 프로파일 : 0=숙달, 응답 프로파일 : 0=오답, 1=정답)

특히, 125번 아동의 경우 총점 기준으로 11점(24점 만점)으로 10개

이상의 문항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7개의 인지요소를 모두 숙달하

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전검사이론에 기반한 총점

기준에서는 1개 문항을 맞춘 아동과 다른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만, 인지진단이론에 근거한 읽기이해 인지요소 숙달수준은 7

개의 인지요소를 모두 미숙달하여, 전반적인 읽기이해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사실적 이해, 평가적 이해를 모두 숙달하지 못한 아동들 (유형

2)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가운데 사실적 이해와 평가적 이해를

모두 숙달하지 못한 아동들은 24명(14%)이었다. 이런 특성을 보이는 아

동들은 사실적 이해, 평가적 이해에 대한 학습능력이 가장 부족한 반면

에 추론적 이해의 경우, 미숙달, 판단보류, 숙달이 혼재한 인지적 특성

을 보이고 있다. 응답 프로파일은 아동 모두 다른 패턴을 나타내었다.

이들의 총점 분포는 5점에서 12점까지였으며 대표적인 사례만 제시하면

<표 Ⅳ-8>과 같다.

아동 ID 숙달 프로파일 응답 프로파일 총점

1 0000000 000000000000010000000000 1

2 0000000 000000000001000001000000 2

6 0000000 110000000000000001000000 3

7 0000000 010000000000000011000100 4

20 0000000 011010010000000100000000 5

25 0000000 011001001000001000000010 6

50 0000000 001000010010000001100101 7

60 0000000 011011010010000001000100 8

79 0000000 001111111000010000000100 9

125 0000000 0011000100100110011011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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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사례(유형 2)

(숙달 프로파일 : 0=숙달, 2=판단보류, 1=숙달, 응답 프로파일 : 0=오답, 1=정답)

사실적 이해와 평가적 이해를 모두 숙달하지 못한 아동들을 빈도순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인지프로파일은 [0020200]으로 9

명이였다. 이들이 숙달하지 못한 인지요소는 1, 2, 4, 6, 7이었다.

<표 Ⅳ-9>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프로파일 유형, 수, 미숙달

인지요소(유형 2)

유형 2에 포함되는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은 모두 사실적 이해

와 평가적 이해에 대한 인지요소들을 숙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읽기

이해의 수준에 위계에 따라서 사실적 이해에 대한 우선적인 학습이 필

요할 것이다. 추론적 이해에 대해서는 0.7 이상의 숙달확률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0.3~0.7 사이의 판단보류를 보이거나 [0022100]이나 [0010100]

과 같이 인지요소 5인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에 대한 숙달한 아동도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학습순서와 평가결과가 필요하다.

아동 ID 숙달 프로파일 응답 프로파일 총점

13 0020200 101000010001000000010000 5

33 0020200 000010100001000001010100 6

53 0020200 001010010010000000111100 8

85 0020000 001000110000011011010100 9

96 0020200 111000011010000100011100 10

114 0020200 011100110011011000010100 11

165 0010100 011000011001011011110001 12

번호 숙달 프로파일 빈도수 미숙달 인지요소

1 0020200 9 1, 2, 4, 6, 7

2 0020000 4 1, 2, 4, 5, 6, 7

3 0002000 3 1, 2, 3, 5, 6, 7

4 0022000 3 1, 2, 5, 6, 7

5 0000200 3 1, 2, 3, 4, 6, 7

6 0022100 1 1, 2, 6, 7

7 0010100 1 1, 2, 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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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적 이해만 숙달하지 못한 아동들 (유형 3)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가운데 사실적 이해만 숙달하지 못한

유형은 108명(62.8%)으로 가장 많은 아동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에게

는 사실적 이해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와 더불어 평가적, 추론적 이해에

대한 추가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이들의 읽기이해 검사 총점은 4점에서

12점까지 분포하였다. 응답 프로파일은 아동 모두 다른 패턴을 나타내

었다. 이 중 유형 3에 속하는 아동들의 각 총점별로 대표적인 사례만

제시하면 <표 Ⅳ-10>과 같다.

<표 Ⅳ-10>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사례(유형 3)

(숙달 프로파일 : 0=숙달, 2=판단보류, 1=숙달, 응답 프로파일 : 0=오답, 1=정답)

이를 빈도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유

형은 [0002020]으로 26명이다. 이들이 숙달하지 못한 인지요소는 1, 2,

3, 5, 7이였다.

<표 Ⅳ-11>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프로파일 유형, 수, 미숙달

인지요소(유형 3)

아동 ID 숙달 프로파일 응답 프로파일 총점

8 0002020 001001000100001000000000 4

19 0002020 110001000000000001000001 5

21 0002020 011001010000001000000001 6

52 0002220 101011010000010000100000 7

54 0002220 001011010100010000100100 8

94 0002220 011001010100010001100100 9

95 0022020 100011010010000110010110 10

123 0022220 011001011010010011010100 11

167 0022220 011001011010000011111100 12

171 0001210 111111011100001101000000 12

번호 숙달 프로파일 빈도수 미숙달 인지요소

1 0002020 26 1, 2, 3, 5, 7

2 0002220 24 1, 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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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에 포함되는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은 모두 사실적 이해

를 숙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선적인 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추론적 이해와 평가적 이해에 대해서는 숙달, 미숙달, 판단보류가 모두

혼재하였다. 이들에게는 사실적 이해에 대한 우선적인 숙달을 목표로

학습을 제공하되, 추론적 이해와 평가적 이해를 숙달 수준까지 향상시

킬 수 있는 개별적인 학습순서와 평가결과가 필요하다.

(4) 평가적 이해만 숙달하지 못한 아동들 (유형 4)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가운데 평가적 이해만 숙달하지 못한

아동들은 3명(1.8%)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점은 모두 12점이었으며,

읽기이해 위험아동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아동들로 사실적

이해의 경우 인지요소 1은 판단보류, 인지요소 2는 미숙달로 공통적인

특징을 나타내었다. 추론적 이해 경우 인지요소는 판단보류이거나 숙달

한 경우였다. 응답 프로파일은 3명의 아동 모두 다른 양상을 보였다.

3 0022220 19 1, 2, 7

4 0002222 7 1, 2, 3

5 0022122 5 1, 2

6 0022222 5 1, 2

7 0001210 4 1, 2, 3, 7

8 0001212 3 1, 2, 3

9 0001222 3 1, 2, 3

10 0022020 2 1, 2, 5, 7

11 0011112 1 1, 2

12 0012122 1 1, 2

13 0012220 1 1, 2, 7

14 0021122 1 1, 2

15 0020200 1 1, 2, 4, 6, 7

16 0001111 1 1, 2, 3

17 0001112 1 1, 2, 3

18 0001122 1 1, 2, 3

19 0001020 1 1, 2, 3, 5, 7

20 0002122 1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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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사례(유형 4)

(숙달 프로파일 : 0=숙달, 2=판단보류, 1=숙달, 응답 프로파일 : 0=오답, 1=정답)

이를 빈도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 명의 아동 모두 다른 프

로파일 유형을 보였으나, 미숙달한 인지요소는 모두 인지요소 2, 5, 7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표 Ⅳ-13>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프로파일 유형, 수, 미숙달

인지요소(유형4)

유형 4에 포함되는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은 읽기이해의 수준

에 따라 평가적 이해에 선행하는 사실적 이해와 평가적 이해를 중점적

으로 지도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이들에게 맞는 개별적인 인

지진단 결과에 따른 학습순서와 지도방안이 필요하다.

(5) 기타 인지프로파일을 보이는 아동들(유형 5)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가운데 기타 인지프로파일을 보여 특성

을 유형화하기 어려운 아동들은 5명(2.9%)이었다. 이들에게는 인지요소

의 숙달/미숙달/판단보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해의 수준에 따

른 규칙이나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 ID 숙달 프로파일 응답 프로파일 총점

150 2021000 100101010010000111101110 12

154 2022000 010101011010011110100100 12

160 2012200 010101111010010000011101 12

번호 숙달 프로파일 빈도수 미숙달 인지요소

1 2021000 1 2, 5, 6, 7

2 2022000 1 2, 5, 6, 7,

3 2012200 1 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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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사례(유형 5)

(숙달 프로파일 : 0=숙달, 2=판단보류, 1=숙달, 응답 프로파일 : 0=오답, 1=정답)

이를 빈도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네 명의 아동 모두 다른 프

로파일 유형을 보였으며, 미숙달 인지요소도 각기 달라서 그 특징을 일

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모든 이해 영역에서 미숙달을 보

이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인 학습순서와 평가결과가 필요하다.

<표 Ⅳ-15>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프로파일 유형, 수, 미숙달

인지요소(유형 5)

이상으로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171명을 인지요소 숙달비율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의 아동들이 총점과 읽기이해

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이해수준에 따라 5가지 유형의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을

구분해보면 <표 Ⅳ-16>과 같다. 숙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로 표현하

였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로 표현하였다.

아동 ID 숙달 프로파일 응답 프로파일 총점

129 2021020 101101111000000010010101 11

136 2021220 010011011001100110010100 11

152 0201112 001001111011001001011010 12

159 2021020 000111110110100000011101 12

161 2022220 011101010000001011101101 12

번호 프로파일 유형 빈도수 미숙달 인지요소

1 2021020 2 2, 5, 7

2 2021220 1 2, 7

3 0201112 1 1, 3

4 2022220 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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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6>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이해 수준별 유형 분류

<표 Ⅳ-16>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실적 이해와 평가적 이해를 숙

달하지 못한 유형의 다섯 가지 유형 중 세 가지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읽기이해의 세 가지 위계성에서 사실적 이해가 가장 이해의 수

준 가운데 기본적인 것이라는 가정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추론적 이해

의 경우 판단보류나 숙달과 같이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숙달확률

이 0.3보다 큰 유형이 네 가지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Ⅳ-3]의 집단

별 인지요소 숙달비율에서도 사실적 이해, 평가적 이해보다 추론적 이

해의 숙달비율이 학습장애 위험아동들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판단보류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0.7 이상으로 숙달했다고

는 보기 어렵지만, 읽기이해의 단계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구

인으로 나누고 그 수준을 분석하였을 때, 읽기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아

동들은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지프로파일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검사의 총점인 1~12점

사이에 위치한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총점

의 분포에 따라서 유형을 구분해보면 [그림 Ⅳ-8]과 같다.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유형 1(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모두

미숙달)

× × ×

유형 2(사실적 이해, 평가적

이해 모두 미숙달)
× - ×

유형 3(사실적 이해만

미숙달)
× - -

유형 4(평가적 이해만

미숙달)
- - ×

유형 5(기타 유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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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총점 기준 유형 분류

[그림 Ⅳ-8]을 총점이 높은 유형부터 살펴보면 유형 4의 경우 모두

총점이 12점이었고, 유형 5의 경우 총점의 범위가 11~12점으로 두 유

형은 읽기 위험아동 가운데 상위의 집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유형 1,

2, 3은 유형 4, 5와는 달리 총점의 범위가 넓게 퍼진 경우로 사실적 이

해에 대하여 미숙달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상으로 읽기이해 인지프로파일에 따라서 그 특성을 읽기이해의 수

준과 총점에 따라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인지진단에 의한 유형과 특성

은 학습장애 위험아동에게 적합한 학습순서와 개별적인 강점과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결과표로 제시되었을 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인지프로파일의 특성에 따

른 활용방안

읽기이해 검사를 통하여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들을 5가지 유

형을 구분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 필요한 학습경로와 개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보는 아동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인지진단분석 결과를

잘 반영한 결과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읽기이해에

대한 인지요소를 Q 행렬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각 인지요소별 관

총점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유형

1

유형 1

2

3

유형 3

4

5

유형 2

6

7

8

9

10

11
유형 5

12 유형 4



- 100 -

계성에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표 Ⅳ-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는 Q 행렬의 인지요소 간의 전제성을 고려하였다.

<표 Ⅳ-17> 본 연구의 Q 행렬에 따른 전제

이러한 전제는 사실적 이해가 추론적 이해와 평가적 이해의 선행 인

지요소가 된다는 본 연구의 위계를 고려하여 제시한 [그림 Ⅲ-4]를 통

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읽기이해에서의 학습 경로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6학년 읽기이해의 인지프

로파일 특성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활용 방안을

사례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학습순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는 낮은 숙달확률을 보이는 인지요소부터 우선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① 유형 1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유형 1은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

가적 이해를 모두 숙달하지 못한 유형으로 이들을 위한 학습순서도를

제시하기 위하여 숙달 프로파일을 살펴보면, 모두 [0000000]을 보이기

때문에 순서를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각 인지요소별 숙달확률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 인지요소 1은 독립적임

§ 인지요소 2도 독립적임

§ 인지요소 3은 인지요소 2가 선행되어야 숙달이 가능함

§ 인지요소 4는 인지요소 2가 선행되어야 숙달이 가능함

§ 인지요소 5는 인지요소 1이 선행되어야 숙달이 가능함

§ 인지요소 6은 인지요소 1이 선행되어야 숙달이 가능함

§ 인지요소 7은 인지요소 2가 선행되어야 숙달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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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8> 읽기이해 위험아동 유형 1의 인지요소 숙달확률

이에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유형 1을 위한 숙달비율이 낮은

인지요소부터 학습경로를 제시한다면 아래의 [그림 Ⅳ-9]와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인지요소2의 경우 0.000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학습지도를

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숙달확률이 낮은 순으로 학습순서를 설정하

되, 본 연구에서 설정한 Q 행렬에 따른 전제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습순서도를 확인하였다. 단, 유형 내에도 아동 개인마다 보이

는 인지요소 숙달확률과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학습순서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림 Ⅳ-9] 읽기이해 위험아동 유형 1의 공통 학습순서도

유형 1에 포함된 125번 아동의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면

인지요소 숙달확률은 <표 Ⅳ-19>와 같다.

<표 Ⅳ-19> 125번 아동의 인지요소 숙달확률

구분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인지요소 1 2 3 4 5 6 7

숙달확률 0.035 0.001 0.148 0.146 0.282 0.104 0.029

이해 수준 인지요소
숙달확률

평균 표준편차

사실적 이해
1 0.001 0.006

2 0.000 0.000

추론적 이해

3 0.076 0.044

4 0.134 0.094

5 0.144 0.051

평가적 이해
6 0.120 0.083

7 0.01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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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이해 위험아동 유형 1의 공통 학습순서도와는 그 순서가 조금

다르지만 125번 아동의 인지요소 숙달확률과 Q 행렬에 따른 전제를 근

거로 [그림 Ⅳ-10]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Ⅳ-10] 125번 아동을 위한 학습순서도

② 유형 2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유형 2는 사실적 이해와 평가적 이해를

모두 숙달하지 못한 유형으로, 이 아동들을 위한 학습순서도를 제시하

기 위하여 숙달 프로파일을 살펴보았다. 숙달수준에 의한 프로파일로는

모두 [0022200]를 보이기 때문에 순서를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

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각 인지요소별 숙달확률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인지요소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표 Ⅳ-20> 읽기이해 위험아동 유형 2의 인지요소 숙달확률

이에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유형 2을 위한 숙달비율이 낮은

인지요소부터 학습경로를 제시한다면 아래의 [그림 Ⅳ-11]과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단, 인지요소 2의 경우 0.001로 0에 가깝기 때문에 가장 우

이해 수준 인지요소
숙달확률

평균 표준편차

사실적 이해
1 0.021 0.054

2 0.001 0.006

추론적 이해

3 0.376 0.184

4 0.200 0.107

5 0.371 0.147

평가적 이해
6 0.168 0.083

7 0.06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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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으로 학습지도를 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숙달확률이 낮은 순으

로 학습순서를 설정하되, 본 연구에서 설정한 Q 행렬에 따른 전제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습순서도를 확인하였다. 단, 유형 2 내에

서도 아동 개인마다 보이는 인지요소 숙달확률과 패턴이 다르기 때문

에, 개별적인 학습순서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림 Ⅳ-11] 읽기이해 위험아동 유형 2의 공통 학습순서도

유형 2에 포함된 114번 아동의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면 인

지요소 숙달확률은 <표 Ⅳ-21>과 같다.

<표 Ⅳ-21> 114번 아동의 인지요소 숙달확률

읽기이해 위험아동 유형 2의 공통 학습순서도와는 마지막 2개의 인

지요소 순서만 다를 뿐 동일하다. 114번 아동의 인지요소 숙달확률과

Q 행렬에 따른 전제를 근거로 [그림 Ⅳ-12]와 같이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Ⅳ-12] 114번 아동을 위한 학습순서도

구분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인지요소 1 2 3 4 5 6 7

숙달확률 0.003 0 0.654 0.11 0.551 0.10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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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형 3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유형 3은 사실적 이해만 숙달하지 못한

경우로 이 아동들을 위한 학습순서도 제시하기 위하여 숙달 프로파일

은 모두 [0022222]를 보이기 때문에 순서를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을 설

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각 인지요소별 숙달확률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살펴보았다.

<표 Ⅳ-22> 읽기이해 위험아동 유형 3의 인지요소 숙달확률

이에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유형 3을 위한 숙달비율이 낮은

인지요소부터 학습경로를 제시한다면 아래의 [그림 Ⅳ-13]과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단, 인지요소 2의 경우 0.004로 0에 가깝기 때문에 가장 우

선적으로 학습지도를 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숙달확률이 낮은 순으

로 학습순서를 설정하되, 본 연구에서 설정한 Q 행렬에 따른 전제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습순서도를 확인하였다. 단, 유형 3 내에

서도 아동 개인마다 보이는 인지요소 숙달확률과 패턴이 다르기 때문

에, 개별적인 학습순서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림 Ⅳ-13] 읽기이해 위험아동 유형 3의 공통 학습순서도

이해 수준 인지요소
숙달확률

평균 표준편차

사실적 이해
1 0.217 0.048

2 0.004 0.017

추론적 이해

3 0.262 0.120

4 0.553 0.143

5 0.457 0.176

평가적 이해
6 0.504 0.052

7 0.239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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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에 포함된 138번 아동의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살펴본다면

인지요소 숙달확률은 <표 Ⅳ-23>과 같다.

<표 Ⅳ-23> 138번 아동의 인지요소 숙달확률

138번 아동의 학습순서도는 [그림 Ⅳ-14]와 같으며, 읽기이해 위험아

동 유형 3의 공통 학습순서도와는 동일하다.

[그림 Ⅳ-14] 138번 아동을 위한 학습순서도

④ 유형 4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유형 4는 평가적 이해만 숙달하지 못한

경우로, 이 아동들을 위한 학습순서도 제시를 위하여 숙달 프로파일은

모두 [2222200]을 보이기 때문에 순서를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

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각 인지요소별 숙달확률의 평균과 표준편차

를 살펴보았다.

<표 Ⅳ-24> 읽기이해 위험아동 유형 4의 인지요소 숙달확률

구분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인지요소 1 2 3 4 5 6 7

숙달확률 0.08 0.001 0.172 0.459 0.294 0.352 0.103

이해 수준 인지요소
숙달확률

평균 표준편차

사실적 이해
1 0.526 0.092

2 0.001 0.207

추론적 이해 3 0.679 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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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유형 4를 위한 숙달비율이 낮은 인

지요소부터 학습경로를 제시한다면 아래의 [그림 Ⅳ-15]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단, 인지요소2의 경우 0.00133으로 0에 가깝기 때문에 가장 우

선적으로 학습지도를 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숙달확률이 낮은 순으

로 학습순서를 설정하되, 본 연구에서 설정한 Q 행렬에 따른 전제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습순서도를 확인하였다. 단, 유형 4 내에

서도 아동 개인마다 보이는 인지요소 숙달확률과 패턴이 다르기 때문

에, 개별적인 학습순서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림 Ⅳ-15] 읽기이해 위험아동 유형 4 공통 학습순서도

특히, 인지요소 5와 6을 숙달하기 위해서는 인지요소 1을 선행하여

숙달해야하기 때문에 학습순서도를 이를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유형 4에 포함된 150번 아동의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살펴본다면

인지요소 숙달확률은 <표 Ⅳ-25>와 같다.

<표 Ⅳ-25> 150번 아동의 인지요소 숙달확률

  150번 아동의 학습순서도는 읽기이해 위험아동 유형 4의 공통 학습순

구분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인지요소 1 2 3 4 5 6 7

숙달확률 0.617 0.003 0.643 0.832 0.198 0.205 0.041

4 0.74 0.079

5 0.218 0.076

평가적 이해
6 0.201 0.052

7 0.04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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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인지요소 5와 인지요소 6의 순서만 바뀌었

을 뿐, 나머지 인지요소 순서는 동일하다.

[그림 Ⅳ-16] 150번 아동을 위한 학습순서도

⑤ 유형 5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유형 5를 위한 학습순서도 제시를 위하

여 숙달 프로파일은 이전의 유형과는 달리 규칙적인 특징을 보이지 않

기 때문에 순서를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각 인지요소별 숙달확률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표 Ⅳ-26> 읽기이해 위험아동 유형 5의 인지요소 숙달확률

이를 통하여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유형 5를 위한 숙달비율

이 낮은 인지요소부터 학습경로를 제시한다면 아래의 [그림 Ⅳ-17]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단, 인지요소 2의 경우 0.094로 0에 가깝기 때문

에 가장 우선적으로 학습지도를 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숙달확률이

낮은 순으로 학습순서를 설정하되, 본 연구에서 설정한 Q 행렬에 따른

전제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습순서도를 확인하였다. 단, 유형

이해 수준 인지요소
숙달확률

평균 표준편차

사실적 이해
1 0.314 0.193

2 0.094 0.207

추론적 이해

3 0.509 0.201

4 0.75 0.105

5 0.408 0.243

평가적 이해
6 0.420 0.162

7 0.201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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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에서도 아동 개인마다 보이는 인지요소 숙달확률과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학습순서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림 Ⅳ-17] 읽기이해 위험아동 유형 5 공통 학습순서도

  유형 5에 포함된 129번 아동의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면 인

지요소 숙달확률은 <표 Ⅳ-27>과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학습순서

도는 [그림 Ⅳ-18]과 같다.

<표 Ⅳ-27> 129번 아동의 인지요소 숙달확률

읽기이해 위험아동 유형 5의 공통 학습순서도와 동일하다.

[그림 Ⅳ-18] 129번 아동을 위한 학습순서도

지금까지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유형과 각 유형의 대표적인

아동에 대한 학습순서도를 살펴보았다. 숙달수준으로는 제공되는 정보

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숙달확률이 낮은 인지요소부터 우선적으로 학

습의 순서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들

의 개별적 학습과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지진단 평가 결과표를 2009

구분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인지요소 1 2 3 4 5 6 7

숙달확률 0.418 0 0.571 0.74 0.193 0.312 0.06



- 109 -

개정 교육과정 읽기 내용과 함께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2) 인지진단 평가 결과표

인지진단모형을 활용한 검사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별적인 강점

과 약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학습순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분석

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지진단 결과를 제시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인지진단 평가 결과 보고느 학

습자를 위한 평가 결과표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읽기이해 학습

장애 위험아동에 속하는 유형 1의 125번 아동만 제시하면 [그림 Ⅳ-19]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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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이해 검사 인지진단 결과
Ⅰ. 문항응답 결과

Ⅰ-1. 읽기이해 성취수준 

125번 학생은 읽기이해 기초 학력을 보입니다. 
총점 : 11/24점 : 백분위 8% (총 응시자 1,000명)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나의 답 1 5 3 2 2 1 5 4 5 2 4 1

정답 2 4 3 2 5 5 4 4 2 5 4 3
난이도 중 하 하 하 중 하 중 하 하 중 하 하
문항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나의 답 4 2 4 3 3 1 2 4 4 5 1 5
정답 5 2 4 4 5 1 2 3 4 5 2 5

난이도 하 하 하 중 하 하 하 하 하 하 중 하

읽기이해 최우수 학력 
(23~24점)

읽기이해 보통 학력 
(19~22점) 

읽기이해 기초 학력
 (1~11점)

Ⅱ. 인지요소별 성취 수준

*도달기준은 0.7이상이면 숙달, 0.3~0.7은 불분명, 0.3 미만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함

구분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인지요소 1 인지요소 2 인지요소 3 인지요소 4 인지요소 5 인지요소 6 인지요소 7

성취율 0.035 0.001 0.148 0.146 0.282 0.104 0.029

도달

여부
미도달 미도달 미도달 미도달 미도달 미도달 미도달

숙달

수준
0 0 0 0 0 0 0

문항

번호
4,8,16,22

3,7,11,

15,18,23
2,14,20 6,10 12,19,21 1,13,24 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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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천 학습경로 

  125번 학생은 읽기이해 영역에서 인지요소를 모두 숙달하지 못한 [0000000]집단에 포함됩니
다. 따라서 인지요소 2부터 학습경로 순서를 따라 학습하기를 권장합니다. 

구분 인지요소 정의

사실적

이해

1. 단어 및 문장 연결 이

해
문맥적 단서를 통해 단어나 문장의 의미 파악하기

2 세부 / 중심 내용 파악
명시적으로 진술된 정보의 의미 파악하기 / 중심 생

각을 파악하거나, 거시적인 차원에서 내용 요약하기

추론적

이해

3. 생략된 내용 파악
텍스트의 문맥,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생략된

정보를 추론하기

4. 이어질 내용 파악
텍스트의 문맥,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기

5. 글의 구조 파악
비교-대조, 원인-결과, 문제-해결, 주장-논거, 수집/

나열 등 글의 수사적 상위 구조 파악하기

평가적

이해

6. 단어 및 문장 수준 평

가
글의 형식의 적절성과 타당성 평가하기

7. 글 수준의 평가
글의 내용(주장, 가치관, 논거자료)의 적절성과 타당

성 평가하기

Ⅳ. 보충학습을 위한 길잡이 
1단계 : 인지요소 2. 세부/중심내용 파악하기

2단계 : 인지요소 7. 글 수준의 평가

3단계 : 인지요소 1. 단어 및 문장 연결 이해

학년 교과서 단원 교육과정 내용

3-2 3. 내용을 간추려 보아요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간추린다.

4-1 4. 짜임새 있는 문단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

4-2 4. 글 속의 생각을 찾아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

학년 교과서 단원 교육과정 내용

4-1 2. 회의를 해요 글쓴이가 제시한 의견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6-2 3. 적절한 근거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하지 판단하는 방법 알기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하지 판단하며 글 읽기

6-2 6. 타당한 주장
연설을 듣고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알기

연설을 듣고 주장의 타당성 판단하기

학년 교과서 단원 교육과정 내용

5-1 7. 낱말의 뜻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 알기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글 읽기

5-1 8. 문장의 구조
문장 성분에 대하여 알기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에 대하여 알기

[그림 Ⅳ-19] 125번 아동의 인지진단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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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번 아동의 인지진단 결과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신이

응답한 답과 실제 정답, 그리고 문항의 난이도를 제시하여 자신이 맞고

틀린 문항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그 난이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른 자신의 성취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125번 아동의 경우 읽기이해 성취수준은 기초학력에 해당하였

다. 또한 24개의 문항 가운데 11개를 맞춰 총 응시작 1,000명 가운데

8%에 해당하는 자신의 위치를 백분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그리고 읽기이해 7개의 인지요소별 숙달확률을 전체 아동의 평균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는 막대그래프를 제시하여 본인의 위치를 시각

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본인의 숙달확률, 숙달 도달

여부, 문항 번호를 제시하여 추천 학습경로에 따라 학습을 권장할 수

있다.

더불어 읽기이해의 수준에 따라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

해에 포함된 인지요소의 이름과 정의를 제시하여 읽기이해의 학습 영

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어과 교육과

정에 근거한 교과서 단원과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여 교육과정에 근

거한 보충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인지진단에 따른 학습의 결과는 학습장애 위험아동과 같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에게 약점을 알고, 중점학습의 내용과 순

서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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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

아동의 인지프로파일은 어떻게 제시되는지 살펴보든 것이고, 둘째는 읽

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인지프로파일의 특성은 어떠한지 살펴보

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읽기이해

검사를 실시하여 인지진단모형을 통하여 읽기이해 수준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였다. 7개의 읽기이해 인지요소 숙달비율과 프로파일을 제시하고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수준에 따라 결과를 제시하였

다. 이를 통해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읽기

이해의 숙달하지 못한 인지요소들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돕는 개별적인

학습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진행과정과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논의

1) 읽기이해의 수준을 반영한 Q 행렬의 타당화

본 연구에서는 읽기이해의 수준을 Herber(1970) 등의 분류에 따라 사

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로 구분하고 각 이해의 수준에 포

함된 인지요소들은 국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송미영 등(2011), 김희경

등(2012)의 선행연구와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하여 인지요소 간의 위계

를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문항과 인지요소의 관계를 나타내는 Q 행

렬을 1차적으로 설정하였고, 자카드 계수 분석과 인지진단모형 중

Fusion 모형을 활용한 모수 추정치를 통하여 타당화 하였다. 그 결과

총 7개의 인지요소가 포함된 Q 행렬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인지프로파일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Q 행렬의 개발과 타당화 과정은 김수진(2010), 김수진, 송미

영, 김선희 (2008), Jang(2009) 등의 연구와 같이 하나의 독립된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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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교육평가와 언어평가의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지요소를 선정하고 Q 행렬을 타당화 하는 것이 인지진단모형의 중요

한 연구 과정이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종속변인인 정답률에 부적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방법, 자카드 계수 분석을 통한 각 인지요소

간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방법, 모수 추정치를 통한 분석 등의 방법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카드 계수 분석을 통하여 사실적 이해의

인지요소를 수정하였고, 비보상모형인 Fusion 모형을 R package CDM

(Robitzsch 외, 201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Fusion 모형을 적

용한 김수진(2010), 김희경(2013), 김희경, 김부미(2013), 김희경, 박찬호

(2013) 등의 연구에서는 Arpeggio (Dibello & Stout, 20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나, Ravand(2015)가 제시한 바와 같이 R package는 많은 장

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인지진단모형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한 읽기이해는 김희경 등(2012)이 지적한 것과

같이 인지요소 분류가 명확하고 학습단계의 구조화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인지진단모형을 활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읽기이해의 인지요소 간의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에 해당하는 위계를 인지진단모형을 통해 문항 수준에서

탐색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기존에 수학이나 과학과 같이 인지적 위계

가 비교적 명확한 교과목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였으나 읽기이해

에 대한 위계를 가정하고 분석한 연구는 국외에서 Basaraba 등(2013),

Clark(2013), Jang(2005, 2009), Wang과 Gierl(2011)등의 연구자들이 영

어 읽기이해를 체계적인 틀로 분석을 하였다. 하지만 국어 읽기에서 중

요한 발달단계인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읽기이해에 초점을 맞

춰 인지처리과정에 주목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Hartz(2002)가 제안한 인지진단모형을 통하여 분

석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개발된 검사 문항을 가지고 인지요소를 선정

하여 인지요소와 Q 행렬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아직 인지진단

이론을 적용한 검사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통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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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밖에 없는 방법이며, 김희경 등(2012), 송미영 등(2011)의 연구에서

도 기존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검사 문항을 전문가들이 다시 분석하여

인지속성을 추출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절차는

Embretson(1999), Embretson, Fu, Li(2007), Gorin(2001)가 제시한 방법

과 다르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읽기이해만을 측정하는 검

사가 아직 국내에 거의 없고, 앞으로 읽기이해 검사 개발을 위한 필요

성을 제시하고 추후 많은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가 있을 것이다.

2)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인지프로파일

첫째,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읽기이해력 인지프로파일을 확인

하기 위하여 R project CDM packages를 활용한 Fusion 모형 분석을 통

하여 모수를 추정하고, 숙달확률을 산출하였다. 인지요소의 숙달확률에

따른 숙달했다는 기준을 0.7 이상으로 설정하여 Roussos 등(2007)이 제

시한 것과 같이 0.5로 숙달과 미숙달을 구분하는 이원적인 판단이 아니

라 0.3~0.7 사이의 숙달확률을 보이는 경우 판단보류를 포함하여 숙달과

미숙달의 구분을 비교적 엄격하게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김수진 등

(2008), 송미영 등(2011), Lee와 Sawaki(2009), Li(2011)의 연구에서 숙달

확률을 0.5 기준으로 숙달/미숙달의 두 가지 수준으로 분류한 것보다 휠

씬 경계선에 있는 값들을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렇

게 숙달확률에 따른 아동들의 인지프로파일 뿐 아니라 숙달수준에 따라

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판단보류를 보이는 인지요소나 읽

기이해의 단계보다는 숙달 혹은 미숙달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결과를 해

석하였다.

둘째, 연구대상 전체인 1,000명의 인지프로파일을 숙달확률과 숙달수준

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보다 평가적 이해를

숙달한 아동수가 가장 적었고, 상대적으로 평가적 이해를 숙달하지 못한

아동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인지요소 7인 ‘글 수준의 평가’가 가장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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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확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적 이해가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의 지식, 기술, 전략의 확장이라고 본 관점에서(Basaraba et al.,

2013) 읽기단계서 가장 복잡하고 아동들의 장기기억 속에 있는 정보나

지식, 경험에 동시에 접근하여 분석해야하는 가장 큰 인지적 부담을 준

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평가적 이해가 숙달확

률이나 숙달수준에서 판단보류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명확한 차이를 보

이는 반면에 추론적 이해의 인지요소 4인 ‘이어질 내용 파악하기’의 경우

7개의 인지요소 가운데 가장 높은 숙달확률을 보인다. 또한 사실적 이해

의 인지요소 2인 ‘세부/중심내용 파악하기’의 경우 판단보류에 포함이 되

긴 하지만 가장 낮은 숙달확률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Herber(1970)

등이 제시한 읽기이해의 위계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Leu와

Kinzer (1999), Rupley와 Blair (1983)등이 제시한 것과 같이 읽기이해는

문항의 수준 뿐 아니라 텍스트의 수준도 중요한 상호작용의 요소이다.

읽기이해 검사의 텍스트 유형에는 주장하는 글이 세 편, 설명하는 글이

일곱 편이 포함되었다. 또한 텍스트의 장르는 예술, 사회, 체육, 사회, 과

학, 역사가 있었다. 본 연구에선 문항 수준의 읽기이해에 한정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방법적 요인(method factor)에 대한 측면에서 이

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읽기이해 검사에 따라 세 집단으로 구분한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과 읽기이해 보통 성취아동, 읽기이해 우수 성취아동의 숙달확

률과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7개의 인지요소와 3

개의 읽기이해의 수준 모두 읽기이해 우수 성취아동이 가장 높았고, 읽

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평가적 이해의 인지요

소 6인 ‘단어 및 문장 수준의 평가’만 보통 성취아동과 위험아동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장애 선별 기준인 표

준편차를 통한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집단 간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

다. 우수 성취아동은 모든 이해의 단계에서 숙달을 보여 다른 두 집단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보통 성취아동의 경우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

해는 숙달확률 0.7이상이거나 0.7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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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평가적 이해인 인지요소 6과 인지요소 7은

판단보류를 보였다. 이렇게 읽기이해 검사에 따른 집단의 구분과 특성을

나누어서 살펴본 것은 이들이 인지적으로 숙달하고 있는 요소나 이해의

수준이 명시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인지프로

파일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인지프로파일을 숙달확률과 숙달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사실적 이해의 인지요소를 숙달한 아동은

없었던 반면에, 추론적 이해나 평가적 이해의 인지요소를 숙달한 아동이

일부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읽기이해 보통 성취아동의 경우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의 인지요소를 숙달한 아동이 대부분이었고, 평가적

이해의 인지요소를 숙달한 아동이 가장 적었던 결과나 우수성취아동이

사실적 이해의 인지요소를 모두 숙달하였고, 평가적 이해의 인지요소를

숙달한 아동이 가장 적었던 결과와는 다른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Carnine 등(2010), Davey(1988), Lapp과 Flood(1983),

McCormick (1992)등이 제시한 것과 같이 읽기이해의 단계가 계층적이며

사실적 이해가 가장 선수단계지만,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이론

과는 달리 일부 아동들은 사실적 이해가 추론적 이해나 평가적 이해보다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Lapp & Flood, 1983; Vacca, Vacca, & Gove,

1987). 이러한 결과는 작업기억은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

해 모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Cain 등(2001)과 Oakhill 등 (2005)은

작업기억의 사용에 따라 인지적 부담이 늘어나고 사실적 이해가 가장 쉽

게, 평가적 이해가 가장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전술한 텍스트 유형, 측정 방법의 요인과 더불어 사실적 이해를 측

정하기 위한 문항들 대부분이 긴 텍스트를 읽고 세부내용이나 중심내용

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 확립된 부분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3)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인지프로파일 특성 및 활용방안

  첫째,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인지프로파일의 특성을 숙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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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은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를 모두 숙달하지 못한 경우로 전반적인

읽기이해의 모든 영역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두 번째 유형은 사실적 이해와 평가적 이해를 숙달하지 못한 경우

로 읽기이해의 수준에 따라 사실적 이해에 대한 우선적인 지도가 필요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유형은 사실적 이해만 숙달하

지 못한 경우로 가장 많은 아동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추론적

이해와 평가적 이해에 대하여 숙달, 미숙달, 판단보류가 모두 혼재한 경

우로 역시 읽기이해의 수준에 따라 사실적 이해에 대한 우선적인 지도

가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 유형은 평가적 이해만 숙달하지 못한 유형

으로 비율은 가장 낮았지만 총점은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가운

데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기타 인지프로파일을 보이는 유형은 읽기

이해의 수준에 따라 규칙성을 찾을 수 없는 유형이었다. 이러한 유형별

특성과 분석결과는 개별적인 중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인지

진단모형을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평가방법으로 유용하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읽기이해의 숙달 수준에

따라 제공해야할 교수·학습 방법이나 지원전략이 달라져야 한다.

둘째,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 171명은 전반적으로 사실적 이해와

평가적 이해를 숙달하지 못한 유형의 다섯 가지 유형 중 세 가지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검사 총점을 기준으로 1~12점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평가

적 이해만 숙달하지 못한 유형과 기타 인지프로파일을 보이는 유형이 총

점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분류를 통하여 고전검사이론인 총점을 기준으

로 한 분류와 인지진단모형을 활용한 유형별 강점과 약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인지프로파일의 특성에 따른 활

용방안으로 인지진단 결과표를 제시하였다. 결과표에는 문항응답 결과에

따라 본인의 답과 성취수준을 제시하였고, 인지요소별 성취 수준을 전체

평균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추천학습경로를 통하여 우선적

으로 학습해야하는 인지요소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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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단원과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아동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아동의 읽기

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적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넷째,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에게 필요한 개별적인 학습적인 필

요를 인지진단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고전

검사이론에 근거한 평가의 대한 대안으로 인지진단모형을 활용하고, 읽

기학습장애 위험아동에게 진단과 중재를 함께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

은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 기존의 언어 평

가 연구들은 읽기의 과정을 인지처리과정과 같이 심리적 기제에 초점

을 두거나 TOEFL, 부진아 진단 평가, 학업성취도 평가와 같은 검사 문

항을 통한 점수 서열화나 합격과 같은 검사의 결과에 초점을 둔 경우

가 많았다. 하지만 초등학교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읽

기이해의 인지 속성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둔

연구는 아동들의 강점과 단점을 확인하고 적절한 학습 순서를 제공한

다는 측면에서 인지진단모형의 원래 목적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의 제한점

전술한 논의와 같이 본 연구가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들의 읽

기이해 수준에 따른 인지적 진단을 통한 학습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

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몇 가지 제한

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지진단 분석을 위한 인지진단모형에 근거한 인지요소 설정

및 그에 따른 Embretson(1999), Embretson, Fu, Li(2007), Gorin(2001)

가 제시한 문항 제작 후 분석.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는 인지요소와 각

이해 수준이 균형적으로 배치되지 않고 차이가 난다. 또한 검사의 본래

목적이 인지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가 아니라면 검사문항이 인지요

소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동들의 인지상태를 정

확하게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Liu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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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Q 행렬 타당화 하는 과정에서 자카드 계수와 모수 추정치를

통한 통계적 분석과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한 인지요소를 확정하는 방

법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Q 행렬을 타당화 하는 방법 중에 불필요한

인지요소의 삭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의 결과를 이용하는 방법(김성훈, 2005; Buck & Tatsuoka, 1998)을 고

려하지는 않았다. 실제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인지요소를 규명하거나

Q 행렬을 작성, 타당성을 확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가 이루

어지지 않는 측면이 크다(Gierl, Leighton, & Hunka, 2000). 그리므로

연구의 목적과 분석방법에 따라 Q 행렬을 타당화 하는 방법은 선택적

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절대적인 방법은 없기에 김희경 등(2012)이 제

시한 Q 행렬의 개발 3단계인 인지요소 추출, Q 행렬 초안 개발, Q 행

렬 확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읽기이해 측정을 위한 다양한 문항 형태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읽기이해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4개의 선택형 문항만 사

용하였다. 선택형 문항은 교육사에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표준화

하는데 있어서 신뢰로운 방법이긴 하지만(Campbell, 2005; Pearson &

Hamm, 2005), 선택형 문항이 읽기이해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학자들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학습에 있어서 아동들의 상호작용을 촉

진하지 못한다는 것(Sarroub & Pearson, 1988), 아동들이 검사에 제시

된 문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읽거나 이해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다는 것

(Allington et al., 1977; Coleman, Lindstrom, Nelson, Lindstrom, &

Gregg, 2010; Freedle & Kostin, 1999; Tuinman, 1973), 낮은 수준의 인

지 기술만 다룬다는 것(Allington et al, 1977)과 아동들의 집단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검사가 차별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Tal et al.,

1994) 등이 있다. 복잡한 읽기이해의 인지과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빈

칸 채우기 검사, 읽고 말하기 검사와 같이 다양한 검사 형태를 활용하

는 것이 독자와 텍스트의 상호작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Sweet, 2005)

형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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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읽기이해는 복잡하고 많은 요소들이 관계하는 과정으로 문항의

형태에 따른 읽기이해의 수준 뿐 아니라 텍스트 유형, 독자의 경험 등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설명하는 글과 설득하

는 글 위주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문항 수준에서 읽기이해의 단계를 설

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보 중심의 텍스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

념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며, 독자에게는 비교적 친숙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Best et al., 2008). 하지만 문학작품이나 이야기 글과 같이

논리나 사실 전달보다는 사건이나 인물 중심으로 전개되는 글은 글의

구조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Duran, McCarthy, Graesser, &

McNamara, 2007; Weaver & Kintsch, 1991) 읽기이해의 목적이 다르

다. 이에 다양한 텍스트 수준에서 읽기이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인지진단 결과에 따라서

학습의 순서를 제시하면서 각 인지요소의 숙달확률이 가장 낮은 것부

터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들이 가장 못하는 것부

터 우선적으로 가르칠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숙달할 수 있는 확률

이 높은 인지요소부터 우선적으로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의

선정은 여전히 연구자들이 고민해보아야 하는 주제이다. 또한 Bloom

등(1956)의 인지적 위계를 적용할 때 그 대상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읽기이해 학습장애 위험아동과 읽기이해 우수 성취아동의 경우 우선

학습영역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면에서 그 대상에 따라서 숙달확

률의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및 제언

이상의 논의와 제한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과 제언을 제시하

고자 한다. 인지진단모형을 활용한 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읽기이해 인지

프로파일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습을 위한 읽기이해가

가장 활발히 발달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읽기이

해의 위계에 따른 숙달 정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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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모형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은 첫째, 검사 제작 단계에서부터 읽기이해의 위계를 잘 반영한 검사를

사용한다면 아동의 인지과정과 인지구조를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읽기이해의 단계는 문항의 유형에 따라

서 구분하고 적용하였지만, 읽기이해의 수준은 문항 수준이외에도 텍스

트와 독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수준도 고려하여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읽기이해 인지프로파일 분석을 위하여 실시한 검사는 모두 선택

형 문항만으로 구성하였으나 빈칸채우기, 단답형, 읽고 말하기 등의 다

양한 유형의 문항을 함께 활용하여 측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읽

기이해에 대한 위계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인지요소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지진단모형을 활용한 학습장애

아동을 위한 연구는 진단 뿐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 교육평가의 패러다임이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학습

자가 이미 알고 할 수 있는 것을 구체화하여 특정을 통해 학습자의 학

습을 도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후속연구들은 개별화 교육과 맞

춤형 교육이 중요한 특수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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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읽기이해 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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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010년 학업성취도 평가 초6 국어 Q 행렬 최종안 (송미영 외, 2011)

문항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 및 감상적 이해

문맥

적

의미

파악

하기

텍스트

의

명시적

의미

파악하

기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

기

중심내

용

파악하

기

핵심용

어

(개념)

이해하

기

이어질

내용

예측/

생략된

정보

도출

작품

내

단서

활용하

여

암시적

정보

의미

추론하

기

필자의

의도/

관점

추론하

기

텍스트

의

유형(

장르)

적

특성

이해하

기

글

내용의

적절성

과

타당성

평가하

기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의

적절성

평가하

기

글의

서술

방식과

표현의

특성

평가하

기

1 0 1 0 0 0 1 0 0 0 0 0 0

2 0 1 0 1 0 0 0 0 0 1 0 0

3 0 0 0 0 0 0 1 0 0 0 0 0

4 0 0 0 1 0 0 0 1 0 0 0 0

5 0 1 0 1 0 0 0 0 0 0 0 0

6 0 1 0 0 0 0 0 0 0 1 0 0

7 0 1 0 0 0 0 0 0 0 1 0 0

8 0 1 1 0 0 0 0 0 0 0 0 0

9 0 0 0 0 1 0 0 0 0 0 0 0

10 0 0 0 0 1 0 0 0 1 0 0 1

11 0 0 0 0 0 0 1 0 1 0 0 1

12 0 0 0 0 0 0 1 1 0 0 0 0

13 1 0 0 0 0 0 0 0 0 0 0 0

14 0 1 0 0 0 0 0 0 0 0 0 0

15 0 1 0 1 0 1 0 0 0 0 0 0

16 1 0 0 0 0 0 0 0 0 0 0 0

17 0 0 0 0 0 0 1 0 0 0 0 0

18 0 0 0 0 0 0 0 0 0 0 1 0

19 0 1 0 0 0 0 0 0 0 0 0 0

20 1 0 0 0 0 0 0 0 0 0 0 0

21 0 0 0 0 1 0 0 0 0 0 0 0

22 0 0 0 0 0 1 0 0 0 1 0 0

23 0 1 0 1 0 1 0 1 0 0 0 0

24 1 0 0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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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2011년 학업성취도 평가 초6 국어 Q 행렬 최종안 (김희경 외,

2012)

문

항

지식

단어 및

문장의미

이해

내용파악 추론 및 탐구 비판 표현하기

국어지

식

단어

의미

파악

문장

관계

파악

세부

정보

파악

중심

내용

파악

생략

된

의미

파악

함축

의미

파악

구조 /

내용

전개방

식

내용

타당

성/적

절성

평가

구조/

표현

적절

성

평가

내용

생성

및

조직

표현

및

고쳐

쓰기

1 2 3 4 5 6 7 8 11 12 13 14

1 0 0 0 0 0 1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1 0 0 0

3 0 0 0 1 0 0 0 0 0 0 0 0

4 0 0 0 1 0 0 0 0 0 0 0 0

5 0 0 0 0 0 0 0 0 0 1 0 0

6 0 0 0 0 0 1 0 0 0 0 0 0

7 0 0 1 0 0 0 0 0 0 0 0 0

8 0 0 0 0 0 0 0 0 1 0 0 0

9 1 0 0 0 0 0 0 0 0 0 0 0

10 0 0 1 0 0 0 0 0 0 0 0 0

11 0 0 0 0 0 0 0 1 0 0 0 0

12 0 0 0 0 0 0 0 1 0 0 0 0

13 0 0 0 0 0 0 1 0 0 0 0 0

14 0 0 0 1 0 0 0 0 0 0 0 0

15 0 1 0 0 0 0 0 0 0 0 0 0

16 0 0 0 0 0 0 0 0 0 0 1 0

17 0 0 0 0 0 0 0 1 0 0 0 0

18 0 0 0 0 0 0 0 0 0 1 0 0

19 0 0 0 0 0 0 1 0 0 0 0 0

20 1 0 0 0 0 0 0 0 0 0 0 0

21 0 0 0 0 0 0 0 0 1 0 0 0

22 0 0 0 0 0 0 1 0 0 0 0 0

23 0 0 0 0 0 0 0 0 0 0 1 0

24 0 0 0 0 0 0 1 0 0 0 0 0

25 0 0 0 1 0 0 0 0 0 0 0 0

26 0 0 0 1 0 0 0 0 0 0 0 0

27 0 0 0 0 0 0 0 1 0 0 0 0

28 0 0 0 0 1 0 0 0 0 0 0 1

29 0 0 0 0 0 1 0 0 0 0 0 1

30 1 0 0 0 0 0 0 0 0 0 0 0

31 0 1 0 0 0 0 0 0 0 0 0 0

32 0 1 0 0 0 0 0 0 0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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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읽기 이해력 검사 답지 반응 분포와 정답률

※음영으로 표시된 문항이 정답임.

문항번호 정답률
답지 반응 분포 (%)

➀ ➁ ➂ ④ ⑤

1 67.16 13.7 67.2 10.9 4.2 4.0

2 76.37 .6 6.6 3.2 76.4 13.2

3 92.55 2.7 1.7 92.5 .9 2.2

4 72.06 10.9 72.1 8.1 3.5 5.4

5 60.1 9.1 9.6 11.8 9.4 60.1

6 92.35 1.0 1.7 2.9 2.1 92.4

7 62.84 5.3 5.6 3.3 62.8 22.9

8 95.98 1.0 1.4 .7 96.0 1.0

9 72.65 2.6 72.6 7.7 6.1 10.9

10 50.88 19.6 18.4 6.5 4.6 50.9

11 77.06 4.7 6.0 9.5 77.1 2.7

12 71.86 14.4 4.2 71.9 4.1 5.4

13 68.92 6.9 8.7 5.4 10.1 68.9

14 74.9 11.1 74.9 2.2 2.0 9.9

15 75.29 8.3 3.3 5.5 75.3 7.5

16 68.04 4.8 6.2 5.7 68.0 15.3

17 75.59 6.3 6.7 5.6 5.9 75.6

18 82.16 82.2 2.7 4.4 6.9 3.8

19 79.71 5.7 79.7 6.7 4.0 3.9

20 78.04 3.1 11.4 78.0 4.1 3.3

21 77.16 5.3 4.1 5.4 77.2 8.0

22 90.69 3.1 2.2 1.6 2.5 90.7

23 60.49 17.3 60.5 6.6 4.5 11.2

24 75.78 8.2 4.9 5.9 5.2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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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BILOG-MG 문항특성분석 syntax

>COMMENT 

>GLOBAL DFName = '1000data.DAT', 
        NPArm = 2, 
        LOGistic, 
        SAVe;
>SAVE PARm = 'IPAR_24.PAR', SCORE='IPAR_24.SCO';
>LENGTH NITems = (24);
>INPUT NTOtal = 24, 
       NIDchar = 5;
>ITEMS INAmes = (M01(1)M24);
>TEST1 TNAme = '24ITEMS', 
       INUmber = (1(1)24);
(5A1, T1, 24A1)
>CALIB NQPt = 31, 
       CYCles = 100, 
       NEWton = 10, 
       CRIt = 0.0010, 
       PLOt = 1.0000, 
       ACCel = 0.0000;
>SCORE INFo = 2, 
       NO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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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CDM Fusion Model 분석 syntax

> setwd("C:/excercise/")
> library(CDM)
> data <- read.delim("1000data.txt")
> q <- read.delim(file="qmat.txt")
> m <- gdina(data, q, matrix=2000, rule="RRUM")
> summary(m)
> m$pattern
> st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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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문항별 문항특성곡선 (Item Characteristic Curv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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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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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전체학생 인지요소 숙달확률 빈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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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researches about reading learning disabilities have focused on early 

literacy skills. Instruction of reading strategies and reading measurement 

tools have been developed for phonological awareness and decoding. In 

spite of current research trend, the comprehension of the reading 

contents is “the essence of reading,” and the analysis of cognitive 

profiles can provide information on the levels of reading comprehension 

theory for students with reading comprehension difficulties. Especially in 

school setting, the skills of reading comprehension becomes important as 

the school grade rises because the reading skills are basics of diverse 

subjects, and new knowledge can be learned based on the reading 

competence and the accumulated learning outcomes determine one’s 

academic achievemen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to examine how 

cognitive profiles of students with reading comprehension difficulties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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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suggested. And the other purpose was (b)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cognitive profiles of the students with reading 

comprehension difficultie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000 students in the 6th grade. 

The students were used to examine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s 

since October to November in 2015. The fusion model of cognitive 

diagnostic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with R project CDM 

packages. Especially according to Harber(1970), reading comprehension 

is assumed to be categorized into literal comprehension, inferential 

comprehension and evaluative comprehension. The Q-matrix was 

developed by agreement of subject professionals and statistical methods 

and had validity through parameter estimates based on cognitive 

diagnostic model. And probability of skill mastery and level of skill 

mastery upon seven validated cognitive attributes were estimated. Based 

on results, diagnostic assessment report indicated level of reading 

comprehension and trait of cognitive profiles of poor comprehenders. 

  The implication and conclusion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student with reading comprehension difficulties who 

mastered cognitive attributes of literal comprehension. However some 

students showed mastery cognitive attributes in inferential and evaluative 

comprehension. Compared to excellent and normal comprehenders, poor 

comprehenders showed different results. Excellent comprehender mastered 

both literal and inferential comprehension but showed lower mastery in 

evaluative comprehension. Also most of normal comprehenders mastered 

literal and inferential comprehension but showed lower mastery in 

evaluative comprehension. According to the reading comprehension 

theory, it assumed a linear progression of difficulty between the levels 

of comprehension. But, especially literal comprehension is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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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ing than others for poor comprehender. This finding indicated 

that different numbers of cognitive attributes or reading comprehens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not only the types of questions but also the 

types of text. So it should be considered with both the hierarchy of 

reading comprehension level by cognitive demands and different 

influential factors.

  Second, it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poor comprehenders’ 

cognitive profile into five types by the mastery level. First type of poor 

comprehender cannot master all literal, inferential, and evaluative 

comprehension, therefore they need to learn all areas of the overall 

reading comprehension. Second type of poor comprehender cannot 

master both literal and evaluative comprehension, and they need to learn 

literal comprehension preferentially according to reading comprehension 

hierarchy. Third type of poor comprehender cannot master literal 

comprehension only and most students were included in this type. Since 

their mastery levels of inferential and evaluative comprehension were 

“not mastered” or “unsure”, they also need to learn literal 

comprehension preferentially according to reading comprehension 

hierarchy. Forth type of poor comprehender cannot master evaluative 

comprehension only and their total score was highest on reading 

comprehension assessment, though the number of students is the 

smallest. Last type of poor comprehender cannot be categorized with 

reading comprehension level. Therefore cognitive diagnostic model is 

useful that individual intervention and support are necessary for students 

with reading comprehension difficulties. There are some kinds of 

struggling readers’ types and different instructional support or teaching 

method according to reading comprehension level should be provided. 

  Third, cognitive assessment result was provided for students with 

reading comprehension difficulties with cognitive profile. Th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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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 individual response pattern and student can compare their 

mastery probability with average level. Also with learning pathway, 

students can know priority attributes and confirm content of textbooks in 

curriculum-based lesson curriculum. As a result, it can provide specific 

cognitive information to teachers as well as help students identify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Therefore, suggestions are as follows for a subsequent study to 

maximize the benefits of cognitive diagnostic model. First, if we reflect 

the hierarchy of a reading comprehension assessment from the first 

process of developing the measuring tool, the cognitive process and 

cognitive structure of students can be analyzed more specifically and 

accurately. Second, this study just classified and applied reading 

comprehension levels only upon the types of questions. The level of 

reading comprehension also can be analyzed reflecting levels of text and 

readers’ interaction. Third, the reading comprehension assessment 

consisted of the multiple choices questions only to analyze cognitive 

profiles, but future study would include other diverse formats such as 

cloze tasks, maze tasks, and read and read & speak aloud to reflect to 

thinking and learning process. Finally, more research on cognitive 

hierarchy for reading comprehension should be promoted. These 

cognitive research for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using a 

diagnostic model will be able to expect a large effect on improving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s well as diagnostic.

keywords   : cognitive diagnostic model, cognitive profile, 

students with reading comprehension difficulties, 

levels of comprehension,  fu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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