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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학교에서 읽기를 가르칠 때 아동이 단어를 정확히 읽는 지는 쉽게 알
수 있으나 그 뜻도 아는지는 쉽게 알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런 학생들
은 읽기 지도 시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 교과 내용과 읽기 과제가 어려
워질수록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개별화된

읽기이해

중재를

(Compton, Fuchs, Fuchs, Elleman, & Gilbert, 2008;

필요로

Lipka,

한다

Lesaux,

& Siegel, 2006).
초등학교 상급학년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개별화 중재를 제공하기 위하
여 이들이 겪고 있는 읽기이해 영역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과 진전도 점검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초
등학교 상급학년 이후의 학습장애 판별을 위한 읽기이해 진단 및 진전도
점검 도구를 찾기 어렵다. 초등학교 상급학년 학생들이 겪는 읽기 영역
의 어려움은 더 이상 단어 읽기와 같은 어려움이 아닌 읽기이해와 쓰기
표현 등의 상위학습기술이므로, 일반적인 기초학습 기술 위주의 평가 방
법으로는 학생의 현재 수행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초등학교 상급학년 이후 모든 학습 영역에서 필요한 읽기이해 능력은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이 가운
데 추론적 이해는 현재 읽은 문장에 대하여 텍스트 정보와 학습자의 사
전지식을 이용하여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사실적 이해보다는
상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읽기에서 추론은 필수적이
며(Dole et al., 1991), 읽기 과정은 순차적으로 발달하기 보다는 동시에
함께 발달할 수 있다는(Bus & Van IJzendoorn, 1999; Whitehurst &
Lonigan, 1998) 점에서 추론적 이해 역시 학습장애 및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학습해야할 주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읽기이해 가운데서도 추론적 이해 능력에 주
목하고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추론적 이해를 진단하는 검사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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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여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추론적 이해 능력을 확인함으로써
적절한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추론적 이해 능력을 진단하고, 적
절한 교수학습계획 수립을 위한 일차적인 단계로써 추론적 이해의 유형
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추론적 이해 검사는 일반학생과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을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판별 유용성을 가지는가?
연구문제 2. 추론적 이해 검사의 하위 영역별 점수에 따라 잠재집단을
분류하였을 때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은 어떠한
프로파일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3. 학습장애 위험군 하위 집단별 추론적 이해 특성은 어떠한
가?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추론적 이해를 Van den Broek 외(1993),
Trabasso와 Magliano(1996), McNamara와 Magliano(2009)의 선행연구에
서 제안한 교량적 추론 및 정교화 추론으로 나누고, 각 요인별로 하위
영역을 세분화하였다. 교량적 추론은 현재 읽은 문장에 제시된 정보를
바로 이전의 문장이나 근접한 문장의 정보와 연결하여 글에 드러나지 않
은 내용을 짐작하는 것을 말한다. 정교화 추론은 기존의 정보를 바탕으
로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 내며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거나 의미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량적 추론과 정교화 추론의 하
위 영역을 초등학교 국어과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에서 제시된 학습 목
표 및 성취 기준과 국내외 추론적 이해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
이 구성하였다. 교량적 추론은 어휘 의미 추론, 생략된 정보 추론, 인과
관계 추론으로 구성하였으며, 정교화 추론은 인물의 성격·감정 추론, 글
의 분위기·배경 추론, 이어질 내용 추론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추론적 이
해를 총 6개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 ii -

다음으로 문헌 고찰 및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확정된 추론적 이해 영
역 및 검사 형식을 바탕으로 1.5배수에 해당하는 예비 문항을 개발하고
총 3차에 걸친 전문가 타당도 결과에 따른 수정 작업을 거쳐 추론적 이
해 검사 30문항(15분)을 구성하였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예비 검사를
통하여 지시문의 명확성, 문항의 이해도, 검사 시간의 적절성, 난이도, 변
별도 등을 확인하고 최종 검사 문항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론적 이해 검사는 고전검사이론과 문항반응이론에 따라 난이도, 변별
도 등 문항의 양호도를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검사의 난이도는 쉬운
편이나 높은 변별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검사의 내
적 일관성 계수는 .910,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2이었으며, 표준화된 성
취도 검사인 ACCENT 국어영역 검사와 .70의 높은 준거 타당도를 보였
다. 마지막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본 검사
에서 개발한 추론적 이해 검사의 구인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심의 승인 절차에 따라
연구 참여 모집 문건을 통하여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제주 지역에서 총 18개 초등학교 5학년 460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이 가운데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은 44명으로 분류하였는데, 학습장
애 위험군 학생 선별은 DSM-5(APA, 2013)와 교육과학기술부(2014)의
학습장애 진단기준을 반영하여 학습장애 선별검사(김동일, 2012) 결과
위험군으로 나타나며, 표준화된 국어 성취도 검사(ACCENT 국어영역
검사)에서 -1표준편차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추론적
이해의 하위 영역 중 판별 타당도가 가장 높은 영역을 확인하고자 ROC
분석을 실시하였고, ROC 분석을 통하여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들이 일
반학생과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을 판별하는데 우수한 판별력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교량적 추론 가운데서도 어휘 의미 추론
영역이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을 판별하는데 가장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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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추론적 이해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고 잠재집단별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별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5개(집단1∼5)의 잠재집단이 도출되었으며, 5개의 잠재집단 가운데 학습
장애 위험군 학생은 총 3개의 집단에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습
장애 위험군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집단 4는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들의 평균이 전반적으로 –1 표준편차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하여 전체 집단에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별
점수 패턴의 유사성에 기반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학습장애 위
험군 학생들은 3개(집단A∼C)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군집분석 결
과를 추론적 이해 지도와 관련지어 살펴보면 텍스트 자체에 초점을 두고
문장 구조 분석 및 어휘력 향상 지도를 필요로 하는 집단 A, 사전적 의
미를 넘어 백과사전적 어휘 지식의 확장 및 배경지식 활성화가 필요한
집단 B, 텍스트 관련 경험 및 배경 지식 활성화를 통한 정교화 추론 생
성 연습이 필요한 집단 C로 분류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묵독유창성과
사실적 이해 수준에 따라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을 분류한 결과 초등학
교 5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묵독유창성에서 낮은 수행을 보이는 학생들이
13명(30%)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사실적 이해에서도 20%미만의 낮
은 수행을 보였으며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 전반에서도 낮은 수행을 보
였다. 특히 어휘 의미 추론 영역은 다른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하여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들의 추론적 이해 능력을 전체 학생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일반학생
과 구별되는 차이점뿐만 아니라 유사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의 추론적 이해 하위 유형 연구 및 추론 관련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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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들과의 관련성 탐색을 통하여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추론적 이
해 특성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
를 기반으로 추론적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학습 순서 및 관련 중재 전략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장애 위험군 대상으로 읽기 이해의 핵심이며 상위학습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추론적 이해 능력을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기존의 학습장애 진단 검사들은 기초학습기술 중심이거나 종
합적인 읽기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단일한 읽기이해 능력을 측정한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 상급학년의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에게도 추론과 같은 상위학습기술에 대한 평가
및 중재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추론적 이해, 잠재프로파일분석,
하위 유형
학

번 : 2015-3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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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 교실의 읽기 수업에서 아동이 정확하게 단어를 읽을 수 있는지는
교사가 확인하기 쉬우나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읽기이해 곤란은 읽기 고유의 즐거움을 저해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읽기 자체에 대한 노력을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에(Durkin, 1978), 학생들의 읽기이해 어려움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
하다. 최근 학습장애의 읽기 향상에 대한 연구 영역은 음운인식과 읽기
유창성과 같은 초기 읽기 능력에서 차츰 어휘, 읽기이해와 같은 읽기의
상위 단계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대상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들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확대되고 있다(김동일,
조영희, 고혜정, 2015).
학습장애 아동으로 판정받은 학생들의 약 80%가 읽기 기술의 결함을
보인다(Flanagan & Alfonso, 2010). 또한 학습장애의 하위 유형으로써
나타나는 읽기이해의 결함은 글은 잘 읽지만, 글자에서 의미를 이끌어내
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김애화, 김의정, 황민아, 유현실,
2014; Flanagan, Ortiz, Alfonso, & Mascolo, 2006). 많은 연구들에서 학
습장애의 한 유형으로써 읽기이해장애를 언급하기도 하나, 구체적으로
읽기이해장애의 정의와 원인 및 특성에 대하여 합의된 바는 없다
(Swanson & Harris, 2013). 7-11세의 초기 학령기 아동 10% 정도는 기
초적인 읽기 기술과 구어 이해력에 문제가 없음에도 읽기이해에 문제를
보임으로써 읽기이해부진을 보이는 아동들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Nation, Clarke, Marshall, & Durand, 2004). 일찍이 조기 중재에 반응을
잘 보였던 학생들 가운데서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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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읽기이해에 문제를 보이는 유형이 있으며(Compton, Fuchs, Fuchs,
Elleman, & Gilbert, 2008; Lipka, Lesaux, & Siegel, 2006), 조기 중재를
받지 못하고, 고학년이 되어서야 읽기 영역에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도 있으므로 향후 읽기이해장애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
어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Vaughn et al., 2008).
교육기회의 결핍, 문화, 사회·경제적 불이익 등의 요인 등으로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 또한 학습장애 위험군으로 볼 때(김우리, 김지연,
2016),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장애 보다는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들이 대다수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은 특
수교육대상자인 학습장애로 판별되지 않았으나,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을 말한다(허유성, 나경은, 박성기, 2011; Kroesbergen & Van
Luit, 2003). 학습장애 위험군에 대하여 김애화와 유현실(2013)은 학습장
애 진단 과정에서 학습장애 위험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선별 단계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용어라고 하였다.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이
단순한 학습부진 학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많은 연구들에서 학업성
취도 수준으로 학습장애 위험군을 분류하고 있다.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
한 보고와 특성 연구들은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어왔다.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부터 기초학력 향
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꾸준히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에 기초학력 미달 현황 연구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0.7%, 중학교
3.3%, 고등학교 3.0%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교
육부, 2012). 2013년부터 초등학생은 기초학력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
라 학력수준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학교 3학년의 자료를 살
펴보면 2016년과 2017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3.6%, 4.2%로 보
고되어(교육부, 2017),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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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부진학생과 장애위험군 학생에 대한 현장의견을 분석한 연구 결과
에 따르면 이러한 학습부진의 원인은 학습 및 정서행동 영역 문제, 가정
환경, 학부모 등 환경적 요인, 아동의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교
사와 학교의 체제 등으로 분석된다(김우리, 김지연, 2016). 그러나 이러한
장애위험아동들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의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전
히 일반교육에 남아 있어 적절한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
상자로서 학습장애 학생은 2012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교육부,
2016). 학습장애로 의심되나 학습장애로 의뢰되지 않는 것은 국내 학습
장애 정의와 진단기준의 모호함과 번거로움, 학습장애에 대한 낙인효과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학습장애 진단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에 ‘학습장애 선정 조건과
절차’ 가운데 1조건으로써 ‘선별 및 중재’에서의 중재반응모형 도입하였
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 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그 실효성을 재고하였다. 이후 2014년에 중재반응 평가 결과를 선별 및
의뢰 단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중재반응모형은 선중재 후진단의 프레임을 통하여 학생이 실패할 때
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중재반응 여부를 평가
하기 위해서는 3차례 이상의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동 학
년의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을 선별 후, 학습장애
선정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 학기에 세 번 이상 학교 단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현장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김애화,
유현실, 2013). 또한 중재반응모형을 적용한 진단 및 중재 관련 연구들은
전체 학년과 교과 내용 영역을 대상으로 연구되기 보다는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의 단어 읽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
상의 학생에게 적합한 어휘나 읽기이해 지도 등의 증거기반 연구들은 부
족한 실정이다(김동일, 김희주, 고혜정, 2016)
이는 앞서 언급한 초등학교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은 0.8%이지만,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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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과도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
다. 초등학교 수준에서 조기판별과 중재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많이 하
였음에도 학습부진과 학습장애 학생이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나 중학교에
가서 표면화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은, 상급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학습내
용의 곤란도는 높아질 뿐만 아니라, 누적된 학습 부진은 학습 무기력과
수업에 대한 흥미를 감소시키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김동
일, 이대식, 신종호, 2016), 초등학교 상급학년에게도 이들 수준에 적합한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중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상 교과 내용 수준과 읽기 과제의 곤란도 수준이 올라감에 따
라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며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학생들의 경우 더욱 집중적인 개별 중재나 특수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의 복잡성과 난이도의 측면을 고려하여 학년 수준에
적합한 진단체계와 교수학습 전략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주로 보이는 읽기, 쓰기, 수학과 같은 기초학습기술에서의 결
함들은 학교 급이 올라감에 따라 조직화, 계획, 추론, 작업 기억 및 주의
력 등을 필요로 하는 읽기이해와 수학문장제와 같은 상위학습기술상의
어려움으로 발전되어 나타난다(Coyne, Simonsen, & Faggella-Luby,
2008; Fuchs, Fuchs, & Compton, 2013).
초등학교 상급 학년 학생들에게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개별화 중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들이 겪고 있는 학업 영역 및 기초학습기능의 정확한
진단 및 진전도 점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상급학년 이후의
학습장애 판별을 위한 적절한 진단도구 및 진전도 평가 방법을 찾기 어
렵다. 이들이 겪는 읽기 영역에서의 어려움은 더 이상 단어 읽기와 같은
어려움이 아닌 고차원적인 읽기이해, 쓰기 표현 등이므로 일반적인 기초
학습 기술 위주의 평가 방법으로는 학생의 진전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
응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읽기이해 검사들은 읽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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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다 읽은 후 검사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지문에서 필요한 정보
들을 찾는 방식이므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에게는 평가 방식 및 지문
의 양이 과도할 수 있다. 또한 읽기지문을 다 읽은 후 측정하는 방식으
로 읽기 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측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
다(Magliano, Millis, Levinstein, & Boonthum, 2011).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상급학년 이후 모든 학습 영역에서 필요한 읽기
이해 능력은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로 구분되어진다. 초
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도 반영된 Barrett(1976)이 제시한 읽기 과정은
일련의 위계와 배열을 가지며, 그 가운데 사실적 이해는 읽기이해의 첫
단계로써 가장 먼저 익혀야 하는 능력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
적 이해 질문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들어서면서 긴 지문에 대한 회상, 기
억, 선택적 정보에 대한 주의 집중을 필요로 하며, 텍스트 유형에 따른
문항 출제 방식으로 인하여 인지적 부담이 많을 수 있다(이재호, 2016;
Basaraba, Yovanoff, Alonzo, & Tindal, 2013).
반면 추론적 이해는 현재 읽은 문장에 대하여 텍스트에 제시된 정보와
학습자의 사전지식을 이용하여 글의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사
실적 이해보다는 상위 단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추론의 기
초적 단계 영역을 중심으로 지문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제시할 경우 사실
적 이해보다는 회상 및 선택적 주의 집중과 같은 인지적 기술은 상대적
으로 덜할 수 있다(Rawson & Kintsch, 2005; Basaraba et al., 2013). 또
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추론의 내용을 고려하여 텍스트의 유형과
질문 방식에 대한 난이도를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추론 능력을 지도 및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영화, 1999; 박선숙, 2003; 박수자,
2006).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성공적인 읽기를 위해 추론
은 필수적이며(Dole, Duffy, Roehler, & Pearson, 1991), 읽기 과정은 순
차적으로 발달하기 보다는 동시에 함께 발달할 수 있다는(Bus & Van
IJzendoorn, 1999; Whitehurst & Lonigan, 1998) 점에서 추론적 이해는
학습장애 및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이 학습해야할 주요한 영역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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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국외의 경우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보이는 읽기이해 부진 학생을 대상
으로 추론적 이해의 사고 과정을 탐색하고 사고의 과정을 반영한 검사도
구 개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Carlson, Seipel, & McMaster, 2014;
McMaster et al., 2012; Rapp, Broek, McMaster Kendeou, & Espin,
2007). 그러나 국내의 경우 초등학교 상급학년 이후의 읽기이해에 어려
움을 보이는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추론적 이해를 평가하고, 추론적
사고에서의 오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타당한 검사도구가 개발되어 있
지 않다. 대부분의 읽기이해 검사의 경우 읽기이해를 종합적으로 접근하
고 있으며, 검사 형식에 있어서도 다지 선다형으로 제시되어 긴 지문을
읽은 후 읽기이해를 평가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검사 결과 제시
에 있어서도 영역별 하위 점수가 아닌 읽기이해 총점으로 나타나, 학생
의 개인차를 설명하고 진단적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교수학습 측면에서 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추론 능력을 초등
학교 5학년이 학습해야할 내용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학습장애 위험
군 및 학습장애 학생들에게는 추론이라는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뿐
더러, 교사용 지도서에도 추론의 방법에 대하여 ‘앞 뒤 내용을 보고 나타
나 있지 않은 내용을 짐작한다.’ 정도로만 제시되어 있어 추론에 대한 읽
기 지도에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읽기이해 가운데서도 추론
적 이해 능력에 주목하여,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추론적 이해를 진
단하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이 보이는 추론적
이해 유형의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추론적 읽기 지도에 대하여 적절한 교
수학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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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추론적 이해 능력을 하위 영
역으로 세분화하여 진단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들이 보이는 추론적 이해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
여 추론적 이해 능력 수준 및 특성에 있어 일반학생과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간의 동질적인 혹은 이질적인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추
론적 이해 하위 영역별 프로파일을 분석하고,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이
어느 집단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추론적 이해 능력을 교량
적 추론과 정교화 추론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하위 집단별 추론
적 이해 특성에 따른 추론적 이해 지도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초등학교 상급학년의 학습장애 및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들이 겪게 되는 추론적 이해의 어려움을 예측하고 필요한 교정 및 보충
학습이 무엇인지 확인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교수학습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추론적 이해 검사는 일반학생과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을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판별 유용성을 가지는가?

연구문제 2. 추론적 이해 검사의 하위 영역별 점수에 따라 잠재집
단을 분류하였을 때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은
어떠한 프로파일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3. 학습장애 위험군 하위 집단별 추론적 이해 특성은 어
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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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특수교육대상자인 학습장애로 판별되지는 않았
으나, 학습장애로 의심되는 학생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학기술
부(2014)의 학습장애 선정 조건 및 절차와 DSM-5의 학습장애 진단 기
준을 참고로 학습장애 선별검사결과 위험군(저위험군 및 고위험군)으로
나타나며, 표준화된 성취도 검사인 ACCENT 국어영역검사에서 –1 표
준편차(하위 16.5%)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정의한다.

2) 추론적 이해

추론적 이해는 읽기 자료에 제시된 정보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읽
기 자료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개인의 경험,
지식, 직관을 사용하여 글을 이해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김동일
외, 2016; Applegate, Quinn, & Applegate, 2002). 본 연구에서는 추론적
이해를 Barrett(1976)과 천경록 외(2007), McNamara와 Magliano (2009)
가 분류하고 있는 교량적 추론과 정교화 추론으로 보며 선행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요인들을 범주화하여 교량적 추론은 어휘의 의미
추론, 생략된 정보 추론, 원인과 결과 추론으로, 정교화 추론은 인물의
성격 및 감정 추론, 글의 분위기 및 배경 추론, 이어질 내용 추론으로 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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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읽기이해 및 읽기 과정
1) 읽기이해

아동이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기까지 일정한 발달 단계를 거치듯, 읽기
과정 역시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Chall(1995)은 초등학
교 고학년이나 중학교에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읽기 활동을 한다
고 하였다. Mercer(1992)는 읽기는 단어인식(word recognition)과 읽기이
해(reading comprehension)의 두 가지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읽기이
해를 다시 단어이해,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감상적 이
해로 나누었다. 학령기 초기에는 읽기 활동 자체를 중시하지만 점차적으
로 ‘학습을 위한 읽기(reading to learn)’가 강조되면서 내용에 대한 이해
를 위한 읽기 전략 활용이 중요시 된다. 읽기이해력은 능숙한 독자와 미
숙한 독자를 구분하며, 교육과정 전 영역들이 읽기이해를 기초를 하므로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은 전 교과에서 학습부진을 보일 가능
성이 크다(김경선, 김동일, 2013).
읽기이해를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변인에 대한 국외 연구들은 단어인
지, 듣기이해, 어휘, 통사처리, 음운기억 등이 읽기이해를 유의하게 예측
하는

변인이라고

보았다(Hoover

&

Gough,

1990;

Braze,

Tabor,

Shankweiler, & Mencl, 2007; Ricketts, Nation & Bishop, 2007; Oakhill,
Cain, & Bryant, 2003). 국내도 문자해독, 읽기 유창성, 어휘지식 등과
같은 선수 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정부자(2009)의 연구에서는 추론과 음운인식이 읽기 능력에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면서 주요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김동일, 이일화(2010)
의 연구에서는 어휘력이 읽기이해에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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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정미란(2013)의 연구에서도 단어 유추가 읽기이해력 예측 변인
으로 유의한 변인이었다고 밝혔다.
Cromley와 Azevedo(2007)는 읽기이해를 위해서는 단어해독, 어휘, 추
론, 배경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어휘력은 아동과 성인의 읽기이해력
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고(김동일 외, 2015;
Carroll, 1993) 읽기이해의 상당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
나 텍스트에는 이미 알고 있는 어휘뿐만 아니라 새로 등장하는 어휘들이
너무나 많으며, 어휘력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아동들의 읽기이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연구들에서 입증하여 제한된 어휘
력이 항상 이해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hrlich & Remond, 1997; Oakhill, Cain, & Yuill, 1998).
읽기 선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해독능력과 읽기이해는 매우 상관이
높다고 보고되어왔으나, 정확한 해독 기술이 적절한 읽기이해를 보장하
지는 못한다(Cornoldi & Oakhill, 2013). 또한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반드시 해독 기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유창성과 정확
한 단어 읽기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읽기이해에서
낮은 수행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다. 이는 읽기이해는 문자해독과 읽기
유창성, 어휘지식과 같은 선수 기술과 읽기이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사전 지식, 추론능력, 읽기전략 등이 요구되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
문이다(김동일, 김경선, 2013).
읽기이해에 관련된 선수 기술에는 문자해독, 읽기유창성, 어휘력 등이
있으며(김애화, 김의정, 성소연, 2013), 읽기이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은 사전 지식, 작업 기억, 추론능력, 읽기전략 등으로 알려져 있
다(김경선, 김동일, 2013; 이일화, 2005; Cain, Oakhill, & Bryant, 2004;
Yuill & Oakhill, 1991). 지금까지 읽기이해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사
전 지식과 작업 기억이 읽기이해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이라고 밝혀왔
지만, 사전 지식이 충분한 독자들 가운데서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텍스트 수준의 이해에서 어려움을 나타내며(Gernsbacher, 1993), 작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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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의 용량을 측정하는 읽기 폭검사(reading span test)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복잡한 처리보다는 기억에 비중을 두고 있어서 학업 상황에서
의 읽기이해 결과를 예언하기는 부족함이 있다(신종호, 권희경, 2004).
Hannon와 Daneman(2001)의 연구에서는 작업 기억, 정보처리속도 등
의 인지능력 보다는 읽기이해능력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하위 인지 요인
들이 읽기이해 결과를 더 잘 설명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읽기이해에 관
련한 여러 인지 처리 과정보다는 읽기이해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
요할 수 있다.
읽기이해를 사실적, 추론적, 평가적 이해로 볼 때, 사실적 이해는 텍스
에 제시된 구체적 정보를 확인하고, 주제를 파악하여 요약하는 단계에
이르는 의식적인 정신과정을 포함하며(박수자, 2009), 대부분의 현행 교
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읽기 지도 영역에 해당한다. 추론적 이해에 대하여
는 그 범위와 정의가 연구자마다 다양하며, 대표적인 Barrett(1976)의 연
구에서도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의 구분이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다.
실제로 읽기 과정에서 사실적, 추론적 이해 과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
기 보다는 동시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
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읽기 지도에서 보는 추론은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사고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독자의 수준이나 학습
면에서 교육적 접근이 가능하다(박수자, 2009).
읽기이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여러 변인 가운데 추론은 읽기이해
어려움의 주요한 원인으로 밝혀져 왔다(Cain, Oakhill, & Bryant, 2004;
Yuill & Oakhill, 1991). 새로운 어휘를 학습하는 능력 또한 상황으로부
터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므로 추론은 어휘력과 이해력에 지지적인 역할
을 하며, 사전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추론능력이 필요하다.
읽기이해는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반응, 경험, 언어지식, 문장 구조에
대한 인식, 사전 지식에 의존하며, 이러한 사전 지식은 새로운 정보를 받
아들일 수 있도록 하며, 여러 정보 가운데 중요한 정보에 선택적으로 집
중하게 하고 추론적 이해를 이끄는 토대를 제공해준다(Anderso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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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ain등(2001)의 연구에서는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
들에게 이야기에 대한 배경지식을 지도한 후 추론적 이해를 묻는 읽기이
해 검사를 실하였음에도 여전히 낮은 수행을 보여, 읽기이해는 배경지식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며, 추론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읽기이해에서 추론은 텍스트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를 문자 그대로 이
해하는 사실적 이해 수준을 넘어서 제시되지 않은 정보들을 도출하거나
그 의미를 정교화하고, 글쓴이가 의도한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
게 한다(Klingner, Vaughn, & Boardman, 2015). 특히 국어는 문장 성분
에서 생략이 자유로워 상대적으로 다른 언어보다 텍스트를 읽을 때 추론
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가 많다. 우리나라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도
읽기 영역의 내용 체계에서 낱말의 이해, 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
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Barret(1976)이 제시한 읽기 기능에 있어서 축
어적 재인 및 회상, 재조직, 추론, 평가, 감상과 유사한 읽기 원리를 제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추론은 읽기이해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알 수
있다(박은주, 2008).
또한 Oakhill과 Cain(2007)의 연구와 Perfetti, Landi와 Oakhill(2005)의
연구에서는 읽기이해를 예측하는 세 가지 뚜렷한 요인으로 추론질문에
대답하기, 이해점검하기, 이야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
서 문장 수준의 이해를 넘어서 텍스트 수준에서 읽기이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전 지식, 추론능력, 읽기전략 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으며, 추론이나 이야기 구조 이해 능력이 읽기이해발달과
어떠한 관련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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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읽기 과정과 읽기이해 모형

읽기는 해독, 이해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어느 한 가지 면만
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읽기 학습 초기 단계에서는 해독 과정이 중요하
지만 읽기에 숙달이 되면 이해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게 된다. 그러나 해
독이 익숙해졌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독과 이해는 분리할 수 없는 읽기의 본질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노명완 외, 2012).
읽기이해에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대표적인 요인에 대하여
노명완 외(2012)는 독자 개인의 특성요인과, 읽기 자료의 특성인 글 요
인, 글을 읽는 목적과 과제 및 여건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으
며, 이러한 요인 가운데 독자 개인의 특성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
루어왔다고 하였다. 학습자 개인의 특성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인지심리
학의 영향을 받아 읽기 과정 및 정보처리과정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1970년대 미시간 연구소에서는 읽기 과정의 상향식 모형(bottom-up
model)과, 하향식 모형(top-down model)으로 제시하였고, 읽기 과정에
대한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을 비교하면 <표 Ⅱ-1>과 같다.
상향식 모형은 문자 해독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읽기의 하
위 기능 숙달 여부에 관심을 두고 읽기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며, 문자해
독을 이해의 기초로 파악하여 점차적으로 이해로 확장해 가도록 하는 위
계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상향식 모형에 따르면 독자 중심이 아닌
글 중심의 읽기가 강조될 수 있다. 하향식 모형은 글 보다는 독자의 가
정과 추측을 토대로 의미를 파악하는 읽기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독자의 배경지식과 사고활동을 강조하게 된다.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
형은 읽기 과정의 한 부분에만 강조점을 두고 있으므로, 읽기의 모든 과
정을 설명하는데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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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읽기 과정 모형의 비교(노명완 외, 2012, p.283)1)
과정 영역

상향식 읽기

하향식 읽기

글의 의미 소재

글에 내재

글에서 독자가 구성

단어 인지는 이해에 필수

단어를 몰라도 이해 가능

단어, 음성-문자 단서 사용

의미, 문법적 단서 사용

단어와 이해의
관계
정보 파악의
단서
읽기 진행방향
읽기 구성방식

해독->어휘->
통사-> 담화

담화, 통사,
어휘지식->해독

문자를 소리로,

의미의 예상과 확인

소리를 의미로

강조하는

문자, 문자와 음성의 연결,

언어 단위

단어

문장, 문단, 글

단어인지 기능을 숙달하여

유의미한 활동을 통해

학습

학습

지도 중점

정확한 단어 인지

글의 의미 이해

학생평가 중점

하위기능 숙달

읽기 학습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이

글에서 얻은 정보의
종류와 양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하여

Stanovich(1980)는 인간의 정보처리 체계 측면에서 독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보와 글 속의 새로운 정보 간의 상호작용을 읽기 과정이라고 보
는 상호작용모형(interactive compensatory model)을 제시하였다. 상호작
용모형에 따르면 글을 읽을 때 독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면
글에 제시된 정보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글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사전 지식의 활성화를 도우며, 활성화된 사전 지식은 다시 글
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 모형
에 대한 읽기 과정은 [그림 Ⅱ-1]과 같다.
1) 노명완 외(2012)는 Gove(1983), Leu 와 Kinzer(1987)의 읽기 모형을 정리하여 상
향식 읽기와 하향식 읽기에 대하여 표로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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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읽기 과정의 상호작용 모형(노명완 외, 2012, p.284)2)

즉 글쓴이가 의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단서가 글에 나타나 있으므
로 독자는 글에 제시된 정보인 문자, 단어, 연상의미, 문장구조, 글씨체,
담화 구조, 장르, 맥락과 자신의 사전 지식을 조화하여 관련된 스키마를
찾게 된다. 스키마는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생
각으로 독자는 음성과 기호의 관련, 연상의미, 문장구조, 담화구조, 화용
적 측면 등에 대한 개념적인 틀이라고 하는 스키마를 가지고 있다(노명
완 외, 2012).
상호작용모형은 Kintsch(1998)에 의하여 구성-통합 모형로 발전되어
왔는데, 구성-통합 모형은 텍스트가 어떻게 표상되어 독자의 지식과 통
합되는지를 설명한다. 텍스트 상의 문장의 기본 의미를 명제라고 하고
복합적인 명제는 핵심 의미와 관련된 몇 가지 단순한 명제들로 구성된
다. 독자는 단어, 구, 문장의 처리를 통해 텍스트 상의 명제로부터 미시
적인 구조(microstructure)을 형성하고, 이 때 어휘 반복, 추론 및 작업
기억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시적인 구조 다음에 텍스트의 전체
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시적인 구조(macrostructure)를 형성하게
되는데, 거시적인 구조는 텍스트의 중심내용으로 독자의 지식과 추론을
통하여 텍스트의 미시적인 구조와 결합을 하면서 형성될 수 있다. 구성통합 모형에서의 이해는 [그림 Ⅱ-2]과 같이 2단계로 이루어진다. 구성
2) 노명완 외(2012)는 Mikulechy(1990)의 이론을 정리하여 도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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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명제와 개념들이 연상과 단순 추론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어
연결된다. 통합 단계에서는 텍스트의 전반적인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연
상들을 제거하고, 읽고 있는 문장의 의미와 관계되는 명제들은 계속 활
성화되고, 텍스트와 관련되지 않은 연상들은 활성화되지 않게 됨으로써
텍스트의 표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Ⅱ-2] 읽기 과정 구성-통합 모형(Kintsch, 1992; 문선모, 2016, p5)

결국 텍스트 이해를 위해서는 응집된 명제의 연결과 거시적인 구조가
형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텍스트 자체가 기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표상이 형성되어야 하는 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표상을 상황모형
(situation model)이라고 한다(Kintsch, 1998). 상황모형에서는 성공적인
읽기이해를 텍스트 상의 정보와 독자의 지식이 결합되어 구성되는 정신
적인 표상으로 보고, 텍스트를 읽으면서 텍스트가 지칭하는 상황(시간,
공간, 인물, 인관관계 등)을 독자가 자신의 사전 지식을 텍스트의 정보와
통합함으로써 새롭게 지식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상황모형에 따
르면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텍스트에 기반(text base)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독자가 텍스에 있는 정보와 자신의 장기기억으로부터 나온
정보를 결합하는 개인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Kintsch, 1998; 김지홍,
문선모, 2010, 재인용). 따라서 상황모델은 단순한 텍스트 기반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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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해 수준의 텍스트 표상을 넘어, 추론적 이해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읽기이해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통하여 성공적인 읽기이해는 독자가
텍스트에 대한 응집력 있는 정신적인 표상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에 달
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인지 심리학에서 보는 읽기는 독자의 지식 구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단서를 활용한 이해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글을 읽
고 이해하는 과정은 글쓴이의 의도를 독자가 자신의 배경지식과 글쓴이
가 글 속에서 제시한 단서를 활용하여 재구성하는 상호보완적인 정보처
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읽기 교육의 목적은 글에 대
한 지식의 획득을 넘어서서 읽기 능력에 초점을 두고 읽기이해 방법을
지도하는 것이다. 읽기이해 방법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읽기 동안의 학생
의 이해 과정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읽기 과정에서 사용하
여야 하는 적절한 전략과 절차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읽기 과정에 대한 인지심
리학적 연구나 읽기를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작용으로 바라보는 연구들은
능숙한 독자가 글을 읽을 때에는 여러 읽기 과정을 거치는 반면 능숙하
지 않은 독자는 읽기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므로 능숙한 독
자의 읽기 과정을 분석하여 능숙하지 않은 학생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왔고 이것이 읽기 과정 중심 읽기 지도 모형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류덕제 외, 2012). 과정 중심의 읽기 지도법에 따르
면, 읽기 전 활동은 글을 읽기 전 읽기 목적을 설정하고 배경지식을 활
성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브레인스토밍, 미리보기, 어휘 및 중요 개념을
가르치기, 질문하기, 예측하기 등이 해당한다. 읽기 중 활동은 읽기 자료
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이해 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질문하기, 추
론하기, 심상 만들기, 메모하기, 점검하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마지
막 읽기 후 활동은 이해를 평가하고 반응하는데 있는데, 질문하기, 토론
하기, 의미 지도 그리기, 다른 장르로 표현하기, 요약하기, 감상문쓰기,
다시 말하기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중심의 읽기 지도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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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하여금 의미 구성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읽기 지도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과정 중심의 읽기 지도 모형에 따르면 추론하기는 읽기 중 활동으
로 읽기 과정 동안 추론적 이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며, 이는 읽
기 활동 그 자체이면서 평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이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장애 학생들의 읽기이해 교수에 대한 Irwin(1991)의 연구에서는
읽기이해는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반응 그 이상이며, 다양한 요소를 가
진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Irwin(1991)
은 [그림Ⅱ-3]과 같이 읽기 이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5개 인지 처리 과
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읽기 이해는 독자가 개개인의 태도, 흥미와
기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Irwin(1991)의
읽기이해 과정에서 통합과정과 정교화 과정은 특별히 추론과 관련되어
있는데 통합 과정은 문장들 내에서 의미 단위 처리를 위하여 문장 간 관
련성을 찾는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이때 지시어와 참조어 및 접속사를
이해하는 것과 인과관계와 순서에 대하여 추론하는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교화 과정은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기술된 것 이상의 추론을
할 때 사전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Irwin(1991)의 읽기
이해 과정을 통하여 추론의 과정은 통합과 정교화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Ⅱ-3] 읽기이해의 5개 기본 과정(Irwi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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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읽기이해와 추론하기
Barrett(1976)이 제시한 읽기 과정은 위계와 배열을 가지고 있으며, 상
향식 모형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축어적 재인 및 회상(literal recognition
and recall), 재조직(reorganization), 추론(Inference), 평가(evaluation), 감
상(appreciation)으로 읽기 과정을 구성하는 하위 기술들을 분류하였다.
Barrett의 읽기 과정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 <표 Ⅱ
-2>와 같이 반영되어 있다.
<표 Ⅱ-2> 2009 개정 교육과정 읽기 영역 내용체계(노명완 외, 2012)
축어적 재인
및 회상

재조직

추론

‧세부내용
‧세부내용
‧중심생각
‧줄거리
‧비교
‧원인·결과
‧인물 특성

‧중심생각
‧유목화

‧줄거리

‧개요

‧비교

‧요약

‧원인·결과 관

‧종합

계
‧인물 특성
‧결과
‧비유

평가

감상

‧현실과 환상
의 판단

‧주제, 구성에

‧사실과 의견

대한

판단

반응

‧정확성과 타

‧인물, 사건에

당성의 판단

대한 공감

‧적절성

‧언어에 대한

수용
판단

및

가능성

정의적

반응
‧심상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영역 성취기준, 내용 성취기준 등
을 학년군별, 학교급별, 과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1-2학년 군은 ‘글을
소리 내어 유창하게 읽으며,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며’, 3-4학년 군은
‘읽기의 기초적 전략을 활용하여 글을 읽고, 읽은 글에 대한 생각과 느낌
을 타인과 공유하려는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영역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5-6학년 군이 되면 읽기이해에 있어 추론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처음으로 제시되어 있다. 추론하는 능력이 처음으로 기술된 5-6학년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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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목표는 <표 Ⅱ-3>과 같다.

<표 Ⅱ-3> 2009 개정 교육과정의 5-6학년 군 읽기 목표
지식과 경험, 글의 정보를 활용하여 내용을 추론하는 능력
영역

을 기르고,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 데 필요한 핵심적 능력을
길러 읽기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1) 문맥을 고려하여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2) 글의 짜임에 따라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

5-6

3) 내용을 추론하며 글을 읽는다.

학년군
내용

4) 여러 가지 독서 방법이 있음을 알고 이를 적용한다.
5)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한다.
6)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주장하는 글을 읽는다.
7) 다양한 읽을거리를 스스로 찾아 읽고, 자신의 독서 습관
을 점검한다.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읽기 영역의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글
을 이해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사고의 절차나 과정, 즉 절차적 지식을 의
미하는 ‘기능’ 범주의 하위 교육 요소로서 낱말과 문장의 이해, 내용 확
인, 추론, 평가와 감상,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읽기’ 영역의 ‘학년군 성취 기준’에 따른 ‘영역 성취 기준’ 및 ‘내용 성취
기준’에 따르면 5-6학년은 지식과 경험, 글의 정보를 활용하여 내용을
추론하는 능력을 기르고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 데 필요한 핵심적 능력을
길러 읽기를 생활화 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을 성취 기준으로 제시하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추론적 이해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추론하기는 5학년 1학기 9 단원에 제
시되어 있는데, 9 단원의 학습 목표는 ‘내용을 추론하며 글을 읽고 그 내
용에 대하여 토의할 수 있다’이다. 교육부(2015)의 초등학교 5-6학년 군
국어 5학년 1학기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추론에 대하여 추론에는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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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있으며, 글 속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미루어 짐작하는 것, 책을
읽기 전 제목이나 그림을 보고 책의 내용을 짐작하거나 이어질 뒤 이야
기를 짐작하여 보는 것, 잘 모르는 낱말의 뜻을 유추하는 것이라고 제시
하고 있다.

2. 추론적 이해
읽기는 작가와 독자의 보이지 않는 상호 이해 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며, 행을 읽고, 행간을 읽고, 행을 넘어 읽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
수자, 2009). 따라서 텍스트를 읽어 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독자는 추론
을 하게 되는데, 추론은 글에 제시된 정보를 기반 하여 글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찾는 과정이다(류덕제 외, 2012).

텍스트 이해에 있어서 제

시된 개념들 간의 연결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글쓴이가 함축적으로 표
현하기 때문에 추론은 개념들 간의 연결 과정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독
자는 글쓴이가 제공하지 않은 정보(missing information)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읽어야 텍스트의 응집성을 형성하며 이해할 수 있게 된다
(Cirilo, 1981; 홍진숙, 1997, 재인용). 응집성(coherence)이란 글의 중심
화제를 통하여 형성되는 의미들 간의 연결을 뜻한다. 이 때 글의 문장,
명제,

개념들이

관련성을

갖고

결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local

coherence), 주제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도 밀접하게(global coherence)
결합되어야 응집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학자들마다 추론에 대한 정의와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들이 다른데,
Barrett(1976)은 학습자가 글의 사실적인 내용을 종합함으로써 세운 가설
에 따라 학습자 자신의 지식과 직관뿐만 아니라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이
라 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추론하기, 중심 생각을 추론하기, 비교하여 추
론하기, 원인과 결과 관계 추론하기, 인물의 특성 추론하기, 결과를 예측
하기, 비유적인 언어를 해석하기 등을 추론적 요소라고 보았다. Paris 등
(1977)은 추론은 텍스트를 해석하고 빠진 요소들을 채우며 관계를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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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에 필요한 능동적인 인지 과정이라고 보았다. 또한 추론은 이
야기 내의 단어나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개념적인 연결성을
부여하고 관련된 맥락을 도출하여 해석의 틀을 제공하게 하며,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Moore와 Kirby(1988)는
추론을 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인지적인 과정으로 보았으며, 글에서
드러난 정보와 학습자의 지식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글의 의미를 재구성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Phillips 등(1989)은 추론이란 글
쓴이의 의도 파악 및 파악한 의미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하다고 하
였다. 이와 같이 학자들의 추론에 대한 정의 및 역할을 정리해보면 글을
읽으면서 낯선 단어나 글의 정보가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을 때 즉 생략
된 정보를 보완하기 위하여 추론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는 글을 종합
하고 해석하여 예측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을 추론 능력이라고 할 수 있
다.
추론은 읽기이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읽기 자체가
추론 과정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으므로 추론적 이해를 제한하고 그 유
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론적 이해는 사실적인 이해의 논리적인
확장으로,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의미에 대하여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이다(Applegate, Quinn,
& Applegate, 2002). 읽기 활동을 통한 내용 이해에 있어 추론적 이해는
읽기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있는 그대로가 아닌 개인적 경험, 지식, 직관
을 이용해 가설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며, 지금까지의 내용을 중심
으로 앞으로 계속될 이야기를 예상해 보는 것, 자료 읽기를 통해 배운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도록 가설화해보기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
다(김동일 외, 2016).
추론의 유형에 대하여 Van den Broek, Fretcher와 Risden(1993)은 후
진적 추론(backward inference)과 전진적인 정교화(forward elaboration),
직교적인

정교화(orthogonal

elaboration),

연상적인

추론(associative

inference)으로 구분하였다. Van den Broek 외(1993)의 후진적 추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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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읽은 문장에 제시된 정보를 바로 이전의 문장이나 근접한 문장의
정보와 연결하여 추론하는 연결 추론(connecting inference), 즉 교량적
추론(bridging inference)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대
명사 추론, 지시적 추론 등이 해당된다. 또한 현재 읽은 문장과 앞에 발
생했던 사건이나 문장을 연결함으로써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두 문장 간
의 정보를 연결 지을 때 발생한다. 전진적인 정교화 추론은 사전 지식의
활성화를 통해 발생하는 추론으로, 기존의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
를 이끌어 내며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거나 의미를 추가하는 것이
해당된다. 그리고 텍스트 상의 시·공간 정보를 통하여 의미를 더하는 것
을 직교적인 정교화 추론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연상적인 추론은 읽은
문장에서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정보, 즉 연상되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
으로 개인의 사전 지식의 차이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다고 하
였다.
Trabasso와 Magliano(1996)은 Van den Broek 등(1993)의 추론의 유
형을 토대로 하여 설명적 추론, 예측적 추론, 연상적 추론으로 유형을 분
류하였다. 설명적 추론은 후진적 추론과 같은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사건
의 이유와 원인을 파악하게 하여 인과 관계를 이해하게 한다. 예측적 추
론은 현재 읽은 문장과 이야기 상황의 문맥에 맞게 텍스트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상적 추론은 현
재 읽은 문장에서 제시된 정보와 함께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텍스트
보다는 독자의 사전 지식의 활성화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텍스트를 상
세화하고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설명적 추론과 예측적 추
론은 텍스트 기반 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연상적 추론은 문장을 읽으면
서 활성화되는 세계 지식에 기반 한다고 보았다.
담화(discourse) 이해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는 읽기이해 과정에 대한
결과(outcome)를 정신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이라고 지칭하며, 정
신적 표상은 독자의 정신적인 표상은 텍스트 내의 정보, 텍스트와 관련
한 정보, 독자가 생성하는 추론으로 구성된다(McNamara, & Magl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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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McNamara와 Magliano(2009)는 추론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하여
교량적 추론(bridging inference)과 정교화추론(elaborative inference)라고
밝혔으며, 텍스트 표면에 나타나 있지 않은 공백(gap)에 대하여 텍스트
내에 제시된 다른 단서들을 활용하는 교량적 추론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략된 의미를 재구성하는 정교화 추론을
통하여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교량적

추론은

명시적으로

언급된

개념들(ideas)

간에

개념적

(conceptual) 연결을 제공하며, 전방의(anaphoric) 추론, 개념적 추론, 대
명사적인(pronominal) 추론, 원인 결과에 기반 한 추론을 포함하는데, 교
량적 추론은 읽기이해 동안 일상적으로 일어나며, 읽은 내용에 대한 응
집성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이다(Siger & Halldorson, 1996). 따라서 교량
적 추론 능력에 따라 숙련된 독자와 덜 숙달된(less skilled) 독자를 구별
할 수 있다(Magliano & Millis, 2003).
정교화 추론은 지문에 제시된 개념과 사건에 대한 독자의 사전 지식에
기반하며, 교량적 추론와과 달리, 문장 간 연결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읽
은 문장의 의미적인 맥락은 세계에 대한 의미론적 지식에 기반하며 작업
기억 속에서 가능하다(Myers & O’Brien, 1998). 정교화 추론은 독자의
사전 지식의 정보를 사용하여 읽은 지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며, 여기에서 사전 지식이라 함은 세계(스키마 지식), 지문·주제 특수성
(text·topic specific), 개인적 경험과 같은 일화적 지식으로 형성된 것이
라 할 수 있다(Magliano et al., 2011). McNamara와 Magliano(2009)는
정교화 추론을 연상적 추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텍스트에
제시된 정보를 더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고 하였다.
교량적 추론과는 다르게 정교화 추론은 빈도와 사용에 관하여 이견들
이 있는데, 일부 연구들에서는 정교화 추론이 독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
지식과 텍스트와의 강력한 의미론적인 연합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Graesser et al., 1994), 정교화 추론은 독자로 하여금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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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지식을 담화 맥락에서 연관 짓도록 돕고, 특별히 설명적 담
화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McNamara, 2004; Wolfe
& Goldman, 2005). McNamara와 Magliano(2009)의 추론의 유형에 대한
것은 [그림Ⅱ-4]와 같다. 교량적 추론은 텍스트로부터 상·하 방향으로 이
동이 가능한 반면, 정교화 추론은 텍스트 외부에서 사전 지식 쪽으로 향
하게 된다. 물론, 사전 지식은 새로운 단어를 접하는 경우와 같이 읽기
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활성화 된다. 따라서 독자가 텍스트와 관련한 영
역(domain)이나 사전 지식이 많을수록, 자동적으로 개념들이 형성되므로
이해는 더욱 풍부해지고 응집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상대적으로 자동화되는 지식의 활성화 과정이 교량적인 추론, 즉
지식에 기반 하나(knowledge-based inference) 정교화 추론은 아니라는
점이다(Kintsch, 1993, 1998).

[그림Ⅱ-4] 추론의 유형과 방향 (McNamara & Magliano, 2009, p303)

추론적 이해의 유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용어는 다르나, 설명적 추
론과 교량적 추론은 후진적인 추론으로, 예측적 추론과 정교화 추론은
전진적 추론으로 볼 수 있으나, 정교화 추론 가운데 일부는 연상적 추론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텍스트보다는 사전 지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
추론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읽기이해에 있어 추론적 능력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추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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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라 정신적인 표상이 잘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추론적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McMaster 등(2012)은 추론
적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교수 전략으로 읽기 과정 속에서 인과관계
에 대한 질문하기 전략을 제안하였다. 읽는 동안(during reading) 독자는
자동적이고 전략적인 사고 과정을 통하여 지문의 주요한 부분들 간의 결
합을 하게 되는데, 결합은 결국 읽은 내용에 대한 구조를 형성하여 지문
에 대한 전체적인 응집성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Rapp & Van
den Broek, 2005; Oakhill & Cain, 2011).
새로운 문장들 간의 결합이 자동적으로 잘 일어날 수 있게 하려면, 독
자는 작업 기억(working memory)속에 방금 읽은 문장의 정보들을 저장
하게 되고, 이러한 정보들은 방금 읽은 문장, 전체 지문, 배경 지식, 작업
기억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방금 읽은 문장을 응집성 있게 이해하게 된다
(Van den Broek & Espin, 2012). 질문하기는 지문의 주요한 연결 부분
에서 질문을 바로 하게 됨으로써 작업 기억을 활성화시켜 응집성 있는
표상(coherent representation)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주므로 읽기이해
의 전략을 지도하는 명시적인 교수와 함께 읽기이해 지도 방법으로 제안
되어 왔다. 지문의 주요한 정보들 간의 적절한 위치에서 질문을 만들고,
확인하는 교수 지도 방법이 현실적으로 교사에게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으나(McMaster et al., 2012), 질문하기 전략은 문장 간에 제시되지 않
은 연결 고리를 찾게 하는데 주요한 읽기이해 교수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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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장애 및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의 읽기이해 선
행 연구
1) 학습장애 및 학습장애 위험군

학습장애 아동으로 판정받은 학생들의 약 80%가 읽기 기술의 결함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Flanagan & Alfonso, 2010). 학습장애 학생의 하
위 유형에 대하여 Heim 등(2008)은 음운인식 결함, 시각적 주의력 결함,
음운적 인식과 시각적 인지 결함 모두를 포함하는 세 가지 유형을 제안
하였으며, King, Giess와 Lombardina(2007)는 빠른 명명 기술과 음운 인
식 결함을 기반으로 네 가지 유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인지 신경심리학 분야에서 학습장애의 신경인지적 병리학의 다양성에 관
심을 두고 음운인식과 관련하여 난독증의 하위 유형을 밝히려는 연구들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습장애 학생 모두
가 음운과정상의 결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Ramus, 2003).
Feifer와 Della Toffalo(2007)은 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능적 연합에
근거하여 난독증의 네 가지 하위 유형을 제시하였다. 난독증은 특정학습
장애의 하위영역으로 보기도 하고, 대안적인 용어로 쓰이며(Swanson &
Harris, 2013), 구체적으로 난독증의 네 가지 유형은 음성적으로 단어를
소리 내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발화성(dysphonetic dyslexia), 쓰여 있는
단어의

빠르고

자동적인

인식의

어려움을

보이는

표면성(surface

dyslexia), 음운적인 장애와 표기법상의 장애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혼합
(mixed dyslexia), 기계적으로 읽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미를 이끌어 내는
데에 어려움을 보이는 이해력 결핍(comprehension deficits)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이 가운데 이해력 결핍은 글은 잘 읽지만, 글자에서 의미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학습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제안되어
오고 있다(김애와, 유현실, 2013; Flanagan et al., 2006). 학습장애를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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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해 결함을 토대로 정의할 때 Swanson과 Harris(2013)는 읽기이해
결핍에 대하여 음운처리 및 구문인식 능력에서는 어려움을 보이지 않지
만 작업 기억 및 단기기억에서 결함을 보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리
고 이러한 작업 기억과 단기기억에서의 결함으로 읽기이해에서 낮은 성
취를 보이게 된다고 보았다.
학습장애를 정의하는 두 가지 측면은 능력-성취 차이(discrepancy
between ability and achievement)개념과 기능적 관점에 따른 정의이다.
능력-성취 차이는 아동의 지능에 비하여 낮은 학업성취 능력으로 정의
되며, 기능적 관점은 지적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학업성취 능력의 상대적
이거나 절대적인 수준으로 학습장애를 정의하는 것이다. 상대적 수준은
학업 성취도 검사에서 규준집단의 최하위에 속하는 것이고, 절대적 수준
은 기초학습기술과 같은 학업의 문제가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어려
움을 초래할 경우라고 할 수 있다(김동일 외, 2016).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의 정신질환
진단 및 분류편람 (DSM-5)에 따르면 능력-성취 차이 개념과 기능적 관
점을 모두 고려하여 학습장애를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SM-5의
특정학습장애(specific learning disorder) 가운데 읽기 어려움은 표준화된
성취검사와 임상 검사를 통해 학생의 연령에서 기대되는 성취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읽기 유창성, 읽기이해와 같은 여러 기
능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교육과학기술부(2014)의 학습장애 선정 조건 및 절차에
따르면 학습장애로 선정하기 위해서 4가지 조건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
다. 1조건은 선별 및 의뢰로 학습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학력 진단 평가, 교과학습 진단 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부
진학생으로 선별된 결과와 학습장애 선별 검사에서 학습장애 위험군으로
선별된 결과, 의료기관의 학습장애 관련 검사 결과를 요구한다. 2조건은
지능검사에서 70이상을 받아야 하며, 3조건은 표준화된 학업성취도 검사
결과 하위 16%ile 혹은 –1 표준편차에 해당하는 학생이어야 한다.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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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배제요인(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감각장애 등의 다른 장애나 가
정불화, 폭력, 학교생활부적응, 문화적 기회 결핍 등 개인 외적 요인)을
검토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로 학습장애를 판별하도록 되어 있다.
읽기이해와 관련하여 DSM-5의 특정학습장애 진단기준을 살펴보면,
읽기 영역에서의 보이는 어려움에 대하여 단어 해독, 읽기 유창성뿐만
아니라 읽기이해에서의 어려움으로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부정확한
또는 느리고 부자연스러운 단어 읽기’, ‘읽은 내용에 대한 의미 이해의
어려움’, ‘철자의 어려움’, ‘쓰기 표현의 어려움’이 읽기 영역에 관련한 것
이며, 이 가운데 ‘읽은 내용에 대한 의미 이해의 어려움’에 대하여 글을
정확하게 읽지만, 읽은 내용의 순서, 관계, 추론 또는 깊은 의미를 이해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특수교육학회(2008)에서는 읽기장애를 학습장애
의 대표적인 학업적 특성이며, 음운인식, 일견단어, 문맥단서, 단어구조분
석을 통한 단어재인에 어려움을 보이거나, 읽기 유창성 및 이해력에 어
려움이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립특수교육원(2009)의
특수교육학

용어

사전에서는

읽기이해장애(reading

comprehension

disabilities)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읽기이해장애는 읽기 과정 또는 읽기 활동을 통해서 주어진 텍스
트로부터 내용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고 의미를 끌어내는 데 어려
움을 겪는 장애를 말하며, 그 원인으로는 뇌손상, 어휘력 부족, 통
사론적 측면의 결함, 추론 능력의 부족, 텍스트의 이해력 및 초인지
적 기능의 결함, 아동기 초기에 겪는 읽기이해 능력의 열등함 등으
로 알려져 있다.”

많은 선행 연구들(김애화 외, 2014; Flanagan et al., 2006; Swanson &
Harris, 2013)에서 학습장애의 한 유형으로 읽기이해장애에 대하여 언급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읽기이해장애의 정의와 원인 및 특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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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바는 없다. 다만 읽기이해 부진에 대한 연구들은 활발하게 이루
어져 왔는데, 읽기이해부진(poor comprehension)은 해독과 단어 인지
(word recognition)는 연령에 맞는 수행수준을 보이나 이해력은 낮은 수
행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Cain & Oakhill, 1999; Catts & Kamhi, 2005).
학령전기와 학령기 초기에는 음운인식, 유창성과 같은 초기 읽기 능력
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 반면(Byrne, 1998; Bowyer Cran & Snowling,
2005; Hulme, 2002; Klauda & Guthrie, 2008), 상대적으로 읽기이해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많지 않다.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 이후 학습을 위한 읽기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
작되면서(김동일 외, 2016), 읽기이해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며 읽기이
해의 어려움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누적되어 그 심각성이 커진다
(Oakhill & Cain, 2007). 일찍이 조기 중재에 반응을 잘 보였던 학생들
가운데서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야 읽기이해
에 문제를 보이는 유형이 있으며(Compton et al., 2008; Lipka et al.,
2006) 조기 중재를 받지 못하고 고학년이 되어서야 교육적 지원을 필요
로 하는 학생들이 있으므로(Vaughn et al., 2008), 향후 읽기이해장애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2) 읽기이해부진 및 학습장애 위험 학생의 읽기이해에 관한 선행연구

학습장애의 읽기 어려움을 평가할 때 읽기의 기본적인 인지 과정들인
음운, 구문, 작동기억, 의미, 철자 등 읽기 기술의 발달 상 인지처리 과정
에서의 결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되고 있다(Swanson &
Harris, 2013). 학습장애가 겪는 읽기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부분
의 연구들에서는 읽기부진학생 또는 읽기 저성취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전형적으로 읽기 성취 검사에서 하위 10-25%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말한다. Cain과 Oakhill(2007)은 정확하고, 유창하게 단어를 읽을 수 있지
만 자신이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특정 이해결함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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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을 이해부진아동(poor comprehender)이라고 하였다. 읽기이해를
구성하는 요인이 단순하지 않으며, 여러 인지 처리 과정상의 기술들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Oakhill & Cain, 2007), 읽기이해력을 예
측하는 연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변인에 대하여 연구들이 이루
어져왔는데, 구체적으로 읽기이해부진 및 읽기장애위험 학생들의 단어수
준, 문장수준, 텍스트 수준에서의 읽기이해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읽기이해 부진아동들에 대한 초기 Oakhill(1984)의 연구에서는 어휘 능
력은 학년 수준과 동일하였음에도 읽기이해에 있어 학습부진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었으며, 특별히 사실적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보다는 추론적
이해에 있어서 낮은 수행을 보였다. 읽기이해부진아동이 보이는 어려움
의 원인이 텍스트를 기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텍스트를 다 읽은 후에
추론에서 뚜렷한 문제를 보였다고 하였다. Catts외(2005)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2학년 때는 학년 수준의 읽기능력을 보였던 학생들이 이후 4학
년이 되어 읽기학습부진으로 분류되었고, 유창성은 읽기이해력 발달 수
준에 있어 하위 집단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와도 유사하며, 읽기 유창성은 3학년을 전후하여 발달이 완
성되므로 천장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김동일, 박춘성,
최종근, 김익수, 2006), 우리나라의 경우 한글 조기교육으로 인하여 초등
학교 3학년 혹은 4학년 시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미 유창성이 확보되었
다고 볼 수 있다(김동일, 김경선, 2013).
읽기이해부진 학생들의 추론 능력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Yuil과
Oakhill(1991)은 이해부진학생들은 텍스트에 대한 기억력이 일반학생보다
낮거나, 일반적인 지식이 부족의 가능성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그러나 단
순히 일반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텍스트에 제시된 정보를 통하여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빈칸을 채우는 방식(gap-filling)의 추론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추론 능력이 낮은 마지막 이유는 읽기이해부
진 학생들은 텍스트의 어느 지점에서 추론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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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다. 즉 지시대명사, 참조어와 같은 텍스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추
론을 도와주는 단서들에 대한 인식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읽기
이해에 숙달된 학생들은 문장 간 생략된 내용을 확인하고 글의 정보와
자신의 사전 지식 및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추론 능력을 더 향상 시키게
되지만, 덜 숙력된 학생들은 이러한 문장 간 생략된 내용이 많거나 단서
가

부족할

경우

추론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MaNamara

&

Magliano, 2009). 글의 응집성이 낮을 경우 글 자체에 대한 이해와 필요
한 사전 지식을 통합하는 것 모두가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에게는 인지
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국 정교화 추론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Oakhill과 Cain(2007)은 추론의 실패에 대한 가능한 원인들에 대하여
탐색하였는데, 낮은 추론을 보이는 읽기이해부진학생들과 일반학생들 간
의 사실적 정보에 대한 이해능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텍스트
에 대한 낮은 기억력 때문인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귀분석에
서 사실적 이해에 대한 수행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추론이 읽기이해를 강
력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읽기이해부진학생들에게 추론
에서 보이는 오류에 대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을 때, 추론 능력
이 향상되는 것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적절한 추론 단서를 제시해주거나
텍스트와 관련된 추론적 질문을 통하여 읽기이해부진학생의 추론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고, 향후 연구에 있어서 읽기이해부진학생들
이 읽기 활동 중에 일반학생과 다르게 추론 능력 수행의 차이를 보이는
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정보를 언제 인출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들을 다
룰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추론 능력의 차이가 읽기 활동 과정
중에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문장

수준에서

읽기이해력에

관련된

변인으로는

문법적

감각

(sensitivity)이라고도 하는 구문인식(syntactic awareness) 및 구문지식
으로 알려져 있다(Oakhill & Cain, 2007). 구문인식은 텍스트를 유창하게
읽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연속하여 오는 단어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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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론적 요소들은 의미적인 연결망(semantic network)으로 보기 어려운
기능어, 전치사, 조동사와 같은 낱말(single words)들에 대한 것으로 읽
기 곤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Swanson & Harris, 2013). 구문지
식과 구문 인식에 대한 연구들은 읽기이해력이 낮은 읽기이해부진 학생
의 경우, 순서가 뒤바뀌거나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 문장을 발견하지 못
하거나 교정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고 밝혔다(정미란, 2010, 2013; Cain
& Oakhill, 2006).
텍스트 수준에서 읽기이해력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추론하기, 이야기
구조,

읽기이해

점검하기

등과

관련하여

연구들이

이루어지는데

Bowyer-Crane과 Snolwing(2005)은 읽기이해부진아동의 경우 추론 능력
을 다루는 질문에서 낮은 수행을 보였는데, 텍스트를 정교화하거나 일반
적인 지식을 요구할 경우 더 어려움을 보였다고 밝혔다. Gersten등
(2001)의 연구에서는 읽기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은 또한 읽기 전
략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
다. 읽기 전략은 텍스트 구조 이해, 자기 질문, 자기 점검 등과 같은 초
인지 전략을 주로 활용하며(Gajria, Jitendra, Sood, & Sacks, 2007), 많은
연구들에서 읽기장애아동도 다양한 읽기전략을 지도하여 읽기이해 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Jitendra, Hoppes, & Xin, 2000).
정미란(2009)의 연구에서는 이해부진아동을 읽기장애의 한 유형으로
보고 음독능력은 동일한 연령 수준을 보이나 읽기이해의 어려움을 보이
는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실적 정보 질문과 추론 질문
을 통하여 텍스트 이해 능력을 알아보았으며,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경우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 모두에서 낮은 수행을 보였으며, 특별히 추
론 과제에서 수행력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선, 김동일(2013)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읽기장애 위험아동
의 읽기이해력 발달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어휘지식과 배경지식이
풍부할수록, 추론점수가 높을수록 읽기장애 위험학생 집단 보다는 일반
학생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휘력과 추론능력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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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이처럼 읽기이해부진 및 읽기장애 학생들에 대한 연구들은 읽기이해
관련 변인과 읽기이해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많으며, 또한 읽
기이해를 사실적, 추론적 이해로 구분하여 읽기이해 능력을 연구하고 있
다. 읽기이해부진 학생들이 사실적 이해보다는 추론적 이해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실적 이해에서 다루어야 할 정보의 양이
너무 많게 되면 추론 능력보다 자칫 더 난이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이재호, 2016; Basaraba et al., 2013). 기본적으로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는 위계를 따른다고 가정하지만, 사실적
이해가 기본으로 되어야만 추론적 이해나 평가적 이해가 가능한 것은 아
니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사실적 이해의 경우 기억이나 회상 능력에
의존하기 쉬우므로 읽기이해의 본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읽기이해부진 및 학습장애 위험 학생들이 보이는 읽기이해력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은 학습장애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으며(김자경, 2005), 특정한 읽기이해 문제를 보이는 모든 아동이 이러
한 읽기이해 관련 기술들에서 모두 결함을 보이는 것도 아니므로, 읽기
이해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들이 읽기이해에서 보이는 개인적인 강점과
약점 파악 및 이해문제를 가져오는 서로 다른 처리 과정을 고려하는 것
이 필요하다(Oakhill & Ca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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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읽기이해 평가와 추론적 이해
1) 읽기이해 평가

노명완 외(2012)는 읽기 평가에 대하여 지속성, 학생 참여, 실제성을
가져야 하며, 맥락과 내용에 대한 지식에 기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
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읽기 평가는 읽기의 결과, 과정, 상위인지를 평가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학생 참여와 읽기 과정 평가
인데 먼저 학생 참여는 학생이 평가의 과정에 참여하는 공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
으며, 그 과정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 참여를 통한 읽기 과정
의 평가는 오류 분석(miscue analysis), 빈칸 메우기 검사(cloze test), 그
래픽조직자 완성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읽기 과정을 평가하는 빈칸 메우
기 검사는 교사의 발문 없이 학생이 스스로 글을 읽고 빈칸을 채워가는
평가로 형태심리학에 기반 하여 불완전한 것을 완성하려는 인간의 심리
를 반영한 평가방법이다.
한편, 국내에서 개발된 읽기 검사로는 단어인지와 읽기이해 성취를 측
정하는 기초학습기능검사(박경숙, 윤점용, 박효정, 1998), KISE 기초학력
검사(박경숙, 김계옥, 송영준, 정동영, 정인숙, 2008), ACCENT 국어영역
검사(김동일, 신종호, 여상인, 이대식, 이재희, 2003), 그림 어휘력 검사
(김영태, 장혜성, 임선숙, 백현정, 1995), 한국판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김
향희, 나덕렬, 2007) 등이 있으며, 2010년 이후 검사로는 BASA 기초학
습기능수행평가체제(김동일, 2010), 읽기 성취 및 인지처리능력검사(김애
화, 김의정, 황민아, 유현실, 2014), 한국어 읽기검사 KOLRA(배소영, 김
미배, 윤효진, 장승민,

2015) 등이 있다. <표 Ⅱ-4>는 2010년 이후 개발

된 읽기이해 관련 검사 도구 및 실시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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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4> 국내 표준화된 읽기이해 검사도구
검사

검사

도구

대상

하위 영역

읽기이해

검사

검사

검사

형식

시간

방법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BASA
(김동일,

초1-

‧유창성

성인

‧이해

‧문맥에

‧빈칸

맞는 적절한

채우기

어절 선택

-선택형

3분

집단
검사

2010)
읽기 성취 및
인지처리능력

‧단어인지

검사

‧유창성

RA-RCP

초1-6

(김애화 외,

‧내용기억

‧듣고

‧내용이해

‧이해

답하기

‧추론

‧인지처리

시간
제한
없음

개인
검사

2014)
한국어
읽기검사
KOLRA
(배소영 외,
2015)

기초학습기능

초1-6

‧음운처리

‧단어지식

‧해독

‧문법지식

‧유창성

‧구문구조

‧이해

‧배경지식

‧듣기이해

‧함축적

‧쓰기

의미파악

수행평가체제(Basic

‧빈칸
채우기
-서술형

Academic

Skills

15분

집단
검사

Assessment:

BASA)(김동일, 2010)는 교육과정중심측정의 표준화된 검사이며 하위 검
사로써 읽기이해를 측정하는 빈칸 채우기 검사는 문맥에 맞는 적절한 어
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야기 글로
제시되어 있다.
읽기 성취 및 인지처리능력 검사(Test of Reading Achievement and
Reading Cognitive Processes Ability: RA-RCP)(김애화 외, 2014)는 읽
기이해를 전체 지문을 소리 내지 않고 눈으로 읽은 다음, 글을 보지 않
은 상태에서 답을 하는 방식이며, 읽기이해질문은 내용기억, 내용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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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 등을 포함하며 글의 유형을 이야기 글과 설명글로 나누어 제시하였
다. 검사 방식은 개인검사로 글을 보지 않고 읽기이해질문에 대한 답을
구두로 하게 되어 있다. 이야기 글과 설명 글에서 각각 7문항씩 총 14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문항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항이 추론
문항인지 제시하고 있지 않았으나 ‘이야기에서 나오는 나무꾼은 어떤 사
람이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앞에서 본 글을 기억하여 이
야기 해줄래요?’의 문항을 추론 문항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RA-RCP 검사는 읽기 성취뿐만 아니라 인지처리능력에 대한 검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읽기이해에 관련하여 어휘, 문장 따라 말하기, 듣기이
해의 검사가 개발되어 있다. RA-RCP 검사에서는 읽기장애 학생 선별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각 학급 담임들이 각 반에서 국어성적이 하위
15%인 학생을 추천하여, 학기 초 전국 실시 교과학습 진단평가 결과에
서 학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선별하고, 최종적으로 저성취 모
델에 근거하여 지능검사에서 전체 지능 지수가 70이상이면서, KISE-기
초학력검사-짧은 글 이해 또는 음독 검사(박경숙 외, 2008)에서 하위 25
백분위에 속하는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한국어

읽기검사(Korean

Language-based

Reading

Assessment:

KOLRA)(배소영 외, 2015)에서 읽기이해는 짧은 글을 읽고 적절한 답을
빈 칸에 쓰는 방식으로 제한 시간은 15분이며, 듣기이해는 짧은 글을 읽
고 적절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한다. 각 지문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검사 개발 및 전문가 지침서에는 이해 검사를 구성하는 하위 영역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이해 문항은 “만약 배가 아프(

)

병원에 가야 돼”. “산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하
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손을 잡아 주어서 구(

)으로 살아났습니다.”

와 같이 빈칸에 알맞은 글자나 접속어, 단어 등을 쓰도록 하게 되어 있
다.
이와 같이 국내 읽기 검사도구들은 연구 및 검사의 목적에 따라 측정
하고자 하는 읽기 성취 및 읽기인지처리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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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발되어 있어 읽기이해 영역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하위 요인들에 의
한 검사가 개발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추론적 이해 평가

2000년 이후 읽기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이해를 예
측하는 연구와 읽기이해 중재 연구들 가운데서 읽기이해검사 혹은 추론
적 이해 검사지를 사용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한 연구들에 한하여
추론적 이해 검사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Ⅱ-5>와 같
다.
추론적 이해 질문을 사용하는 대상에 있어서는 대부분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한 편의 연구(정미란, 2013)만이 초등학
교 3학년을 포함하고 있었다. 추론적 이해에 대한 문항은 읽기이해검사
내에서 질문지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적게는 2문항에서
많게는 11문항이었으며, 추론적 이해 검사를 별도로 사용한 연구(김경선,
김동일, 2013)에서만 14문항으로 가장 많은 문항수를 구성하고 있었다.
실시 방법에 있어서는 사지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문답형 등 다양한 방
식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추론적 이해 질문에 대하여 추론의 유형에 따른 질문을 분류하여 제시
한 연구는 한편(김경선, 김동일, 2013)으로 글의 정보에 의한 추론, 배경
지식에 의한 추론, 정보통합에 의한 추론으로 추론의 유형을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문항은 인물의 행동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문항이었으며, 질문은 ‘만약 정신없는 아저씨
가 다시 시장을 향해 가던 중 어떤 마을의 신나는 잔치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앞글에 나오는 주인공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등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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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읽기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 대상 추론적 이해 검사 분석
연구

대상

이일화,
김동일
(2010)
정미란
(2013)

초4-6

초3-6

김경선,
김동일

초4

(2013)

검사
도구
연구자
개발
연구자
개발
선행연구

실시 방법

추론
‧인물의 행동 추론

‧사지선다형

‧글의 부분적인 내용을
인과적으로 추론하는 것

‧문답형

‧인물의 행동 추론

재구성

‧단단형(빈칸채우기)

문영화

‧서술형

‧글의 정보에 의한 추론
‧배경지식에 의한 추론
‧정보통합에 의한 추론

(1999)

‧인물의 행동 추론
이태수
(2007)

‧글의 부분적인 내용을

선행연구
초4-6

이일화

인과적으로 추론하는 것

‧사지선다형

‧지문에 대한 이해를 통

(2005)

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물음
‧글에서 암시적으로 드
러난 정보 추론
‧단락과 단락 간의 관계

정근영,
박현숙

초4-5

(2001)

연구자

‧단답형, 서술형

개발

를 파악하여 글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요약하기
‧문단나누기
‧중심소재,

주제

찾기

등 관련 추론
한영미,
박현숙

초4-6

(2008)
양정민,
김애화
(2011)

초4

연구자
개발
연구자
개발

‧사지선다형,

단답형

(빈칸채우기), 서술형

‧문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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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과 문장의 연결 관
계 추론
‧글 전체 중심내용 추론
‧주인공의 의도 추론

추론적 이해는 읽기 과정 동안에 일어나므로, 읽기 지문을 다 읽고 난
뒤 물어보는 평가 방식보다는 읽기 과정 중에 평가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Think-aloud 과제와 같이 읽기이해 과정중의 질
문하기 전략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Think-aloud는 학습자가 글을 읽는
동안의 생각나는 것을 구두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학습자가 글을 이해하
는

데

사용하는

전략

및

과정을

밝히는

기법이다(Baumann

&

Seifert-Kessell, 1993). 국내에서는 Think-aloud 기법이 국어, 영어교육,
특수교육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장진호, 2001; 천경록,
2002; 박진선, 2013), 읽기와 쓰기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수학 문제 풀이,
토의와 같은 인지적 과업 수행 동안 학습자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
게 한다. Think aloud는 학습자로 하여금 읽기 과정 속에서 생각나는 것
을 구두로 표현함으로써 이해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읽기 과정 동안의 사고 과정을 소리 내어 언어화함으로써 오류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읽기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 대상으로 사용되는 추론적 이해 검사들의
형식은 다양하나, 이 가운데 빈칸 채우기는 배경지식의 사용, 추론, 어휘,
이해점검 전략 등의 종합적인 텍스트 사고과정을 돕는 언어 기반 과정을
동반함으로써 읽기이해력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Tolar et al., 2012). 이에 따라 빈칸 채우기 형식의 평가는 추론의 평가
방법 및 교수 학습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국내 빈칸 채우기 검사 관
련 연구들은 국어 및 영어 교육 분야에서 대부분 이루어져 왔으며, 연구
대상은 초등학고 고학년 이상이거나 중․고등학생으로 하여 폭넓게 이루
어지고 있다. 또한 빈칸 채우기 검사는 교수 방법으로서도 활용되면서,
빈칸 채우기 검사의 활용이 읽기이해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밝혀졌다(김
동일 외, 2016; 박수자, 1996; 최인희, 김성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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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의 추론적 이해 능력을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진단함으로써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하위 집단별 추론적 이
해의 유형과 특성을 밝히고, 결과에 따른 교육학습 계획 수립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읽기 및 독서 능력 발달을 살펴보면 우선 Chall(1995)은 읽기 발달 단
계 3에 해당하는 9세에서 14세에 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위하여 읽
기 활동을 한다고 보았으며, 천경록(2000)은 초등학교 중학년인 3학년과
4학년을 기초 기능기로 구분하여 이 시기에 해독(decoding)에서 이해
(comprehension)로 나아가며, 문장을 의미 중심으로 끊어 읽고 학습 독
서(reading to learn)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하였다. 이후 초등학교 5학년
과 6학년 시기에 기초 독해기로 들어서며 독해에 더 큰 비중을 두며, 묵
독을 통한 글 읽기와 의미 중심 글 읽기가 시작된다고 하였다. 중학교 1,
2학년 시기에는 고급 독해기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작가의 관점 및
태도를 파악하고, 추론하기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독서 능력의 발달 단계를 5단계로 정리한 이재승(2004)은 초등학
교 4-6학년 시기를 학습을 위한 글 읽기 단계로 보았으며, 다양한 주제
에 대한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며,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에게 감정 이입
이 가능하며, 읽은 것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가능한 시기라고 하였다. 특
별히 이 시기에는 텍스트의 복잡성과 정교성이 증가하므로 읽기 지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읽기 및 독서 능력 발달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학년부터 의미 중심의 추론적 이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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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는 2,672,843명이며, 초등
학교 5학년 학생은 419,509명으로 전체 모집단의 수는 419,509명이라고
할 수 있다. Krejice와 Morgan(1970)에 따르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크기는 신뢰도 95% 적용 시 모집단이 1,000,000명 이상일 경우 적
절한 표본 크기는 384명이므로 400-500명은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적절
한 수라고 할 수 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과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한 통
계 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대상 수로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모집문건을 학교에 발송하여 검
사참여를 요청하였으며, 모집문건에 기재된 연구 목적 및 검사 안내에
따라 검사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연구대상 중 지
적장애나 감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는 제외하였으며 검사 문항을
풀지 않은 학생들도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본 연구 참여자에 대
한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총 18개의 초등학교에서 참여하였으며, 서
울 5개교 48명(51.5%), 경기 9개교 346명(75.2%), 인천 1개교 4명(1%),
광주 2개교 45명(9.7%), 제주 1개교 17명(3.7%)이 참여하였다. 연구대상
자는 총 460명이었으며, 성별은 남학생이 237명으로 51.5%였고, 여학생
은 223명으로 48.5%였다.

<표 Ⅲ-1> 연구대상의 특성

성별

지역

구분
남학생
여학생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제주
총합

N
237
223
48
346
4
45
17
460

%
51.5
48.5
10.4
75.2
1.0
9.7
3.7
100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선별 절차는 DSM-5(APA, 2013)의 학습장애
진단 기준과 교육과학기술부(2014)의 학습장애 선별 조건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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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5의 학습장애 진단 기준에는 저성취 기준으로 적어도 1.5 표준편
차 이하에 해당하며, 명백한 임상학적 증거가 제시될 경우 표준편차가
1.0-1.5로 적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나경은, 서유진, 2013). 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은 학습장애 선별검사(김동일,
2012) 결과 ‘학습장애 잠재적 위험군’, ‘학습장애 고위험군’으로 나타나며,
표준화된 성취도 검사인 ACCENT 국어영역검사에서 –1 표준편차에 해
당하는 학생으로 하였다. 또한 지적장애, 감각장애 등의 다른 장애를 가
진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는 제외함으로써 배제요인의 일부를 적용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일반학생은 표준화된 읽기이해 검사 결과 동 하위
20%이상의 수행 수준을 보이는 학생들을 말한다.
실제로 ACCENT 국어영역검사 –1 표준편차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총
76명이었으면 이는 하위 16.5%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학습장애 선별검사
결과에서 위험군인 학생들로 제한함으로써 최종 44명이 본 연구의 학습
장애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분류 기준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구분하면 <표 Ⅲ-2>와 같다. 일반학생
집단에서 남학생은 207명(49.7%)이었고, 여학생은 209명(50.2%)이었다.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집단에서 남학생은 30명(68.2%)이었고, 여학생은
14명(31.8%)으로 남학생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지역분포는 서울 지역에서 6명(13.6%), 경기도 지역에서 36명
(81.8%), 광주 지역에서 2명(4.5%)이 분포하였으며, 읍면지역이 학습장애
위험군 아동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 일반학생과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의 통계적 특성

성별
지역
규모

구분
남학생
여학생
대도시 시군구
중도도시 시군구
중소도시 읍면
총합

일반학생
207(49.7%)
209(50.2%)
274(65.9%)
108(25.9%)
34(8.2%)
4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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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30(68.2%)
14(31.8%)
15(34.1%)
5(11.4%)
24(54.5%)
44(8%)

본 연구에서 학습장애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학습장애 선별검사
결과에서 잠재적 위험군이 18명(40.90%), 고위험군이 26명(59.10%)으로
나타났다. 일반학생과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을 구분함에 있어 저성취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한 ACCENT 국어영역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
차는 <표 Ⅲ-3>과 같다. ACCENT 국어영역검사에서 일반학생들의 평
균은 13.22점이었으며,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평균은 5.80점이었다.
ACCENT 국어영역 검사의 히스토그램은 [그림 Ⅲ-1]과 같으며 왜도는
-.693, 첨도는 -.400으로 부적편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CCENT 국어영역검사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이며,
본 연구에서 총 40문항을 20문항으로 재구성하면서 6학년 문항은 포함하
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쉬운 검사였다고 볼 수 있다.

<표 Ⅲ-3> 일반학생과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의 ACCENT국어 검사
구분

집단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ACCENT
국어 영역

전체학생
일반학생
학습장애 위험군

440
416
44

2
3
2

20
20
8

13.22
14.00
5.80

4.42
3.85
1.73

[그림 Ⅲ-1] ACCENT 국어영역 검사 총점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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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의 추론적 이해 능력 특성을 분석
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을 확립한 후, 추론적 이해 검사를 개발하고자 추
론적 이해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하여 추론적 이해의 요인 및 유형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교육과정을 분석
하여 추론 관련 단원 및 학습 목표를 확인하여 교량적 추론과 정교화 추
론 능력의 하위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최종적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여섯 개의 하위 영역들로 확정하였다.
또한 국내외 추론적 이해를 측정하는 읽기이해검사들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추론적 이해의 하위 요인별 문항
내용 및 검사 제작 방식을 확정하였으며, 총 3차에 걸쳐 전문가 협의회
및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과 문항의 적절
성을 확인하였다.
1차 추론적 이해 검사의 예비 문항은 최종 문항의 1.5배수가 넘는 51
개의 문항을 제작하였다. 1차 예비문항에 대해서는 특수교육 석사학위
소지자 2인, 특수교육 박사과정 2인에게 51문항에 대하여 문항의 적절성
을 5점 척도(5점=매우 적절, 4점=적절, 3점=보통, 2점=부적절, 1점=매우
부적절)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평균 4.0점미만으로 평정된 13문항과 4
인이 추론적 이해의 하위 영역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문항 8문항을 제
외한 30문항을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위한 2차 예비문항으로 선정하였
다.
2차 추론적 이해 검사의 예비문항에 대해서 특수교육 및 국어교육 분
야의 다년간의 경험 및 전문지식을 가진 총 8인의 전문가들(특수교육 교
수 1인, 국어교육 교수 1인, 초등 특수교사 2인, 초등 일반교사 4인)에게
추론적 이해의 구인 및 하위 영역, 문항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자 전문
가 타당도 검증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현장 교사들의 평균 교육 경
력은 9.5년 이었으며, 초등학교 일반교사 4인 중 5학년 담임교사는 2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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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위한 설문은 예비 문항에 대하여 추론적 이
해 능력의 구인 및 하위 영역에 대한 검토 의견을 작성하는 것과 30개의
문항의 적절성 및 보기의 적절성에 대하여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
으며, 문항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의견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일치도는 Cohen’s Kappa 계수 방법을 사
용하여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Cohen’s Kappa 계수는 10명이상의 평정가
로 구성되었을 때 사용하기 적합하며, .8이상일 경우 높은 일치도로 해석
할 수 있는데(Gisev, Bell, & Chen, 2013),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구성원
이 8명이지만, 10명에 가까우므로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2차 전문가 타당도 검증에서는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별 Cohen’s
Kappa 계수 값은 어휘 의미 추론 영역이 .79, 생략 정보 추론 영역이
.83, 인물의 성격 감정 추론 영역이 .85, 글의 분위기 배경 추론이 .91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어휘 의미 추론 문항 중 한 문항에 대하여 8명 중
3명이 글의 분위기 및 배경 추론으로 하위 영역을 평정하여 Cohen’s
Kappa 계수 값이 .63으로 나타나 어휘 의미 추론 영역 문항에서 삭제하
였다. 한편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평균 점수는 4.38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개 문항은 평균 4.0점으로 보통인 3점을 8명 중 2명이상 평정한
것으로 나타다 문항에서 삭제하였다. 또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어색한 문
항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문항을 수정하였다. 전문가
들의 검토 의견 가운데 중복되는 의견과 이를 반영하여 수정한 내용을
정리한 것은 <표 Ⅲ-4>와 같다.
2차 전문가 타당도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실시할 예비 추
론적 이해 검사 문항을 수정 및 추가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총 6인
의 전문가들에게(국어교육 석사 학위 소지자 초등학교 일반교사 2인, 초
등학교 특수교사 2인, 특수교육 전공 교수 1인, 특수교육 전공 박사 수료
1인) 문항의 적절성을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추론적 이해 검사의 모든
30문항이 4.5점 이상을 나타내어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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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 추론적 이해 검사 예비 문항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견
영역

검토 의견
‧생략된

생략정보

정보가

수정 내용
‧생략된 정보를 추론하는 빈칸은 문
단순히

장 성분 생략이 되지 않도록 하고,

문장 성분이 되지 않도록 문장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수정

않은 단어로 하며, 글을 통해서 짐작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함
‧‘시원하다’, ‘상쾌하다’와 같은 유의

인물성격
감정

‧보기

문항이

유의어로

구성되어 있음

해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
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배경

함
‧글의

분위기가

다르게

해석 되지 않도록 불필요
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함

인과
관계

와 같이 반의어로 구성하도록 하고,
나머지 보기 하나는 관련없는 단어로

‧보기 문항이 연어를 이

글분위기

어를 보기에서 ‘불편했다’, ‘시원했다’

‧생략된 정보 추론이 되
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구성함
‧보기 문항 중 ‘들썩들썩’, ‘찰랑찰랑’,
‘덩실덩실’을 ‘들썩거렸다’, ‘한가로웠
다’, ‘덩실거렸다’로 바꾸어 연어 이해
를 묻는 문항이 되지 않도록 함
‧위급한 상황을 묘사하는 글에서 ‘무
서워서 도망치는 아이’와 같이 전체
적인 분위기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삭제하고 대신 ‘손을 뻗어 구하려는
아이’로 수정함
‧단순히 삭제된 빈칸 바로 이전 문장
으로만 답을 찾게 되지 않도록 하고
자 이전 문장에 단서가 많을 경우 이

‧설정이 부자연스러움
‧문장들에서 단순히 특정

전 문장을 수정함
‧하나의 문장 이외에 다른 문장에서

이어질

단어에 의해 이어질 내용

도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을 추가하여

내용

을 예측하는 것이 되지

전체적으로 글의 연계성을 높일 수

않도록 유의해야 함

있도록 수정함

예비 검사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2017년 8월 경기도 지역
초등학교 1개교 1학급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시간의 적절성 및 검사 질문의 이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였다. 1차 예비 검사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서 어려운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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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구조, 문장의 길이 등을 수정하였다. 검사 시간제한으로 인하여
검사 문항을 다 풀지 못하는 경우를 확인하고, 쉬운 문항의 경우 앞쪽에,
어려운 문항의 경우 뒤쪽에 배치하여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도 많은 문
항을 풀 수 있도록 하였다. 검사 문항을 재배치한 2차 예비 검사 문항에
대해서는 9월에 경기도 1개교 3개 학급의 학생 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고전검사이론에 의한 문항 분석으로 기술통계와 문항의 난이도, 변별
도,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2차 예비 검사에서 최종 확정된 추론적 이해
검사 문항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 승인을 받았
다(IRB No.1709/003-011).
이후 검사 참여 모집 문건을 통하여 참여 학교를 모집하였고, 연구 참
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년 9월에서 10월 동안 본 검사를 실
시하였다. 검사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약 30분간 묵독유창성 검사(2분),
ACCENT 국어영역 검사(10분), 추론적 이해 검사(15분), 학습장애 선별
검사(시간제한 없음) 순서로 교사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며, 일부 초등학교
가 아닌 개인적으로 검사에 참여하게 된 학생들은 방과 후 조용한 공간
에서 연구자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경기도 지역 1개교 1개 학
급의 23명과 제주 지역 1개교 1개 학급의 17명 학생들에게는 이주일 뒤
재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검사 실시 후 수
합된 검사 자료에 대하여 채점 및 코딩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결과를 분
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절차를 정리하면 [그림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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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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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 도구
1) 추론적 이해 검사
(1) 추론적 이해 검사 개발을 위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문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추론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빈칸 채우기 형식
의 검사를 개발하였다. 우선 추론적 이해 능력의 평가 하위 요인을 구성
하고자 국어교육과정과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분류하고 있는 추론적 이
해를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장애 및 학습장애 위
험군 학생들이 긴 지문을 읽고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과 회상 능력이 일
반 학생들 보다는 낮고, 이로 인한 영향력을 줄여보고자 중심내용이나
주제를 추론하기, 제목을 추론하기 등과 같이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파
악하는 추론은 제외하였다. 또한 글을 읽고 요약하는 것을 사실적 이해
로 볼 것인지, 추론적 이해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선행연구들마다 다르
게 보고 있어서(김동일 외, 2017; 김동일 외, 2003; 송미영 외, 2011; 이재
호, 2016), 요약하기를 추론적 이해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및 문헌 분석에서 중심내용, 주제, 제목 찾기와 요약하
기는 포함하지 않았다.
현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추론적 이해 관련 지도 내용은
<표 Ⅲ-5>와 같다. 초등학교 5학년 이전의 교육과정의 단원학습 목표
및 세부적인 내용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1학년 2학기에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읽기, 2학년 2학기에 이어질 내용을 쓰기, 3학년 1학기에 원인
과 결과를 알고 이야기 간추리기 등은 추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교과서 9단원 ‘추론하기’는 직접적인 단
원 학습 목표로 제시되며, ‘내용을 추론하며 글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하
여 토의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교사용 지도서에는 추론의 개념에
대하여 ‘미루어 생각하여 논함’, ‘어떠한 판단을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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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 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실적 사고는 개념 파악, 분석, 기억,
재생이며, 추론적 사고는 추리(논증, 해석, 판단), 상상과 관련되어 있다
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내용을 추론하며 글을 읽는 것에 대
하여 글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하거나, 이어질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표 Ⅲ-5> 초등학교 국어과 추론적 이해 관련 지도내용
학

학기

년

(단원)

1

2(4)

2

2(5)

3

1(5)

학습 목표 및 학습요소
뜻이 잘 드러나게 읽기
이어질 이야기를 꾸며
쓰기

세부 내용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이야기를 읽고 이어질 내용을 꾸밀
수 있다.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 안다

원인과 결과 알기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이야기를 간추
릴 수 있다.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

3

2(6)

5

1(7)

5

1(9)

인물의 마음을

을 생각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짐작하기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며 글을 읽을

낱말의 뜻 짐작하기

내용을 추론하며 글을
읽기

수 있다.
‧뜻을 모르거나 어려운 낱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다.
‧글의 제목을 보고 내용을 추측할 수
있다.
‧인물의 행동을 통하여 시대 상황을
추론할 수 있다.

추론적 이해 검사 하위 영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문항을 개발함에 있어
서 먼저 텍스트 유형을 선정 하고자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추론
적 이해와 관련한 단원들에서 제세하는 국어자료들을 살펴보았으며, <표
Ⅲ-6>과 같이 대부분이 일상의 경험에 대한 글, 동화나 옛날이야기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론적 이해는 텍스트 장르에 영향을 받는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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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글보다 이야기 글이 추론을 더 요구하며(신종호, 권희경, 2004), 이야기
글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 연결되고, 특정한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서 등
장인물의 행동과 사건이 제시되므로,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추론이 더
잘 일어나게 된다(박은주,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추론적
이해 검사에 사용되는 텍스트 유형은 일상생활에 대한 글과 이야기 글로
선정하였으며, 사용된 자료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표 Ⅲ-6> 초등학교 국어과 추론적 이해 관련 국어 자료
학

학기

년 (단원)

학습 목표 및

국어 자료 예

학습요소

‧일상생활의 경험을 담은 짧은 글
1

2

2(4)

2(5)

뜻이 잘
드러나게 읽기

이어질 이야기를
꾸며 쓰기

‧흔히 접하는 일이나 사물에 관한 정보를 담
은 글
‧의인화된 사물이나 동식물이 나오는 이야기
‧학생의 일상을 배경으로 하는 동시나 동화
‧환상적인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옛)이야기
나 동화
‧인과관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이야기
‧영웅이나 위인이 등장하는 옛 이야기나 극

3

1(5)

원인과 결과
알기

‧일상의 고민이나 문제를 다룬 동시나 동화
‧글쓴이 중심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난 글
‧환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 (옛)이야기
‧상상력이 돋보이는 만화 혹은 애니매이션
‧글쓴이와 인물의 마음이 잘 드러난 생활문,

3

5

5

2(6)

1(7)

1(9)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기

낱말의 뜻
짐작하기
내용을 추론하며
글을 읽기

편지
‧일상의 고민이나 문제를 다룬 동시나 동화
‧영웅이나 위인이 등장하는 (옛)이야기나 극
‧환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옛)이야기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등에서 이루어지는
친구들 간의 온라인 대화
‧성장 과정의 고민과 갈등을 소재로 한 작품
‧다양한 분야의 설명문
‧흥미로운 소재의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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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론적 이해 검사 구성 및 개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추론적 이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과 현 초등학
교 국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론적 이해 관련 지도 내용을 종
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추론적 이해에 대한 하위 요인을 구성하
고 이에 따른 전문가들에게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추론적 이해를 Van den Broek 외(1993), Trabasso와
Magliano(1996), McNamara와 Magliano(2009)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교량적 추론과 정교화 추론에 따라 하위 요인을 나누어 분석하고자 하였
다. 교량적 추론은 현재 읽은 문장에 제시된 정보를 바로 이전의 문장이
나 근접한 문장의 정보와 연결하여 글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짐작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 읽은 문장과 앞에 발생했던 사건이나 문장을 연결함
으로써 인과관계를 찾고 두 문장 사이의 정보를 연결할 때 발생하는 추
론을 말한다. 정교화 추론은 기존의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를 이
끌어 내며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거나 의미를 추가하는 것이 해당
된다. 그리고 텍스트 상의 시·공간 정보를 통하여 의미를 더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추론적 이해를 크게 교량적 추론과 정교화 추론 두 요인으
로 분류하고, 각각의 추론적 이해에 대한 하위 영역들을 초등학교 국어
과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에서 제시된 학습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국내외
추론적 이해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여섯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였
다. 이를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표Ⅲ-7>과 같이 최종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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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추론적 이해 검사 하위 영역 및 내용
요인

하위 영역

내 용

문항번호

문맥 고려한

‧문맥적 단서를 통해 낱말의 뜻을 짐작

1,7,13,19,

할 수 있다.

25

어휘 의미 추론
교량적

생략된 정보

추론

추론
인과관계
추론

‧현재 읽은 문장과 앞에 발생했던 사건
이나 문장을 연결함으로써 서술상황에
서 생략된 정보를 추론한다.
‧현재 읽은 문장과 앞에 발생했던 사건
이나 문장을 연결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추론한다.

인물의 성격 및
감정 추론

2,8,14,20,
26
5,11,17,23
,29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성

3,9,15,21,

격이나 감정(마음, 정서)을 짐작한다.

27

정교화

글의 분위기 및

‧텍스트 상의 시·공간 정보 및 상황을

4,10,16,22

추론

배경 추론

통하여 글의 배경과 분위기를 추론한다.

,28

이어질 내용

‧기존의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어

6,12,18,24

추론

질 내용을 예측하거나 의미를 추가한다.

,30

추론적 이해에 대한 하위 영역별 5문항씩 총 30문항을 개발하였으며,
검사지는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문항들은 보통 2-3문장으로 구성된
글을 사용하되, 인과관계 추론과 이어질 내용 추론 영역은 7문장으로 구
성된 글을 사용하여 검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빈칸을 삭제하는 방식은
교량적 추론과 정교화 추론 모두에서 단어와 문장 수준으로 삭제하되,
문장 수준에서 빈칸을 삭제할 경우 Carlson 등(2014)의 다지 선다형 빈
칸

채우기

이해

검사(Multiple-choice

Online

Cloze

Comprehension

Assessment: MOCCA) 방식을 사용하여, 인과관계 추론영역은 7개의 문
장에서 마지막 문장 전인 6번째 문장을 삭제하였고, 이어질 내용 추론은
7개의 문장에서 마지막 문장을 삭제하였다. 문장 수준으로 추론적 이해
를 평가할 때에는 보기를 구성함에 있어서 선행연구들(McMast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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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Rapp et al., 2007)에서 Think-aloud 과제를 통하여 밝혀진 사고
유형에 기반 하여 인과적으로 응집력이 있는 추론을 한 문장을 정답지로
개발하고, 오답 보기는 지문에는 제시되어 있는 정보를 통하여 추론을
하였지만 부적절한 추론 문장(타당하지 않은 교량적 추론 유형), 지문에
대하여 배경지식을 사용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하였지만 텍스트와 관련되
지 않은 추론 문장(타당하지 않은 정교화 추론 유형), 추론 자체가 어려
워 지문을 바꾸거나 그대로 제시한 문장(바꾸어 말하기 유형)으로 구성
하도록 하였다.
추론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하위 영역 가운데 어휘의 의미 추론하기
는 문맥적 단서를 활용하여 어려운 단어의 뜻을 짐작하는 문항을 개발하
였으며, 생략된 정보 추론하기와 인물의 성격 및 감정 추론하기, 글의 분
위기 및 배경 추론하기 등 4개의 하위 요인이 어휘 수준에서의 빈칸 채
우기 형식을 활용함으로써 어휘 선정에 있어 다음의 절차를 고려하여 개
발하였다.
첫째, 어휘의 의미 추론하기는 학생들에게 새롭고 어려운 어휘여야 하
므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은 어휘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
하여 2009년 개정 초등학교 1-6학년 교과서에서 출현하지 않은 어휘로
문항 어휘를 선정하였으며,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김광해, 2003)에서
제시하는 1-4 등급 가운데 사춘기 이후 급격한 지적 성장의 어휘로 사
고 도구어를 포함하는 4등급 어휘로 하였다. 이에 어휘 의미 추론하기에
해당하는 1번, 7번, 13번, 19번, 25번의 총 5 문항의 어휘 의미 추론 문항
은 ‘경종’, ‘도탄’, ‘훼손’, ‘협박’, ‘망각’이 정답으로 이들은 4등급 어휘에
해당하였으며, 초등학교 교과서에 출현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어휘의 의미 추론하기 이외에 답이 되는 단어 및 보기로 활용되
는 단어의 경우에는 되도록 2009년 개정 초등학교 1-5학년 교과서에 등
장하는 어휘를 사용하였으며,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김광해, 2003)에서
1-3등급 어휘의 비율이 높도록 하였다. 이는 추론적 이해 능력을 측정함
에 있어서 어휘 능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김광해의 등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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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용 어휘에서 1등급은 총 1,845개로 기초어휘에 해당하며, 2등급
은 4,245개로 정규 교육 이전 어휘이며, 3등급은 8,358개로 사춘기 이전
정규 교육 개시 어휘로 사고 도구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4등급은 19,377개로 사춘기 이후 급격한 지적 성장의 어휘로 사고 도구
어를 포함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사용하는 어휘들의 출현
회수는 1회부터 989회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어휘 출현 빈도를 선행
연구(김동일 외, 2016)의 방식에 따라 상위 25%에 해당할 경우 고빈도
로, 하위 45%에 해당할 경우 저빈도 어휘로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론적 이해 검사의 빈칸에 사용된 어휘 분석은 <표 Ⅲ-8>과
같다.
<표 Ⅲ-8> 추론적 이해 검사 빈칸에 사용된 어휘 빈도 분석
구분
어휘의미
생략정보
인물성격감정
글분위기배경
총합

등급별 어휘교육(%)
1등급
4
(27)
9
(60)
1
(7)
1
(7)
15
(25)

2등급
5
(33)
2
(13)
1
(7)
8
(13)

3등급
10
(67)
5
(33)
6
(39)
21
(35)

4등급
1
(7)
1
(7)
7
(47)
7
(47)
16
(27)

교과서(%)
고빈도
14
(93)
12
(80)
10
(67)
8
(53)
44
(73)

저빈도
1
(7)
5
(33)
4
(27)
10
(17)

해당없음
1
(7)
2
(13)
3
(20)
6
(10)

(3) 추론적 이해 검사의 양호도 및 타당도
① 검사의 양호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론적 이해 검사는 총 30문항의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추론적 이해 검사의 문항의 양호도를 확인하고자 고전검사
이론에 따른 난이도는 정답률로 확인하였으며, 변별도는 개별 문항점수와 문
항들의 총점간의 양류상관계수로 산출하였다. 양류상관계수는 독립변수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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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척도에 의한 이분변수이고 종속변수는 양적 연속변수일 때 상관을 추정하
기 위하여 쓰이는 상관계수로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의 변형이기에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변별도를 측정하였다(성태제, 2005). 고전검사이론
에 따른 추론적 이해 검사의 난이도는 평균 0.68(0.33-0.91), 변별도는 평
균 0.52(0.37-0.66)로 적절한 난이도와 변별도를 보였다. 2모수 문항반응
이론에 따른 난이도는 –0.96(-2.59-0.50)로 나타나 난이도는 쉬운 편이
며, 변별도는 1.82(0.72-4.38)로 나타나 변별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에 대하여 고전검사이론에 따른 난이도와 변별도, 문항반응이론
에 따른 난이도, 변별도는 [부록 3]에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를 위하여 개발한 추론적 이해 검사는 주 연구 대상인 학
습장애 위험군 집단의 수행에 민감하도록 구성되었으므로, 일반 학생에
게는 난이도가 쉬운 문항들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는 연구 목적
및 연구 대상에 따라 난이도가 쉬운 문항들은 일부 포함될 수 있다고 보
았다(탁진국, 2003; 이일화, 2005에서 재인용).
추론적 이해 검사의 신뢰도는 문항내적합치도인 Cronbach’s  값을 산
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Cronbach’s  값이 .7 이상일 때 신뢰도가 높다
고 할 수 있다. 본 검사의

Cronbach’s  값은 .910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기 지역 1개교 23명과 제주 지역 1개교 17명에게 이주일 간격으
로 검사-재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두 번의 추론적 이해 검사 총점에 대하
여 Pearson의 단순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72로 나타나 높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론적 이해 검사의 정보 함수는 [그림 Ⅲ-3]과
같다. 검사정보함수는 문항반응이론에 따라 각 문항별 문항정보함수를
합하여 산출되며, 검사가 능력 수준의 전체 범위에서 피험자의 능력을
얼마나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게 된다. [그림 Ⅲ-3]에서 전
체 검사정보함수를 살펴보면 능력 수준이 –2에서 0 사이 일 때 본 연구
에서 개발한 추론적 이해 검사의 정보가 가장 높으며 이는 보통 및 낮은
수준의 학생들에 대한 능력을 잘 측정하는 검사라고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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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추론적 이해 검사 정보 함수

② 검사의 타당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론적 이해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준거타
당도와 구인타당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준거타당도는 기존의 표준화된
검사를 재구성한 ACCENT국어영역 검사(고학년용)와의 상관 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 .701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추론적 이해
검사가 준거 타당도에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론적 이해 검사가 두 개의 요인 및 여섯 개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은 주성분 분석으로 실시하였으며, 검사도구가 요
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지를 판정하는 KMO(Keiser-Meyer-Olkin)
검정 값이 .8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데(Kaiser, 1974), 추론적 이해
검사에 대한 KMO값은 .886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론적 이해 검사가 단
일 요인이 아님을 확인하고자 해당 요인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설명력을
말하는 고유값(eigenvalue)과 분산비율을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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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9>와 같다. 주성분 분석 결과 6개의 성분일 경우 분산 비율의 누적
설명량이 58.98%였다. 주성분 분석 결과에 대한 스크리 도표는 [그림 Ⅲ
-4]와 같다.

<표 Ⅲ-9> 주성분 분석 결과
성분

합계

추출 제곱합 로딩
총 분산의 설명량

누적 설명량

1

8.540

28.468

28.468

2

3.311

11.038

39.505

3

1.833

6.110

45.615

4

1.639

5.465

51.080

5

1.205

4.016

55.096

6

1.165

3.883

58.978

[그림 Ⅲ-4] 추론적 이해 검사 스크리 도표

- 59 -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론적 이해 검사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론적 이해 검사 결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위
영역은 각각 5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기본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
하고자 하위 영역들의 정규 분포성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는 <표 Ⅲ-10>과 <표 Ⅲ-11>과 같다.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검토할
때에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 크기로 살펴볼 수 있으며, 왜도는 절대값
3을 초과하면 안 되며, 첨도는 7 또는 10을 초과하면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다(Kline, 2005). <표 Ⅲ-10>을 살펴보면 왜도(-.779∼-.018)는 2미
만이며, 첨도(-.886∼-.020)도 2 미만이므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활용
하여 모수 추정 하는 데에 다변량 정규성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표 Ⅲ-10>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 기술 통계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통계

통계

통계

통계

어휘의미

3.74

1.206

-.779

-.020

생략정보

3.62

1.286

-.587

-.591

인과관계

3.14

1.416

-.487

-.595

인물성격·감정

3.66

1.220

-.611

-.398

글분위기·배경

3.48

1.180

-.532

-.414

이어질내용

2.67

1.457

.018

-.886

구분

하위 영역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Ⅲ-11>과 같으며,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001 수
준에서 유의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다중 공선성을 살
펴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80이상일 경우 다
중공선성이 의심되나(김계수, 2008), 분석 결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654-.789로 나타나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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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표 Ⅲ-11> 추론적 이해 검사 하위 영역 상관분석
구분

어휘의미

생략정보

.789

인과관계

.741

인물성격
감정

.773

글분위기
배경

.729

이어질 내용

.686

생략정보

인과관계

인물성격
감정

글분위기
배경

**
**

**

.724

**

.785**

.739**

**

.728**

.697**

.739**

**

.652**

.691**

.665**

.654**

**p<0.01

추론적 이해 검사의 여섯 가지 하위 영역을 사용하여 추론적 이해를 1
요인으로 보는 모형과 교량적 추론과 정교화 추론 2요인으로 보는 모형
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수 추정에는 하위 영역들이
정규성

가정을

위배하지

않으므로

최대우도

추정

방법(Maximum

Likelihood : ML)을 사용하였으며, 두 가지 모형을 대상으로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2요인은 [그림 Ⅲ-5]와 같으며 인과관계와 이어질 내용 추
론 오차에 대한 공분산은 두 영역이 모두 문장 수준으로 빈칸을 제시하
는 검사 방식으로 인한 영향력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전문가 협의회 및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위한 설문 결과에서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
문항으로는 두 추론의 영역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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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요인 모형(비표준화)
[그림 Ⅲ-5] 추론적 이해 검사 확인적 요인 분석

1요인과 2요인의 모형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면 <표 Ⅲ-12>와 같으며
적합도 지수를 통하여 두 가지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첫 번째로
카이제곱(χ²) 검정은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1요
인의 경우 카이제곱(χ²) 값은 16.475이며, 이때의 유의 확률 값(p)은 .058
로 .05보다 커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요인의 경우에도 카이
제곱(χ²) 값은 7.235이며, 이때의 유의 확률 값( )은 .405로 .05보다 커
모형이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간명성 조정지수인 RMSEA
값은 .0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적합도가 매우 좋다고 보며, .05와 .08사이
의 값을 나타내면 근사오차의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며, 1.0이상이면 적합
도가 좋지 않다고 해석하는데(Brown & Cudeck, 1993), 1요인과 2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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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RMSEA 값은 .05보다 작게 나타났다.

<표 Ⅲ-12>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모형

N

χ²

df

p

χ² /df

CFI

TLI

1요인

460

16.475

9

.058

1.831

.997

.995

2요인

460

7.235

7

.405

1.034

1.000

1.000

RMSEA
(90%CI)
.043
(.000-.075)
.010
(.000-.058)

1요인과 2요인 모두 모형의 RMSEA 값은 .05보다 작아 모형이 적합
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증분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 값은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Hu & Bentler,
1999), 두 모형 모두 .09이상으로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2요인의 경우 1 로 나와 우수한 적합도 지수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에 따르면 1요인과 2요인 모형이 모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나,
CFI, TLI 등의 지수가 2요인 모형이 더 좋으며, 본 연구에서 추론적 이
해를 교량적 추론과 정교화 추론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기에 2요인
모형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비교한 결과는
[부록 4]에 제시하였다.
1요인에 따른 모수 추정치와 2요인에 따른 모수 추정치 결과 큰 차이
는 없으나, 교량적 추론과 정교화 추론 요인간의 상관계수가 .994로 나타
나 두 요인 간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협의회에서도 두 요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개발된 문
항들이 요인에 맞게 적절히 개발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
견이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2요인 모형이 모형 적합도 지
수면에서 우수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론적 이해 검사
는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추론적 이해 능력을 분석하기에 문항의 양

- 63 -

호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ACCENT 국어영역검사

본 연구에서는 학습장애 위험군을 정의 내리는데 있어 표준화된 학업
성취도 검사에서 –1 표준편차에 해당하는 학생들로 정의 내렸으며, 표
준화된 학업성취도 검사로써 ACCENT 국어영역 검사(김동일 외, 2003)
를 사용하였다. ACCENT 국어영역 검사는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체계와 학년별 내용을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교과서 본문을
텍스트로 사용하여 교육과정중심평가 형식을 따르며, 읽기와 쓰기 능력
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가 가능한 검사이다.
또한 ACCENT 국어영역 검사는 1-3학년 저학년용 검사와 4-6학년
고학년용 검사로 크게 나누어져 통합 학년적인 성격을 가짐으로써 학년
간 차이보다 학년 내 개인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합학년 수
준에서 상대적 학업능력과 성취수준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5학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ACCENT 국어영역 검사의 고학년용을 사
용하였으며, ACCENT 국어영역 검사(고학년)의 문항 간 내적 신뢰도 값
인 Cronbach  값은 .82이며, ACCENT 인지검사와의 상관계수는 .63으
로 높은 수준의 상관으로 보고되었다.
ACCENT 국어영역 검사의 문항 구성은 읽기이해에 있어 사실적 이
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실적 이해는 글의
개념적 이해로써 어휘 및 기타 언어 지식을 활용하거나 텍스트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에 해당하며 추론적 이해는 글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평가적 이해는 글의 대한
가치를 판단하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등 비판적 사고를 요하는 이해
영역에 해당한다. ACCENT 국어영역 검사의 고학년용은 사실적 이해
23문항, 추론적 이해 10문항, 평가적 이해 7문항으로 총 40문항이며, 검
사 실시 시간은 4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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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총 검사 실시 시간을 고려하여

ACCENT 국어영역 검

사를 사실적 이해 10문항, 추론적 이해 8문항, 평가적 이해 2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검사를 재구성하였으며, <표 Ⅲ-13>과 같다. 검사 실시 시
간은 10분으로 하였으며, 예비검사에서 ACCENT 국어영역 검사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총 검사 시간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표 Ⅲ-13> ACCENT 국어영역 검사 문항 구성
구분

내용영역(학년수준)

문항의 예

‧사전적 낱말 이해(4)
‧문장 유형(4)
‧용언(4)
사실적
이해

‧글의 갈래(4)

‧계절을 알 수 있는 표현을 찾아 쓴 것
은 무엇입니까?

‧낱말 고쳐 쓰기(5)

‧다음은 어떤 글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접속사(3)

‧다음의 말을 순서에 맞게 바르게 고친

‧시간(5)

것은 어느 것 입니까?

‧낱말의 뜻(4)
‧어순(3)

‧주제어 찾기(4)
‧추론적 이해(4)
‧글의 연결 관계(3)
추론적

‧제목(4)

이해

‧비유(5)
‧문맥 속 낱말의 이해(5)
‧생략된 내용 추론(5)

‧이 글의 알맞은 제목은 어느 것입니까?
‧(

)에 들어갈 제자의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회사 직원들의 불만스러운 표정을 비유
한 말은 무엇입니까?

‧중의, 동음이의어(3)

평가적
이해

‧사실과 의견 구분(5)

‧다음 중 글쓴이의 의견이 나타나 있는

‧순서(4)

문장은 어느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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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묵독유창성 검사

읽기 능력의 향상은 읽기 유창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읽기 유창성은 문자 해독에 있어 자동화를 가져와 내용 이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읽기이해 능력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김동일 외, 2003). 본 연구에서는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추론적 이
해 능력을 진단함에 있어 단어재인과 읽기이해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읽기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유창성 능력 수준에 따라 학습장애 위험군 학
생들의 추론적 이해 능력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읽기유창성 검사
로서 묵독유창성 검사(김동일 외, 2015)를 사용하였다. 묵독유창성은 ‘소
리 내지 않고 단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눈으로 읽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김동일 외, 2015), 음절목록을 소리 내지 않고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단
어와 단어 사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를 측정하게 된다.
본 검사에서 사용하는 묵독유창성 검사는 300개 이상의 단어들이 띄어
쓰기 없이 제시 되어 있으며, 2분 동안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속으로 읽
고 구별하는지를 평가하는 검사로 <표 Ⅲ-14>와 같다. 검사에 제시된
단어들은 띄어쓰기 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학생은 연속적으로 제시된 음
절들 속에서 단어라고 여겨지는 지점 마다 사선(/)을 그어 단어들을 구
별하게 된다. 검사 채점은 정해진 위치에 사선 표시가 있을 경우 정답으
로 1점, 그렇지 않을 경우 오답으로 처리하며, 전체 정답 개수에서 오답
개수를 감하여 학생의 총점을 계산하도록 한다. 묵독유창성 검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 )는 .982으로 보고된다.

<표 Ⅲ-14> 묵독유창성 검사 예(김동일 외, 2015)
· 생각진짜되다바이올린 -> 정답 예) 생각/진짜/되다/바이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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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장애 선별검사

본 연구에서는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을 분류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
(2014)에서 제시하는 학습장애 선정 조건 및 절차 중 학습장애 선별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단순히 학업성적으로만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을 분류하
지 않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장애 선별검사(Learning
Disabilities Screening Test : LDST)-아동용(김동일, 2012)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검사로 학습장애로 인해 학교에서 학습하
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검사이며, 학습장애를
판별하기에 앞서 심층 검사가 필요한 아동을 식별하고자 개발되었다.
검사 형식은 <표 Ⅲ-15>와 같이 자기진단 검사로 피검자가 스스로가
각 문항에 3점 척도(3점=매우 그렇다, 2점=그렇다, 1점=그렇지 않다)로
선택하도록 한다. 검사의 하위 척도는 수용언어(읽기유창성, 읽기이해),
표현 언어(말하기 표현, 쓰기 표현), 수학(수 감각 및 연산), 주의집중 및
조직화, 사회성(사회 수용도, 부적응 행동)의 5가지의 요인으로 총 2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 시간에는 제한이 없다. 검사 결과는 원점
수를 T점수로 비교하며 학습장애 선별검사 결과 일반군,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제시된다. 학습장애 고위험군일 경우, 학습장애를
평가하는 세부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을 필요로 하게 된다. 본 검사의
5가지 하위 영역에 대한 신뢰도는 .75으로 보고된다.

<표 Ⅲ-15> 학습장애 선별검사 구성
구인
수용언어
표현언어
수학
주의집중
및 조직화
사회성

내용
‧처음 보는 단어를 읽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편
이다.
‧나는 글을 쓸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한 자릿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는 것이 어렵다.
‧나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어렵다.
‧나는 다른 친구들과 자주 싸우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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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추론적 이해 검사는 일반학생과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을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판별 유용성을 가지는가?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을 판별하는데 추론적 이해 검사의 하위 영역들
의 진단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SPSS 22.0을 활용하여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 ROC) 곡선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사의 타당
도 측면에서 판별타당도는 평가도구를 통하여 실제 학습장애 여부를 판
별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게 한다. 판별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은 두 집
단 간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거나, ROC 곡선 분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중 ROC분석은 AUC(area under curve)값과 민감도(sensitivity)
및 특이도(specificity)를 통하여 평가도구의 판별력을 검증하며, 두 집단
을 판별하는 분류기준점을 제시한다. AUC는 ROC 곡선의 면적량으로
일반집단과 임상집단을 구별하는 확률을 나타내어 주며, ROC 곡선은 Y
축에 민감도, X축에 특이도 값으로 그려지게 된다. 민감도는 제1종 오류
의 확률이 가장 낮은 즉 정확긍정 비율을 말하며, 특이도는 제2종 오류
의 확률이 가장 낮은 즉 정확부정비율을 말하게 된다. ROC 곡선이 좌측
상단으로 상승하고, AUC 값이 클수록 두 집단을 구별하는 판별력이 우
수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Holmes, 1998).
연구문제 2. 추론적 이해 검사의 하위 영역별 점수에 따라 잠재집
단을 분류하였을 때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은
어떠한 프로파일을 보이는가?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별 특성을 잘 반영하는 잠재집단이 몇 개인지를
살펴보고,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에 따라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이 일
반 학생들과 동일한 혹은 이질적인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
고자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 LPA)은 관측자 중심에서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관측자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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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는 방법으로(신택수, 2010),
종속 변수가 연속형 변수일 때 사용하며, 개개인을 서로 다른 성격을 갖
는 집단으로 구분하는 분석 방법으로(Pastor, 2007), 교육 분야를 비롯해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따
라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서 학습장애 진단의 집단 중심과 개인 중
심의 진단 관점에서 학습장애 학생들의 추론적 이해 능력을 일반학생들
과 보이는 유사성과 차이성에 근거하여 특성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의 판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군집분석과는 달리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통계적 수치를 사용하여 집단의 수를 결정하게 되
며, 집단을 해석하게 된다(Schmiege et al., 2012). 잠재프로파일 분석에
서 종속변수들은 연속형이므로 정규분포를 가정한다고 보며, 다변량 정
규분포로부터 결합밀도 함수식이 얻어지며 아래와 같다(vermunt &
Magidson, 2002).


   

      ∑







 는 특정 잠재집단을,  는 전체 잠재집단의 수를,    는 특정 집단에

속하여 있는 비율을 의미하며, 평균 벡터  와 공분산 행렬 ∑ 을 포함
한다.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지수를 이용하여 집단의
수를 결정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Lo-Mendell-Rubin(LMR) 검증과 붓스
트랩 최대우도비율검증인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n Test) 기
법을 도입하여 더욱 정확하게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게 되었다(신택수,
2010). 본 연구에서도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함에 있어 AIC, BIC, 사례
수를 고려한 보정된 BIC 정보 지수를 활용하였으며, 도출된 정보 지수
값들 중 제일 작은 값을 나타낼 경우 최적의 잠재집단 수를 가진 모형으
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보 지수 값 이외에도 집단 분류
에 대한 질을 확인하는 Entropy 추정치를 통하여 분류 정확도를 확인하
였으며,  값을 사용한 모형 적합도 비교 방식인 LMR, BLRT 검증을 채
택하였다. LMR, BLRT 검증은 집단 수가 k와 k-1로 추정된 두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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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특히 BLRT 검증 방식은
표본에서 다량의 붓스트랩 표본을 추출하여 편향되지 않은 로그최대우도
차이 분포를 추정함으로써 사례 수가 적거나, 정규 분포성을 완벽하게
따르지 못하였을 때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잠재프로파일 분
석에서는 집단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집단의 구조에 대하여 개
념적 해석을 통하여 명명하는 소위 ‘의사결정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잠재프로파일분석은 MPlus 5.0을 활용하였
다.
연구문제 3. 학습장애 위험군 하위 집단별 추론적 이해 특성은 어
떠한가?
본 연구는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추론적 이해 특성을 분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므로, 학습장애 선별 검사결과와 표준화된 국어 영역 검
사 결과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으로 선별된 4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
층적 군집분석 방법을 통하여 하위 유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은 관찰 값들 간 거리행렬을 기준
으로 유사한 값들을 묶어 분류하는 방법이다. 군집분석은 잠재집단분석
의 방법에 속하나 관측 대상의 유사성(similarity)을 통하여 집단을 구분
하며 특히 다양한 특성을 지닌 연구대상을 유사성 중심으로 분류하게 된
다(Lance & Williams, 1967). 잠재프로파일분석은 개개인이 여러 집단
중 한 집단에 속하는 확률에 의하여 추정하는 것이라면(O’Conner &
Colder, 2005), 군집분석은 개개인이 나타내는 관찰 값에 따라 실제적으
로 집단에 분류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은
총 44명으로, 이들만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기에는 제
한된 사례수로 적합하지 않으며,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이 보이는 다양
한 특성을 고려할 때, 연구자가 군집분석 결과인 덴드로그램을 통하여
유사성 중심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추론적 이해 하위 유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군집분석은
SPSS 22.0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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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추론적 이해 검사의 학습장애 위험군 판별 유용성
검증
1) 추론적 이해 검사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는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을 판별하는데 추론적 이해 검사
의 하위 영역들의 진단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ROC 분석을 실시하기 전
일반학생과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간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별 기술통계
값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은 표준화된 성취도
검사인 ACCENT 국어영역 검사에서 1 표준편차 미만(하위 16.5%)의 수
행을 보이며 학습장애 선별검사에서 위험군(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타난 학생들로 총 44명이었다. 일반학생과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의 추
론적 이해 6개 하위 영역별 산술 평균 값은 <표Ⅳ-1>과 같다.
추론적 이해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일반학생들이 학습장애 위험군 학
생들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평균 차이가 가장 큰 추
론적 이해 하위 영역은 이어질 내용 추론으로 평균 차이는 1.62점이었으
며, 다음으로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인과 관계 추론으로 평균 차이는 1.47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론적 이해를 교량적 추론과 정교화 추론
으로 크게 분류하였을 때, 교량적 추론과 정교화 추론 모두에서 일반학
생 집단과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있으며, 평균
차이는 교량적 추론에서 4.12점 차이를 보였으며 정교화 추론에서는 3.93
점 차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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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추론적 이해의 집단별 기술통계
구분
추론적 이해
어휘
의미
생략
정보
인과
관계
인물성격
감정
글분위기
배경
이어질
내용
교량적
추론
정교화 추론

집단

N

평균

전체 학생
일반학생
학습장애 위험군
전체학생
일반학생
학습장애 위험군
전체 학생
일반학생
학습장애 위험군
전체 학생
일반학생
학습장애 위험군
전체 학생
일반학생
학습장애 위험군
전체 학생
일반학생
학습장애 위험군
전체 학생
일반학생
학습장애 위험군
전체학생
일반학생
학습장애 위험군
전체학생
일반학생
학습장애 위험군

460
416
44
460
416
44
460
416
44
460
416
44
460
416
44
460
416
44
460
416
44
460
416
44
460
416
44

20.31
21.08
13.02
3.74
3.87
2.50
3.62
3.74
2.45
3.14
3.28
1.82
3.66
3.75
2.82
3.48
3.61
2.23
2.67
2.82
1.20
10.50
10.89
6.77
9.81
10.18
6.25

표준
편차
6.77
6.58
3.34
1.21
1.16
0.88
1.29
1.26
0.95
1.42
1.39
0.90
1.22
1.22
0.99
1.18
1.13
0.94
1.46
1.42
0.88
3.57
3.47
1.90
3.43
3.34
1.71

2) 추론적 이해 검사의 판별 타당도 : ROC 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론적 이해 검사의 하위 영역별 평균점수를 비교
한 결과, 두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 모두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ROC
분석을 통하여 일반학생 집단과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집단의 AUC 값
과 절단점(cutoff score)을 제시함으로써 추론적 이해 검사의 판별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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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ROC분석에서 AUC는 ROC곡선 이하 면적량으로 일반학생 집단
과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집단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확률을 나타내주며,
추론적 이해 검사의 하위 영역별 AUC값을 분석함으로써 판별력이 우수
한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 AUC값이 0.8이상일 때 유
용한 진단도구로 볼 수 있으며, 0.6-0.7인 경우 보통 0.6이하인 경우 판
별력이 없다고 본다(Holmes, 1998).
추론적 이해 검사에 대한 ROC분석 결과 ROC곡선은 [그림 Ⅳ-1]과
같으며 AUC 값은 <표 Ⅳ-2>와 같다. 6 개의 하위 영역 중 어휘 의미
추론, 인과 관계 추론, 글의 분위기·배경 추론, 이어질 내용 추론은 모두
AUC값이 0.8이상으로 일반학생과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을 판별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어휘 의미 추론의 AUC 값이 .824
로 높게 나타나 일반학생과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을 판별하는데 가장 유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략된 정보 추론과 인물의 성격·감정 추론은
AUC값이 0.7이상으로 판별력이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Ⅳ-2>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별 AUC값
구분

영역

근사 95% 신뢰구간
표준 오차

유의확률

.023

.000

하한
.779

상한

어휘의미

.824

생략정보

.784

.026

.000

.733

.835

인과관계

.805

.024

.000

.757

.852

인물성격감정

.730

.030

.000

.671

.790

글분위기배경

.818

.025

.000

.769

이어질내용

.818

.026

.000

.767

.868
.870

교량적 추론

.846

.019

.000

.810

정교화 추론

.836

.020

.000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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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883
.874

[그림 Ⅳ-1]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 ROC 곡선

또한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별 절단점을 확인하고자 민감도와 특이도
를 확인하였으며, 일반학생과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을 효과적으로 판별
할 수 있는 절단점 산출은 민감도가 큰 값을, 특이도가 낮은 값을 기준
으로 하되, Youden Index(Y=민감도+특이도-100)값이 가장 큰 값의 점수
를 고려하여 분류 기준점을 지정하였다(Forkmann et al., 2009).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별 분류 기준점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별로 어휘의 의미 추론은 3.5점, 생략된 정보 추론은 3.5점, 인
과관계 추론은 2.5점, 인물의 성격·감정 추론은 3.5점, 글의 분위기·배경
추론은 3.5점, 이어질 내용 추론은 2.5점으로 나타났다. ROC분석에 의한
분류 기준점보다 본 연구의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이 실제로 나타나낸
추론적 이해 영역별 평균 점수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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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별 분류기준점
구분

민감도

특이도

Yuden

분류

학습장애

일반

Index

기준점

위험군

학생

어휘의미

0.932

0.683

-98.385

3.50

2.50

3.87

생략정보

0.909

0.620

-98.471

3.50

2.45

3.74

인과관계

0.727

0.755

-98.518

2.50

1.82

3.28

인물성격감정

0.750

0.618

-98.632

3.50

2.82

3.75

글분위기배경

0.955

0.608

-98.437

3.50

2.23

3.61

이어질내용

0.932

0.567

-98.501

2.50

1.20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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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한 추론적 이해 유형 분석
연구문제 2에서는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별 특성을 잘 반영하는 잠재
집단이 몇 개인지를 살펴보고,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별 검사 점수 양상
에 따라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혹은 이질적인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
다.
구체적으로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별 점수에 따라 학습장애 위험군 학
생으로 선별된 44명을 포함한 전체 학생 총 4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잠
재프로파일 분석 결과에 따라 잠재집단(유형)의 수를 정하고, 잠재집단별
추론적 이해 능력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별
검사 점수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분석으로 분류한 집단 중 본 연구에서 정
의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이 어떠한 집단에 속하여 있는지 교차분석
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1) 잠재집단 수 분석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별 특성을 잘 반영하는 잠재집단이 몇 개인지를
확인하고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
구에서 개발한 추론적 이해 검사의 하위 영역별 총점은 6점으로 동일하나,
잠재프로파일 분석 시 표준편차를 적용한 표준점수를 반영하고자 하위 영
역별 점수를 T점수로 변환하였다.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별 점수에 따라
잠재집단을 분류 하고자 잠재집단의 수를 2개에서 6개까지 하나씩 증가하
면서 잠재집단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정보준거지수인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보정된 BIC(the adjusted BIC),
LMR(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Entropy값을 살펴보고 각 집단에 속하는 분류율이 최소 1%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여 집단의 수를 결정하였다(Enders, & Tofig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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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잠재집단 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 및 집단을 구성하는 최소 비율은
<표 Ⅳ-4>와 같다.

<표 Ⅳ-4>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 프로파일모형의 적합도 지수
집단

보정된

집단구성

BIC

LMR


BLRT


Entropy

18965.73

18905.43

0.00

0.00

0.94

40%

18407.23

18514.65

18432.13

0.00

0.00

0.93

13%

4

18169.73

18306.06

18201.32

0.00

0.00

0.91

11%

5

18122.17

18287.42

18160.47

0.04

0.00

0.87

10%

6

18103.30

18297.46

18148.30

0.53

0.00

0.86

5%

AIC

BIC

2

18887.23

3

수

최소비율

각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해 보면, 2개 집단에서 5개 집단 모형에
이르기까지 AIC, BIC, 보정된 BIC 값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으며, 6
개 집단 모형에서는 그 값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LMR값 역시 5개 집단까지는 유의확률이 .05보다 작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6개 집단 모형에서는 .05보다 큰 값을 보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LRT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Entropy값은 .08이면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모형에서 .08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최소 집단을 구성하는 비율 역시 5% 이상을
나타내었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 및 최소 집단 구성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의 수를 5개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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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재집단 유형 및 추론적 이해 특성 분석

최종 선정된 5개의 잠재집단에 대하여 각 집단별 구성 비율과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별 추정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Ⅳ-5>와 같다. 최종 선
정된 5개의 집단의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별 평균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잠재집단에 대한 추정
평균의 그래프는 [그림 Ⅳ-2]와 같다.
일원분산분석은 각 잠재집단에 속하는 사례수가 다르고 글의 분위기·
배경 추론과 이어질 내용 추론 영역만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어 Welch
방식으로 잠재집단에 대한 평균 차이를 보았으며, 사후 검증에서는
Dunnett T3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Ⅳ-5> 잠재집단별 추론적 이해 영역별 평균 및 일원분산분석 결과
구분

1

2

잠재집단
3

4

5

어휘
의미

59.10
(3.09)

51.53
(4.72)

50.08
(4.21)

41.24
(4.25)

30.98
(6.51)

476.23

59.02
(3.67)

52.64
(5.49)

47.68
(4.15)

40.58
(5.85)

33.81
(6.55)

337.73

1>2>3>4>5

58.93
(4.58)

51.05
(6.13)

47.19
(6.83)

42.75
(6.03)

33.45
(5.75)

273.76

1>2>3>4>5

59.00
(3.74)

54.18
(3.55)

43.17
(3.14)

43.29
(5.42)

31.49
(5.36)

498.52

1>2,3,4,5
2>3,4,5
3>5, 4>5

58.34
(4.72)

53.09
(5.98)

47.70
(6.12)

41.53
(5.93)

33.51
(5.88)

264.83

1>2>3>4>5

59.54
(6.21)

49.03
(6.39)

47.80
(5.80)

41.02
(5.12)

37.93
(5.64)

220.39

1>2,3,4,5
2>4,5, 3>4,5
4>5

36%
(169)

20%
(89)

14%
(63)

20%
(94)

10%
(45)

-

-

생략
정보
인과
관계
인물
성격감정
글분위기
배경
이어질
내용
구성
비율
(N)

F

주. ( )안은 표준편차
Welch 방법에 의해 근사적으로 분배된 F값의 유의수준은 모두 .0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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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증
(집단)
1>2,3,4,5
2>4,5, 3>4,5
4>5

[그림 Ⅳ-2]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 잠재 프로파일 분석
[그림 Ⅳ-2]에서 볼 수 있듯, 전체적으로 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
단(1-5)이 분류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집단 5에는 전체 학생 중 45명
(10%)의 학생이 소속되어 있으며,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별 점수가 가장
낮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집단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집단 1은 전체 학생 가운데 169명(36%)의
학생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별 점수가 가장 높은 집
단으로 나타났다. 집단 1은 모든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의 T점수가 55
점 이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높은 추론적 이해 능력을 갖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하위 영역들의 점수가 ± 5점 이내로 고
르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집단 1은 ‘높은 추론적 이해 능력: 전반적 고른
분포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다.
집단 2는 전체 학생 가운데 89명(20%)이 속하여 있으며,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들의 T점수가 평균 50점 이상이나, 이어질 내용 추론 영역에서
만 T점수가 49점대로 50점 미만이었으며,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인물
의 성격·감정 추론이 54.18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영역 간
점수 차이는 5.15점으로 영역 간 점수 차이가 있으나 이어질 내용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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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균 점수인 50점에 근사하기 때문에 보충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집단 2는 ‘보통의 추론적 이해 능력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다.
집단 3에는 전체 학생 중 63명(14%)이 속하여 있어 비교적 구성 비율
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집단 3은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들의 T점수가
45점 이상에 해당하며, 어휘 의미 추론은 T점수가 50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물의 성격·감정 추론 영역은 집단 4와 비슷한 43점을 보였다.
따라서 집단 3은 ‘보통의 추론적 이해 능력: 낮은 인물의 성격·감정 추론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다.
집단 4에는 전체 학생 가운데 94명(20%)의 학생이 분포하며,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들의 T점수가 40점 이상 45점 미만에 해당하며 전반적으
로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들의 점수가 ± 5점 이내로 고르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집단 4는 ‘낮은 추론적 이해 능력: 고른 분포 집단’로 명명할
수 있다.
집단 5에는 전체 학생 중 45명(10%)의 학생이 소속되어 있으며, 추론
적 이해의 하위 영역 모두 T점수가 40점미만으로 나타나 낮은 추론적
이해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어휘 의미 추론 영역은
30.98점으로 이는 집단 간에서 뿐만 아니라 집단 내에서도 가장 낮은 점
수로 나타났으며, 인물의 성격·감정 추론 영역도 31.49점으로 집단 간에
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집단 5는 대부분의 추론적 이해 하위 영
역 점수가 35점미만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나, 이어질 내용 추론은 37.93
점으로 집단 내 하위 영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어휘 의
미 추론 영역과의 점수 차이가 6.95점으로 다소 크게 나타났다. 최종적으
로 집단 5는 ‘낮은 추론적 이해 능력: 낮은 어휘 의미 및 인물의 성격·감
정 추론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이 잠재프로파일 분석에
따라 도출된 잠재집단에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를 통계적으로 살펴보기 위
하여 두 가지 분류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Ⅳ-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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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표 Ⅳ-6>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와 연구에서 정의한 일반 및 학습장
애 위험군 집단 간 교차분석
구분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집단5

합계

일반학생

169

89

60

61

37

416

학습장애
위험군

0

0

3

33

8

44

합계

169

89

63

94

45

460

교차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표준화된 성취도 검사인 ACCENT국어영
역검사에서 1 표준편차 미만(하위 16.5%)의 수행을 나타내면서 학습장애
선별검사에서 위험군(저위험군과 고위험군)인 학생으로 분류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은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에서 집단 3, 집단 4, 집단 5에 분
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정의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총 44
명 중 33명(75%)은 집단 4에 분포함으로써 가장 많은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4는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이 전반적으로 평균으로부터 -1 표준편차 차이를 보이는 집단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에서 ‘낮은 추론적 이해 능력: 고른 분포 집단’으로 명
명하였다.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 중 8명(18%)은 어휘 의미 추론이 평균으로부
터 -2 표준편차 차이를 보이는 집단 5에 속하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잠재프로파일 분석에서 집단 5는 ‘낮은 추론적 이해 능력: 낮은 어
휘 의미 및 인물의 성격·감정 추론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추론적 이해 능력에 영역 간 점수의 편차가 나타난 집단이었다.
마지막으로 3명(7%)의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은 집단 3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휘 의미 추론 영역에서는 50.08점으로 평균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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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에서 집단 3은 ‘보통의
추론적 이해 능력: 낮은 인물의 성격·감정 추론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이 대부분이 속해 있는 집단 4와 집단 5는 추
론적 이해 하위 영역들의 평균 점수들이 40점대 이하인데 반하여 집단 3
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3명은 어휘 의미 추론에
서 모두 T점수가 50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학
습장애 선별 검사와 표준화된 국어 영역 성취도 검사 결과에 따라 분류
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추론적 이해 능력 특성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하위 영역별 어려움의 양상도 개별 학생들마다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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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하위집단의 추론적 이해 유
형 분석
연구문제 2에서는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이 다양한 잠재집단에 분포
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3에서는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추
론적 이해 하위 유형을 분석하고 유형별 추론적 이해 지도에 대한 함의
를 발견하고자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총 44명을 대상으로 계층적 군집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하위 유형을 분류한 뒤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Barrett(1976)이 제시한 읽기 과정
은 위계와 배열을 가진다고 보았으며, 그 가운데 사실적 이해는 읽기이
해의 첫 단계로써 가장 먼저 익혀야 하는 능력이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읽기이해를 위한 선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유창성
과 읽기이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적 이해 수준으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을 분류하고 이들이 보이는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별 특성
을 분석하였다.
1) 군집분석에 따른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의 하위 유형
추론적 이해 검사의 하위 영역별 총점은 6점으로 동일하나, 표준편차
를 적용한 표준점수를 반영하고자 군집분석에서도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동일하게 하위 영역별 점수를 T점수로 변환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군집
분석의 대상은 본 연구에서 학습장애 선별검사 결과(저위험군과 고위험
군)와 표준화된 성취도 검사 결과 –1 표준편차(하위 16.5%)를 보이는
학생으로 정의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44명이며, Ward 방법에 따른 군
집분석 결과 3개의 하위 집단이 4개 또는 5개 집단으로 분류한 것 보다
추론적 이해 검사의 6개 모든 하위 영역별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 하위 유형을 3개로 선정하였다. 군집분석에서 사용한
Ward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집단을 분류한 덴드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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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drogram)은 [그림 Ⅳ-3]에 제시되어있다.

[그림 Ⅳ-3]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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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분석에 의한 학습장애 위험군 하위 집단별 추론적 이해 영역별 평
균과 표준편차, 일원분산분석결과, 사후분석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표 Ⅳ-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Ward 방법에 의해 분류된 세 개의
하위 집단의 추론적 이해 영역별 점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위하
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 평균과 하위 영
역별 점수에 대하여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
분산분석 결과에 따른 사후분석을 실시하고자 추론적 이해 총점 및 하위
영역에 대하여 세 집단의 분산의 동질성을 Levene 통계량을 통해 확인
한 결과 추론적 이해 영역별 평균과 이어질 내용 추론 영역은 유의확률
이 .007, .020으로 .05보다 작아 분산의 동질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론적 이해 영역별 평균과 이어질 내용 추론은
Dunnett T3 방법을 통하여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른 하위 영역은
Scheffe 방법을 통하여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Ⅳ-7> 학습장애 위험군 하위 집단 추론적 이해 영역 차이 검증
구분

집단A평균

집단B평균

집단C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어휘의미

36.51
(8.48)

39.74
(6.27)

42.97
(4.84)

생략정보

36.57
(8.80)

43.27
(3.60)

44.35
(4.53)

인과관계

34.86
(3.43)

48.99
(0.00)

42.71
(4.12)

37.77
(6.44)

40.50
(4.38)

49.61
(4.11)

36.06
(8.35)

44.89
(5.43)

40.29
(7.12)

평균

40.83
(5.77)
37.10
(4.37)

47.12
(3.18)
44.08
(2.40)

35.87
(3.44)
42.63
(1.74)

N

18

8

18

인물
성격감정
글분위기
배경
이어질
내용

이어질 내용과 추론적 이해 총점의 F값은 Welch 방법으로 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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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

4.05
(.025)

사후분석
(집단)
C>A

6.95
(.003)

B=C>A

51.93
(.000)

B>C>A

24.15
(.000)

C>A=B

4.15
(.023)

B>A

32.20
(.000)

B>A>C

17.96
(.000)

B>A
C>A

-

-

군집 분석에 따른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하위 집단별 추론적 이해
영역 평균 비교는 [그림 Ⅳ-4]와 같다. 학습장애 위험군 하위 집단은
추론적 이해 영역별 T점수가 모두 50점미만을 나타내지만 하위 집단별
추론적 이해 영역별 점수 양상이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집단 A에는 18명(41%)이 포함되
어 있으며, 추론적 이해 영역별 평균은 37.1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
이며 이는 다른 두 집단과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인과
관계 추론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다른 두 집단과 총점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별로 살
펴보면 인과관계 추론 다음으로는 글의 분위기·배경 추론, 어휘 의미 추
론, 생략된 정보 추론 순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글의 분위기·배경 추
론은 집단 B와, 어휘 의미 추론과 생략된 정보 추론은 집단 C와 통계적
으로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어질 내용 추론의 T점수
는 40.83점으로 상대적으로 집단 A가 집단 C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
으며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론적 이해 하
위 영역 평균 점수보다 낮은 수행을 보이는 추론적 이해 영역은 어휘 의
미 추론, 생략 정보 추론, 인과관계 추론, 글의 분위기·배경 추론으로 나
타났는데, 글의 분위기·배경 추론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영역은 교량적
추론의 하위 영역이었다.
집단 B에는 8명(18%)의 학생이 속하여 있으며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
들의 평균은 44.08점으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집단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집단 C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 가운데 인과관계 추론과 이어질 내용 추론
에서 각각 48.99점과 47.12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다른 두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 B
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특별히 문장 수준에서의 추론에 강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물의 성격·감정 추론은 사후 분석에서 집단 A와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상대적으로 집단 B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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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성격·감정 추론에서 낮은 수행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집단
내에서 어휘 의미 추론은 다른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 점수들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집단 B는 어휘 의미 추론, 생략 정보 추론, 인
물의 성격·감정 추론 영역에서 하위 영역 평균 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으
며, 3개의 영역 가운데 2개의 영역이 교량적 추론에 해당하였다.
집단 C에는 18명(41%)의 학생이 속하여 있으며 추론적 이해 하위 영
역의 평균이 42.63점으로 집단 A와 총점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물의 성격·감정 추론은 49.61점으로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어휘 의미 추론, 생략된 정보 추론, 인과관계 추론은 집단 A보다 높
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이들 세 영역은 모두 교량적 추론이었다. 그러나 이어질 내용 추론의
T점수는 35.87점으로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
로 글의 분위기·배경 추론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특별히 이어질 내용
추론은 다른 두 집단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림 Ⅳ-4]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의 하위 집단별
추론적 이해 영역별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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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분석을 통해 분류된 3개의 집단에 대하여 교량적 추론과 정교화
추론으로 추론적 이해를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며, [그림 Ⅳ-5]와 같다.

[그림 Ⅳ-5]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의 하위 집단별
교량적 추론과 정교화 추론에서의 차이

교량적 추론과 정교화 추론에 대하여 3개의 집단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교량적 추론에서는 3개의 집단의 분산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 정교화 추론에서는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교
화 추론에서는 Welch 방식에 의하여 F값(5.93)으로 유의확률을 확인하였
으며, 유의확률은 .011로 나타났다. 교량적 추론의 F값(29.49)의 유의확률
은 .00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교량적 추론은 Scheffe 방법
으로, 정교화 추론은 Dunnett T3 방법으로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단 A는 교량적 추론의 평균은
35.98점, 정교화 추론의 평균은 38.22점으로 평균 차이가 2.24점으로 교량
적 추론에서 낮은 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집단 B와 집
단 C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B는 교량적 추론의
평균은 44점, 정교화 추론은 44.17점으로 비슷한 점수를 보였으며, 교량
적 추론과 정교화 추론 모두 집단 A와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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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집단 C는 교량적 추론의 평균이 43.34점, 정교화 추론은 41.92점
으로 교량적 추론이 1.42점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집단 C도 교량
적 추론과 정교화 추론 모두 집단 A와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교량적 추론에 대한 사후 검정 결과 Scheffe 방법에 의하
여 집단 B와 집단 C는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분석을 통하여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을 추론적 이해 능력과 관
련하여 3개의 하위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를 연구결과 2의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서 학습장애 위험군이 3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된 결과
와 비교해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집단 A로 분류
된 학생들은 잠재집단 4에 10명, 잠재집단 5에 8명이 분포하였으며, 집단
B로 분류된 학생들은 잠재집단 3에 1명, 잠재집단 4에 7명이 분포하였
다. 마지막으로 집단 C로 분류된 학생들은 잠재집단 3에 2명, 잠재집단
4에 16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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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읽기 수준에 따른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하위 유형

읽기유창성은 사실적 이해에 영향을 미치고, 사실적 이해는 고차원적
인 추론적 이해와 평가적 이해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
로, 본 연구에서도 읽기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능력과 추론적 이해 간의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전체 460명의 학생들의 묵독유창성
검사점수, ACCENT국어 영역 검사의 사실적 이해점수, 본 연구에서 개
발한 추론적 이해 검사 총점과 하위 영역 점수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표 Ⅳ-8> 추론적 이해와 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와의 상관: 전체
학생 대상
구분

사실적
이해
묵독
유창성
**
 <.01

추론적
이해
총점
.604
.548

어휘
의미

생략
정보

인과
관계

성격
감정

분위기
배경

이어질
내용

**

.555**

.497**

.585**

.455**

.526**

.531**

**

.503**

.445**

.528**

.472**

.466**

.449**

상관분석 결과 추론적 이해와 사실적 이해 간의 상관계수가 .604로, 추
론적 이해와 묵독유창성 간의 상관계수가 .548로 추론적 이해 능력은 묵
독유창성 보다는 사실적 이해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 가운데서는 인과 관계 추론과 어휘 의미 추
론이 상관계수가 .585, .555로 다른 영역보다 사실적 이해와의 상관계수
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그림 Ⅳ-6]과 같이 사실적 이해와 묵독유창성
은 모두 추론적 이해와 선형의 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과 단어 재인 및 사실적 이해 간의 선형 관계 그림은 [부
록 5]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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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 간의 선형관계

이처럼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은 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와 상관을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으로 분류된 학생들을 묵독
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수준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묵독유창성과 사실적 이해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Ⅳ-9>와 같
다. 묵독유창성의 경우 검사 점수 범위는 0-200점이며 일반학생들의 평
균은 73.51점이며,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평균은 46.70점이었다. 사실
적 이해의 경우 검사 점수 범위는 0-10점으로 일반학생들의 평균은 7.28
점이며,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평균은 3.55점으로 나타났다.

<표 Ⅳ-9> 묵독유창성과 사실적 이해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묵독 유창성

사실적 이해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전체
일반학생
학습장애위험군
전체
일반학생
학습장애위험군

460
416
44
460
416
44

70.94
73.51
46.70
6.92
7.28
3.55

28.98
28.00
27.11
2.19
1.93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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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적 이해 능력은 유창성과 사실적 이해와 관련된 변인이며, 묵독유
창성과 사실적 이해 평균 점수가 일반학생과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간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이 읽기 수준에
따라 추론적 이해 능력 특성의 차이 있는지, 차이가 나타난다면 어떠한
영역인지를 확인하고, 읽기 수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도가 필요한 추론
적 이해 하위 영역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을 정의함에 있어서 표준화된 성취
도 검사에서의 –1 표준편차에 해당하는 학생들로 설정하였고 이들은 하
위 16.5%에 해당하였다. 이에 따라 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검사의
기준도 하위 20%미만으로 하여 읽기 수준을 구분하였다. 이에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44명을 묵독유창성과 사실적 이해 모두 20%이상의 수행을
보이는 학생 집단 1, 사실적 이해만 20%미만의 낮은 수행(사실적 이해
4점 이하)을 보이는 학생 집단 2, 묵독유창성과 사실적 이해 모두 20%
미만의 낮은 수행(묵독유창성 43점 이하, 사실적 이해 4점 이하)을 보이
는 학생 집단 3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묵독유창성은 20%이상의 수행
을 보였으나 사실적 이해는 20%미만을 수행을 나타내는 사례가 단 1명
뿐이어서 단 하나의 사례는 제외하였다. 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검
사 수준에 따른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읽기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는 <표 Ⅳ-10>과 같다.

<표 Ⅳ-10> 읽기 수준에 따른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분류
구분
묵독 유창성

사실적 이해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집단1

8

68.67

19.87

집단2

22

49.27

26.91

집단3

13

12.69

10.26

집단1

8

6.00

0.93

집단2

22

3.05

1.25

집단3

13

2.77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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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수준에 따라 43명의 학생을 세 집단으로
분류한 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들 세 집단의 추론적 이해의
영역별 일원분산분석 결과 및 사후 분석 결과는 <표 Ⅳ-11>과 같다. 묵
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수준에 따라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을 분류한
결과에 따라 학생 분포를 살펴보면, 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수행 수
준이 20%이상인 학생들은 총 8명(19%)이었으며 묵독유창성은 20%이상
의 수행을 보였으나 사실적 이해 수행 수준은 20%미만인 학생들은 총
22명(5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모두 20%미만의 수행 수준을 보이는 학생들은 총 13명(30%)이었다.

<표 Ⅳ-11> 읽기수준에 따른 학습장애 위험군 하위 집단 차이 검정
집단1 평균

집단2평균

집단3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어휘의미

41.81
(7.35)

41.63
(5.83)

생략정보

42.30
(5.79)

인과관계

구분

*

F

사후 검정

34.95
(7.91)

4.45*
(.018)

집단2>집단3

41.68
(7.49)

39.23
(8.49)

0.56
(.574)

-

46.34
(5.25)

40.00
(5.84)

39.21
(5.42)

4.62*
(.016)

집단1>집단2
집단1>집단3

인물성격
감정

46.65
(5.79)

42.37
(6.29)

42.71
(10.12)

0.99
(.381)

-

글분위기
배경

44.89
(5.43)

39.78
(7.01)

35.51
(9.26)

3.89*
(.029)

집단1>집단3

이어질
내용

41.11
(8.15)

41.66
(5.50)

36.42
(4.33)

3.57*
(.037)

집단2>집단3

평균

43.85
(4.15)

41.19
(2.63)

38.01
(4.35)

3.73*
(.049)

집단1>집단3

N

8

22

13

-

-

 <0.05, 영역별 평균 점수 F값은 Welch 방법에 의하여 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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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수준에 따라 분류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들이 보이는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별 평균은 [그림 Ⅳ-7]과 같다. [그림
Ⅳ-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수행 수준이 20%
이상인 집단은 이어질 내용 추론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의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에서는 세 집단 중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가 20%미만의 수행 수준을 보이는 집단은 인물의 성격·감정
추론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세 집단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에서는 추론적 이해 영역 평균은
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수행 수준이 모두 20%이상인 집단과 모두
20% 미만 수행을 보이는 집단 간의 차이만이 유의하였다.

[그림 Ⅳ-7] 읽기 수준에 따른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의 하위 집단별
추론적 이해 영역별 프로파일
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수준에 따라 분류한 세 개의 하위 집단의
추론적 이해 영역별 점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정 결과인 <표 Ⅳ-11>
과 같이 어휘 의미 추론, 인과관계 추론, 글의 분위기·배경 추론, 이어질

- 94 -

내용 추론은 유의확률이 .05보다 작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생략된 정보 추론과 인물의 성격·감정 추론은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수준에 따라 분류된 학습장애 위험군 학
생들이 보이는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별 평균 차이에 대하여 통계적 검
증을 위하여 사후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분산의 동질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의 Levene 통계량 값의 유의확률이 .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분산이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Scheffe 방법에 따른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
해 수준에 따른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하위 집단에 대한 추론적 이해 영
역별 점수 차이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어휘 의미 추론, 인과관계 추론, 글의 분위기·배경 추론, 이어질
내용 추론 영역에 대하여 사후분석 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휘 의미 추론은 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수행 수준이 모두 20%
이상인 집단과 사실적 이해만 20%미만의 수행을 보이는 집단은 41점대
로 비슷한 점수를 보였으나, 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수행이 모두
20%미만인 집단과는 어휘 의미 추론 평균 T점수가 6점 이상씩 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의 사후분석에서는 어휘 의미 추론에서는
사실적 이해 수행 수준이 20%미만인 집단과 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모두에서 20%미만 수행 수준을 보이는 집단 간의 차이만이 유의하였다.
인과관계 추론은 사실적 이해만 20%미만의 수행을 보이는 집단과 묵
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모두 20%미만의 수행을 보이는 집단이 40.00
점, 39.21점으로 비슷한 점수를 보였으며, 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수
행 수준이 모두 20%이상인 집단의 T점수 평균은 46.34점으로 T점수가
6점 이상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의 사후분석에서
는 인과관계 추론에서는 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수행 수준이 20%이
상인 집단과 사실적 이해 수행 수준이 20%미만인 집단 간의 차이가 유
의하였고, 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수행 수준이 20%이상인 집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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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수행 수준이 모두 20%미만인 집단과도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의 분위기·배경 추론에서는 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수행 수준이
20% 이상인 집단의 T점수가 46.65점, 사실적 이해만 20%미만 수행 수
준을 보이는 집단의 T점수가 39.78점, 단어 재인 및 사실적 이해 수행
수준이 모두 20%미만인 집단의 T점수가 35.51점으로 평균 점수 차이가
세 집단 모두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일원분산분석의 사후분석 결과에서
는 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수행 수준이 20%이상인 집단과 묵독유창
성 및 사실적 이해 수행 수준이 모두 20%미만인 집단 간의 차이만이 유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질 내용 추론 영역에서는 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수행 수준이
모두 20%이상인 집단과 사실적 이해만 20%미만의 수행을 보이는 집단
은 41점대로 비슷한 점수를 보였으나, 사실적 이해만 20% 미만을 보이
는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수행
이 모두 20%미만인 집단과 다른 두 집단은 이어질 내용 추론 평균 T점
수가 4점 이상씩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원분산분석의 사후분
석에서는 사실적 이해만 수행 수준이 20%미만인 집단과 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모두에서 20%미만 수행 수준을 보이는 집단 간의 차이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 수준에 따른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을 3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집단 간에 교량적 추론과 정교화 추론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그
림 Ⅳ-8]과 같다. 일원배치 분산 분석 결과에서는 교량적 추론과 정교화
추론 모두 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수행 수준이 20%이상인 집단과
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수행 수준이 모두 20%미만인 집단 간에서만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실적 이해만 20%미만의 수행을 나
타내는 집단과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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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읽기 수준에 따른 하위 집단별 교량적 추론과 정교화
추론에서의 평균 차이

묵독유창성과 사실적 이해와 같은 읽기 수준에 따라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에서도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별히 어휘 의미 추론
의 경우 학생들의 묵독유창성 수행 수준에 따라 성취가 달라질 수 있으
며, 인과관계 추론 영역은 사실적 이해 수행 수준에 따라 성취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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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이 추론적 이해 능력에 있어서 어떠
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분석함으로써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추론적
이해 능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예측하고 효과적인 중재를 계획
함에 있어 유용한 교수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문헌 고찰 및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추론적 이해 능력의
요인 및 하위 영역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전문가 타당화 과정을 거쳐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론적 이해 검사를 개발하였
다. 그리고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을 판별하는 데 추론적 이해 검사가
유용한지 판별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을 대상으
로 추론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별 평균 점수에 따
른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하여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추론적 이해
능력 특성을 일반 학생들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위 유형을 분류하
고, 이들의 추론적 이해 능력을 교량적 추론과 정교화 추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연구 문제에 따라 확인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추론적 이해 능력에 대한 진단 및 평가에 대한 함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추론적 이해 능력 특성에 따라 추론적 이해와 관련한
교수 학습 지도 방안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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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
1) 추론적 이해 검사의 학습장애 위험군 판별 유용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추론적 이해의 하위 영역의 판별 타당도를 확인함으로
써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론적 이해 검사의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ROC
곡선 분석을 실시하였다. ROC 곡선 분석을 통하여 추론적 이해 하위 영
역들이 일반학생과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을 판별하는데 우수한 판별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교량적 추론 가운데서도 어휘 의미 추론
영역이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을 판별하는데 가장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일반학생과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의 추론적
이해 차이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ROC 곡선 분석은 의료 보건 분야에서 환자의 진
단에 대한 검사 절단점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나,
학습장애 진단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 간의 비교 연구(김동일, 홍성
두, 2009)와 학습장애 진단 검사의 분류 정확성을 평가하는데에도 활용
되고 있다(여승수, 손지영, 2014).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ROC 곡선 분석
의 민감도를 통하여 학습장애로 진단되어야 할 학생 중 학습장애로 진단
된 학생들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이도를 통해서 학습장애로 진
단되지 않아야 하는 학생들이 학습장애로 진단되지 않을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ROC 곡선 분석에 의한 절단점 점수가 진단 정
확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추론적 이해 검사의 학습장애 진단 가능성과 예측 타당
도를 탐색하고자 ROC 곡선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실
제 학습장애로 판별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론적 이해 검사를 실시하지
는 않았으나, 표준화된 성취도 검사와 학습장애 선별검사라는 두 가지
검사 결과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들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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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였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에 대한 ROC
곡선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ROC분석 결과에서는 교량적 추론이 정교화 추론보다 학습장애 위험
군을 판별하는데 우수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어휘 의미 추
론의 AUC 값이 0.824로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두 집단을 판별하는데
가장 유용한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량적 추
론 능력에 따라 숙련된 독자와 덜 숙달된 독자를 구별할 수 있다고 제안
한 선행연구(Magliano & Millis, 2003)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량적 추론은 글에 제시된 정보들을 연결 하여 글의 내용을 이해하
고, 구체적인 내용 사이에 관계성을 찾는 것으로 텍스트 기반 추론이라
고 할 수 있다(Basaraba et al., 2013). 텍스트 기반 추론은 결국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부분이므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은 텍스
트에 자체에 대한 이해에서 낮은 수행을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또한 글의 응집성과 결속을 바탕으로 문장 및 문단 내에서 주어진
단서를 활용하는 교량적 추론에서부터 지도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특별히 교량적 추론 가운데 어휘 의미 추론은 어휘 능력과 밀접과 관
련이 있다. 어휘능력에 대하여 김광해(1993)는 어휘의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속담 및 숙어와 같은 관용적 어휘소의 의미, 단어의 다의성에 대
한 이해, 유의관계, 반의관계 등 질적인 능력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이
기연(2012)의 연구에서도 어휘 평가 내용의 기능적 측면에서 맥락을 통
한 단어 의미 추론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인지진단모형을 활용한 어휘
능력 부진 평가와 읽기장애 진단에 대한 조영희(2017)의 연구에서는 문
맥적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어휘 인지요소에 포함하였으며,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문맥 정보 활용 어휘 능력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휘 능력을 단순히 어휘의 뜻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문맥을
활용하거나 주변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어휘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본 연구에서의 어휘 의미 추론은 어휘 능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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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어휘 지식은 추론의 정확성을 예측하는 매우
강력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Singer, Andruslak, Reisdorf, &
Black, 1992),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 추론적 이해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추론의 기초 단계로써 진단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휘의 의미 추론하기를 잘 한다는 것은 읽기이
해 과정에서 한정된 작업 기억 용량이나 인지 처리 부분을 어휘 의미 추
론이 아닌 글의 내용 요소들 간의 관계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글을 읽으면서 어휘 의미 파악에 큰 어
려움이 없게 되면 글을 읽는 동안 마주하는 새로운 정보들에 주의 집중
을 계속 옮겨 갈 수 있으며, 불필요한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제거해가면
서 글의 응집성을 만들고 더 나아가 자신의 배경 지식과 글 속에 제시된
정보들을 통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MaNamara & Magliano, 2009).
따라서 교량적 추론, 그 가운데서도 어휘 의미 추론이 판별력이 우수
하다는 점과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은 교량적 추론에서부터 일반학생과
차이를 보이며 낮은 수행을 나타내었다는 점은 추론적 이해에 있어서도
어휘 능력은 중요하며,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정교
화 추론 이전에 텍스트에 기반한 교량적 추론에서의 지도가 먼저 선행되
어야 함을 제안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론적 이해 검사의 활용에 대하여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론적 이해 검사는 빈칸 채우기
형식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가를 추측하게
함으로써 검사 형식의 경제성과 편리성으로 가지고 있다. 이로써 학습장
애 선별 및 중재 과정에서 진단검사와 진전도 검사 모두의 역할에 적합
하다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빈칸 채우기는 검사 자체가 추론하기
와 같은 읽기이해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보았으며(박수자, 1996; 최인희,
김성일, 2008), Dewitz외(1987)는 빈칸을 채우는 것은 추론하기의 과정과
비슷하며, 빈칸을 채워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추론 기능 형성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빈칸 채우기 형식은 교과서와 같은 이미 제시된 글에서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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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검사 제작이 쉽고, 검사를 풀게 되는 학생들
에게도 질문지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검사에 대한 부담
감을 줄여줄 수 있다. 이와 같은 검사의 현장 적용 가능성 및 활용도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학습장애 및 학습장애 위험 학생들에 대한 교육
지원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진단 및 평가 체계는 실현 가
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실례로 학습장애 진단체계에 있어 선 중재 후 진단을 강조하는 중재반
응모형(Response to Intervention : RTI)이 도입되었으나 국내의 경우 학
교 현장에서 3개월간의 집중적인 교수와 진전도 점검은 현장 교사들에게
부담이 되며, 중재반응 평가 도구의 접근성과 활용 가능성의 문제로 실
제로 적용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우리, 김
지연, 2016; 이대식, 2015). 그러나 학생의 현재 수행 수준과 진전도를 점
검하는 것은 학습장애로 진단하고자 함이 아니라 중재 제공을 통하여 학
습부진으로 인한 학습장애 위험 아동의 장애를 예방하고자 함이므로, 학
생의 정확한 수행 수준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지도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Deno, 2003). 또한 진전도 점검을 통하여 교수의 효과성을 평
가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학습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교
수적 전략이나 교수 내용의 수준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학습에 대한 진전도는 적어도 1주일에 1회에서 2주일에 1회 정도 실시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이대식, 2015), 자칫 잦은 진전도 점검은 학생들
로 하여금 시험이라는 거부감을 주어 학습 동기를 저해할 수 있으며, 이
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검사 자체에 대한 불편함을 주게 된다. 따라서
진전도 점검 도구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편리하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익숙하지 않은 텍스트 유형과 긴 지문 및 질문은 때로 학생들에게 지문
에 대한 회상 능력이나, 선택적 정보에 대한 주의 집중과 같은 추가적인
인지적 부담을 주게 된다(Basaraba et al., 2013). 질문의 제시 방법에 대
한 영향 연구에서 읽기이해 능력이 상위 수준은 집단은 영향을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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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중하위 수준의 집단은 영향을 많이 받으며, 질문 유형이 부정문으
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주의한 학생들의 경우 틀리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었다(조은숙, 2001; Bachman, 1990). 지시문의 제시방식과 명확성
정도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학습장애 및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에게
본 연구에서 채택한 빈칸 채우기 검사 형식은 문제가 동일함으로써 지시
문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 인지적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론적 이해 검사는 상위학습기술로서 읽
기이해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형식에서 오는 경제성과
검사 자체가 추론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초등학교 중학
년 이상의 학습장애 및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읽기이해를 진단하고
점검하는 도구로써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추론적 이해 유형 분석
본 연구에서 학습장애 선별 검사결과와 표준화된 국어 영역 성취도 검
사 결과에 따라 선별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44명과 일반학생 416명을
포함한 전체 학생 총 460명을 대상으로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별 잠재프
로파일 분석 결과에 따라 잠재집단(유형)의 수를 정하고, 잠재집단별 추
론적 이해 능력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별 검
사 점수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분석으로 분류한 집단 중 본 연구에서 정의
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이 어떠한 집단에 속하여 있는지 교차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학습장애 위
험군 학생들의 추론적 이해에서의 어려움과 특성 차이를 일반 학생 집단
과 비교할 수 있었다. 또한 일반학생과 구별되는 차이점뿐만 아니라 유
사점을 파악함으로써, 추론적 이해 지도의 효과적인 소그룹 지도를 위하
여 학습 순서도 및 중재 전략 계획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학생들은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에 따라 고유한 프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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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보이는 5개의 잠재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5개의 잠재집단 가
운데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은 총 3개의 집단에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프로파일 분석 결과에 따라 도출된 5개 집
단에 고유한 특성에 따라 집단 명을 부여하였다. 일반 학생들의 경우 5
개의 집단 모두에 분포하고 있었으나,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경우
높은 추론적 이해 능력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는 집단 1과 보통의 추론
적 이해 능력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는 집단 2에는 분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 잠재집단 3, 4, 5 가
운데 집단 4와 집단 5는 낮은 추론적 이해 능력을 보이는 집단이었으며,
특별히 집단 5의 경우 어휘 의미 및 인물의 성격·감정 추론에서 –2 표
준편차를 보임으로써 강도 높고 보충적인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총 44명 중 33명(75%)의
가장 많은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이 분포하고 있는 집단은 집단 4로 나
타났다. 집단 4는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이 전반적으로 평균으로부터 -1
표준편차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낮은 추론적 이해 능력: 고른 분포
집단’으로 명명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 표준화된 국어 영역 성취도 검사
결과(-1 표준편차 차이)에 의해 분류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은 추론
적 이해에서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행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잠재집단 분석에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 중 8명(18%)은 집단 5에
도 분포하고 있었다. 집단 5가 집단 3이나 집단 4와 보이는 차이는 전체
적으로 추론의 하위 영역들이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는 점도 있지만,
주목할 점은 집단 5는 어휘 의미 추론과 인물의 성격·감정 추론 영역의
T점수가 30점대로 –2 표준 편차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집단 5는 ‘낮은 추론적 이해 능력: 낮은 어휘 의미 및 인물의
성격·감정 추론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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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앞선 연구문제 1의 결과에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이
교량적 추론에서부터 어려움을 보이는 것과 교량적 추론 가운데 어휘 의
미 추론이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을 판별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것으
로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읽기이해에서 학습 부
진을 보이는 학생들은 모르는 단어가 일반 학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
은 편이며, 처음 보는 단어를 접했을 때, 그 뜻을 추론하려는 시도를 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휘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
고되고 있다(최미숙 외, 2012). 또한 읽기 저성취 집단의 읽기이해 영향
요인에 대한 이일화(2005)의 연구에서는 읽기 저성취 집단의 경우 음운,
어휘, 구문 지식 중 어휘 지식이 읽기이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
이 모든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이 어휘 의미 추론이 낮은 수행을 보이
는 것은 아니나 여전히 일부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 가운데서는 어휘
의미 추론이 유의미하게 낮은 수행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어휘력에 대
한 평가 및 지도는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을
재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정의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44명 중 3(7%)명의
학생이 집단 3에 속하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3은 일반학생의 포
함 비율이 높은 집단으로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들의 T점수가 전반적으
로 50점에 가까운 평균 수행 수준을 보여, ‘보통의 추론적 이해 능력: 낮
은 인물의 성격·감정 추론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3은 특별히 어휘
의미 추론의 경우 평균 수행 수준을 나타내었는데, 집단 3에 속하여 있
는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3명 모두 어휘 의미 추론 영역에서의 T점수가
50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교량적 추론에서도 기초적인 단계
라고 할 수 있는 어휘 의미 추론 영역과 관련해서는 학습장애 위험군 학
생들 중 일부는 평균 수행 수준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류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 중 일부는 종합적인
국어 영역 검사에서는 낮은 수행을 보였으나 추론적 이해에서는 보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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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나타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교
수 학습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일반 학생과 유사한 추론적 이해 능력
을 가지는 학생들이 있음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종합적인 국어 능력을 평
가하는 검사에서는 낮은 성취를 보였으나, 추론적 이해 능력에서는 일반
학생들과 차이점뿐만 아니라 유사한 점을 공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반학생 가운데서도 추론적 이해 능력에서는 학습장애 위험군 학
생들과 유사한 패턴을 보임으로써 특별한 교육적 지도가 필요가 학생들
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읽기이해 능력을 종합적인 국어 검사로 측정하며,
총점에 기반 하여 학생들의 읽기이해 수행 수준을 나누고 있어, 읽기 이
해의 세분화된 능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
의 읽기이해 수준을 진단 및 평가함에 있어, 종합적인 국어 영역 검사보
다는 보다 읽기 이해를 세분화하여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검사의 형
식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수행을 실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론적 이해 검사는 읽기이해 과정 중 추론에 초
점을 두고 있으며, 추론 능력을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종
합적인 국어 영역 검사에 의한 읽기 능력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효
과적인 교수 설계는 정확한 평가와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대한 이해에
기반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읽기 이해에서의 어려움의 원인을 다양하
게 살펴보는 것은 중요함을(Lesaux, N. K., & Kieffer, M. J. 2010) 확인
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론적 이해 검사는 학생들이 질문을
읽고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과정을 생략하고자 빈칸 채우기로 문항의
형식을 통일하였으며, 문단이 여러 개의 긴 글이 아닌, 최대 6-7개의 문
장에서 추론을 요구함으로써 선택적 주의 집중 및 작업 기억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유적 표현 의미와 글쓴이의 의
도를 파악하기와 같은 고차원적인 추론 영역들을(박선숙, 2003) 포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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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므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이 추론의 모든 영역에서 보통의 추
론적 이해 능력을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학습장애 및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에게도 기초학습기능
수준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상위학습기술로써 추론적 이해를 평가하고 지
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를 교수적 접근에서 최근 교육현장의 동
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언어
수준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적절한 학
습지원을 받지 못한 채 교육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김우리, 김지연, 2016; 김동일 외, 2017). 이러한 학생들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교실에서 학습장애 위험군으로 존재하
기 쉽다. 즉 일반 교실 안에 다양한 능력 수준을 보이는 학생들이 존재
하는 현 교육 상황에서, 한 명의 교사가 모든 학생에게 개별화 지도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는
읽기이해 수업을 진행 할 때 학생들이 보이는 유사한 추론적 이해 능력
수준 및 특성에 따라 소그룹을 구성하고, 집단에 가장 효과적인 교수 방
법을 적용하여 추론적 이해 지도를 하는 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추론적 이해에 대한 교수학습을 계획할 때, 획일
화된 교수 목표 및 방법으로 추론적 이해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추론
적 이해 능력 수준 및 특성에 따라 소그룹 단위의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
하여 학습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맞춤형 지도에 대한 논의는 학
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하위 유형 연구 결과에서 논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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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하위집단의 추론적 이해 유형 분석
실제로 학습장애 및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읽기 연구
들은 종합적으로 읽기를 접근하거나 읽기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학습장애가

특정학습장애로

DSM-5에서 변화하면서 학습장애의 범주적, 차원적 분류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인지진단 방법을 학습장애 분야에서도 도입하여 어휘력과 읽기이해를 세
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연구(이재호, 2016; 조영희, 2017)들도 이루어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적절한 이론적 토대를 근거로 하여 추론적 이해 능력을
두 개의 요인 및 여섯 개 하위 영역으로 분류하여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들의 추론 능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다른 읽기 변인들과
추론적 이해와의 관련성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학습부진 및 학습장
애 학생들의 읽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추론적 사고의 특성을 탐색하고 관
련된 읽기 학습 수행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적합한 읽기 교수를 제공하
고자 함이며 궁극적으로는 읽기이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이
들이 보이는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 점수 패턴의 유사성에 기반 하여 군
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3개의 하위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학습장애 위험군 하위 집단별 추론적 이해 능력의 특성
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추론적 이해 지도에 대한 논의 및 제안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군집분석 결과 집단 A는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 18명(41%)이
속하여 있는 집단으로 추론적 이해 영역별 평균이 가장 낮았으며, 6개
하위 영역 중 인과관계 추론 영역에서 낮은 수행은 다른 B, C집단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론적 이해 능력
을 교량적 추론과 정교화 추론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집단 A는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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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보다 교량적 추론에서 낮은 수행을 보였으며, 이는 집단 B, C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 A와 같은 추론
적 이해 능력을 보이는 학생들에게는 교량적 추론에서의 지도가 우선시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교량적 추론은 읽은 내용에 대한 응집성을 형성하며, 읽는 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추론으로, 텍스트 상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개념들
간에 연결, 어휘의 의미 추론, 대명사적인(pronominal) 추론, 원인 결과에
기반 한 추론을 포함한다(Siger & Halldorson, 1996). 따라서 교량적 추
론에 대한 지도는 텍스트 자체에 초점을 두고,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거
나, 앞 뒤 어휘에 동그라미를 치는 등의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어느 지점에서 추론
을 하여야 하는지, 지시대명사 및 참조어와 같은 문장 내 추론에 대한
단서를 인식하는 등의 교량적 추론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지도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교수가 제공
될 수 있다.
실제로 학생들이 교과서와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글 속에는
지시어 및 대용어, 접속어가 사용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때로는 추
론의 단서로 작용하여 문장 간 연결 관계와 글의 구조 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독해 수준에 따라 지시어 및 대용어와 접속어가 가지는 기
능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김봉순, 199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론적 이해 검사 중 6-7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과관계 추론과 이어질 내용 추론 영역에는 문항에서 추론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지시어와 접속어를 의도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 내용에는 ‘가리키는 말의 내용을 파악하기’, ‘내용의 연
결 관계를 파악하기’ 등이 학습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학습장애 위
험군 학생들이 이러한 학습 내용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추론의 과정을 돕기보다는 어려움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론적 이해에 대한 지도에서 있어서 교량적 추론에서부터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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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행을 보이는 학생들의 경우, 텍스트 상에서 제시되어 있는 많은 지
시대명사와 참조어들을 추론의 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어, 접속어,
구조 표지어 등의 활용 능력을 점검하고, 텍스트 유형별로 텍스트 구조
유형에 따라 이러한 단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야기 글에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것은 추론에 있어서 핵심
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읽기 과정 중 인과 관계 파악을 촉진시키는 질
문은 읽기이해 중재 전략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McNamara &
Magliano, 2009). 질문하기 접근은 요약하기와 읽기이해 점검하기와 같
은 명시적인 읽기 전략 교수보다 학생의 이해를 촉진시키는데 효과적이
라고 제안되고 있다(Van den Broek et al., 2006).
McMaster외(2012)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파악이 읽기이해에 핵심적인
요소라 보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질문하는 방법을 달리하여 중재의 효과
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 내에서도 질
문하기 방법의 중재 효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별히 텍스
트를 읽는 동안 적절하게 문장 사이에 원인과 결과에 대한 사고를 촉진
시키는 질문을 하는 중재전략은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 중에서
도 읽은 내용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지식을 주로 말하기 좋
아하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금 읽은 문장이
이전 문장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묻는 일반적인 질문 유형은 단순히
읽은 문장을 재진술(paraphrase)하거나 반복하여 말하기를 잘 하는 학생
들에게 지속적으로 문장 간의 관련성을 찾는 사고 과정을 요구함으로써
추론적 읽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과관계 추론 영역에서 낮은 수행을 보이는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에게는 문장 간 원인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촉진 질문을 통하
여 추론을 연습하는 중재 전략을 활용할 수 있으며, 소리 내어 말하기
(Think aloud)와 같은 구술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이해 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둘째, 군집분석 결과 집단 B는 8명(18%)의 학생들이 속하여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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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집단 중 상대적으로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 점수
들이 높았다. 특별히 집단 B는 인과관계 추론과 이어질 내용 추론에서는
다른 두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은 본 연
구에서 개발한 추론적 이해 검사 방식의 효과(method effect)(Upshur, &
Turner, 1999)로부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론적 이해 검사에서 다른 영역들은 2-3장 문장
에서 추론을 요하였으나 인과관계 추론과 이어질 내용 추론은 6-7개의
문장으로 제시하여 다른 영역들 보다 다소 읽어야 하는 문장의 길이가
긴 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빈칸을 채우는 형식은 생략된 정보를 추론
하는 것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집단 B가 추론적 이해 검사
의 하위 영역 중 2-3문장의 간략한 내용 속에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
는 것보다 이야기 글의 한 부분을 가져와 6-7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과관계 추론과 이어질 내용 추론에서 평균 점수가 높다는 것은
이 두 영역에서 글의 응집성과 결속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은 인과관계 추론과 이어질 내용 추론에 사용된 어휘의
난이도가 낮은 편이어서 학생들이 새로운 어휘의 뜻을 추론하거나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 인지적 부담이 적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해석
에 비추어 볼 때 집단 B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들에게는 문맥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글의 응집성과 결
속성이 있는 문단 수준의 글을 제시하여 추론 지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
일 수 있음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집단 B의 경우 어휘 의미 추론과 인물의 성격·감정 추론에서 낮
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론적 이해 검사의 빈칸에 사용
된 어휘를 김광해(2003)의 어휘등급과 교과서 출현빈도에 따라 살펴보았
을 때 인물의 성격·감정 추론에는 3, 4등급에 해당하는 어휘를 80%로
많이 사용하였으며, 교과서에서 저빈도 어휘가 33%로 다른 영역보다 난
이도가 있는 어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집단 B가 어
휘 의미 추론에서도 낮은 수행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단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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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맥적 단서를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어휘의 뜻을 파악하는 교수학습
활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어휘력은 어휘를 단순한 사전적 의미가 아닌 백과사전적 지식
으로 확장하여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 어휘 사용 기제
및 전략에 대하여 신명선(2009)은 언어는 공동체 문화적 특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어휘에 대하여 학습할 때 다양한 의미망 내에서
실제 세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포함하여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어휘 자체의 명시적인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백과사전적 의미를 이
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백과사전적 의미란 경험 및 감각
기관에 의해서 획득된 정보들이 서로 관계 지어 연결망을 형성한다는 것
이다(이동혁, 2012). 결론적으로 집단 B와 같은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
에게는 어휘력을 중심으로 배경지식을 확장해주는 지도를 통하여 어휘
의미를 확장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군집분석 결과에서 집단 C는 18명(41%)의 학습장애 위험군 학
생이 속하여 있었으며, 집단 내에서도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들의 T점수
차이가 10점 이상 나는 영역이 있었다. 집단 C는 인물의 성격·감정 추론
은 평균 수준이었으나, 이어질 내용 추론과 글의 분위기·배경 추론은 낮
은 수행을 보였다. 추론적 이해를 교량적 추론과 정교화 추론으로 나누
어 살펴볼 때, 집단 C는 교량적 추론보다는 정교화 추론에서 낮은 수행
을 보였다.
집단 C가 낮은 수행을 보였던 이어질 내용 추론과 글의 분위기·배경
추론은 정교화 추론에 해당한다. 특별히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도 글의
분위기를 아는 것은 학습자의 경험과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글이 주는 정
서와 분위기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며, 이는 추론적 이해를 넘어서 종합
적인이 사고 능력을 요구한다고도 할 수 있다(이재희, 2001). 정교화 추
론은 교량적 추론보다 상대적으로 학습자의 사전지식을 더 필요로 하며,
글쓴이가 의도한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필요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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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에서부터 인물의 성격(마음과 생각)을 짐작
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정교화 추론으로 분류되었
지만 학생들에게 익숙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글에 제시된 정보를 통해
시대적 상황과 같은 배경을 추론하는 것은 초등학교 5학년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추론에 필요한 교육과정 내용과
학습 성취목표를 제시하는 시점에 따라 숙달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을 고려해야 한다.
박선숙(2003)은 이어질 내용 추론은 사건의 인과 관계와 시간 및 장소
에 관련된 낱말 등에 대한 학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이
야기 글에서 이어질 내용을 추론하는 것은 글에 제시된 내용을 자신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하며 더 나아가 그 이상의 의미를 파
악하여야 하고, 이어질 내용에 대한 자신의 추론이 타당한지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추론적 읽기가 지도되어져
야 한다고 하였다.
추론에 대하여 문경은(2006)은 글에 대한 문맥 의존성이 높은 것을 추
리 또는 추론이라고 보았으며, 글에 대한 문맥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약
한 것을 예측 또는 상상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어질 내용 추론은 이
전에 일어난 사건과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이
므로 단순한 상상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전의 글에
서 제시한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전체적인 흐름에 맞게 해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집단 C는 문맥 의존성이 낮은 정교화 추론에서 낮은 수행
을 보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글에서 제시하는 언어 지식과 정보를 학
습자의 배경 지식과 통합하는 과정에 대한 실제적 학습이 필요함을 의미
한다. 추론적 읽기 지도에 대하여 많은 선행 연구들은(이성규, 1999; 홍
진숙, 1997; 박수자, 2006) Phillips(1987)가 제안한 추론적 읽기 전략 10
가지를 제안하는데 초점 이동하기, 바로 이전 내용을 해석하고 확인하기,
다양한 대안 분석하기, 적절한 대안 부여하기, 다른 사람의 경험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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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등의 전략을 통하여 이어질 내용에 대한 추론 연습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텍스트를 읽기 전, 제목과 그림을 보고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는 활동을 통하여 배경지식을 활성화함으로써 글의 이해와
추론 생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박선숙, 2003).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초학습기술 중 읽기이해와 가장 밀접한 관
련을 가지는 읽기유창성과 읽기이해의 층위에서 첫 단계인 사실적 이해
수준으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을 분류하고 이들의 추론적 이해 양상
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결과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 중 유창성과 사실적 이해
수행 수준이 모두 20% 이상인 학생들이 8명으로 19%에 해당하였다. 즉
이러한 학생들에게 기초학습기술과 사실적 이해 수준에서의 읽기 지도만
을 한다면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사실적 이해 수준을 넘어 추론의 개념과 방법에 대
하여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종합적인 사고를 바
탕으로 글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유창성에서 낮은 수행을 보이는
학생들이 13명으로 30%였으며, 이들은 추론적 이해의 하위 영역 전반에
서도 낮은 수행을 보이며 특별히 어휘 의미 추론 영역에서 가장 낮은 평
균 점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통하여 특별히 어휘 의미 추
론에서 낮은 수행을 보이는 학생들은 유창성 영역에서도 낮은 수행을 보
일 수 있으므로 실제로 기초학습기술 습득 여부를 확인하고 읽기 유창
성, 구문인식, 어휘와 같은 읽기이해와 관련한 선행 학습들을 함께 지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휘 의미 추론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어교과서에
는 어휘 지도가 단어의 뜻을 풀이하는 형태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며, 어
휘 교육의 목표와 명시적인 지도에 대한 안내가 없다(구본관, 2011; 구본
관 외, 2014). 특별히 학습부진 및 장애학생들에게는 의도적이고 추가적
인 어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어휘 지도 내용과 방법을 통하
여 어휘 습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조영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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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초등학교 1-6학년까지의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읽기 영역에서 ‘문맥을 고려하여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성취 기준이 처음 제시되고 있으며, 그 전까지는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활용하거나, 낱말을 분류하거나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
보는 것을 성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5학년 학습
장애 위험군 학생들이 새로운 어휘 의미를 추론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며, 충분히 학습하고 적용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신명선(2012)은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글의 주제적인 의미가 될 수 있
으며, 이는 곧 문맥적 의미 파악과 주제 파악의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어휘 의미 추론은 단순히 어휘의 뜻을 아는 것에 넘어
서 의사소통 능력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신명선, 2015). 이
에 자동화된 유창성이 확보되지 못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에게는 의
사소통 상황에서 어휘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수행 수준 모두 20% 미만인 집단과 사실
적 이해만 20%미만을 보이는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영역은 어휘
의미 추론뿐만 아니라 이어질 내용 추론 영역도 그러하였다. 이는 본 연
구에서 사용한 묵독유창성 검사의 경우 묵독유창성 수준은 유창성뿐만
아니라 ‘단어의 의미 단위’로 끊어 읽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
문에, 어휘 의미 추론과 관련이 높을 수 있으며, 이어질 내용 추론 역시
문단을 다 읽은 뒤 텍스트 내용과 독자의 사전지식과 결합을 통한 추론
영역으로 모든 문장을 다 읽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창성 능력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추론이 가능한 시기에 대하여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되어야 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추론 능력이 어느 정도 안정된다
고 본다(황진애, 김영태, 이주연, 2007). 읽기 능력 발달 모델 5단계를 제
안한 Spear-Swerling과 Sternberg(1994)는 5단계인 전략적 읽기 단계에
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아동들에게 읽기이해를 위한 읽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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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되었듯 초등
학교 3학년 이후에도 읽기 수준에서 낮은 유창성 능력을 보이는 학생들
은 추론적 이해에서도 낮은 수행 수준을 보이기 쉬우므로, 자동화된 단
어 재인 및 읽기 유창성 능력을 먼저 확보함으로써 이후에 구체적인 추
론적 이해 및 전략 활용 지도가 가능할 것이다.
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 수행 수준이 모두 20%이상인 집단과 나머
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영역은 인과관계 추론영역이었다. 상
관분석에서도 다른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보다 인과관계 추론영역이 묵
독유창성과 사실적 이해와의 상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추론적 이해에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인과관계
추론은 사전지식 통합이나 예측 혹은 심상화와 같은 전략이 필요하기 보
다는 주로 텍스트에 기반 하여 문장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한 부분이며, 읽기 수준을 잘 구별해줄 수 있는 추론에서 핵심적인 기술
이라고 할 수 있다.
읽기 수준에 따른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추론적 이해 분석 결과를
종합해볼 때 학생의 정확한 읽기 수행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중
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유균화
(1995)는 읽기장애학생들은 추론 생성 경험이 부족하며, 선행 지식을 사
용하는 경험도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는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중재
가 실제적으로 이들이 보이는 낮은 기초학습기술에 초점화 되다보니, 읽
기이해와 추론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반
학생과 학습장애 학생들 간에 추론 능력의 차이는 결국 읽기이해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Cain, Oakhill, Barnes, & Bryant, 2001).
지금까지 음운인식, 해독, 유창성 등과 같은 기초학습기술은 성공적인
읽기를 위하여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한 중재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National Readign Pandel, 2000). 그러나 읽기이해
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위학습기술(higher-order reading
skills) 또한 성공적인 읽기에 필수적이며, 기초학습기술과 상위학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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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순차적으로 발달하기 보다는 동시에 독립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제
안하는 연구들도 있다(Bus & Van IJzendoorn, 1999; Whitehurst &
Lonigan, 1998). 특별히 초등학생 상급학년 학생들에게는 기초학습기술
숙달 여부뿐만 아니라 추론적 이해와 같은 상위학습기술 또한 평가되어
야 하며, 학습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Rapp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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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추론적 이해 능력을 6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
고,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추론적 이해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상위학
습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추론적 이해 영역에서 학습장애 학생들의 수행
능력을 세부적으로 진단 및 평가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학습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이해와 관련하여 인치 처리
변인이나 텍스트와 관련한 선행지식 연구, 언어지식과 같은 읽기이해를
설명하는 영향 요인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는 읽기이해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추론에 초점을 둠으로써 추론적 이해 능력을 구
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하위 요인들을 통하여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읽기이해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별 특성을 잘 반영
하는 잠재집단의 수와 각 집단별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혹은 이질적인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종합적인 국어 능력이 아닌 읽기 이해의 핵심 역
량이라고 할 수 있는 추론적 이해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생들의 수준 및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소그룹 지도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맞춤형 지도를 위하여
하위 유형별 추론적 이해 특성을 확인하고 교량적 추론과 정교화 추론이
라는 추론의 두 요인에 따라 지도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읽기 수준에
따라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을 분류하고 추론적 이해 영역별 특성을 분
석함으로써 학생의 정확한 읽기 수행 수준에 따른 적절한 중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초등학
교 고학년에 반드시 성취해야할 추론 영역에서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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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어떠한 교수 전략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한다.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은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가지는 집단이므로 무
엇보다 학생들 개개인 보이는 유형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대식 2015).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반드시 학습해
야 하는 추론적 이해 능력에 있어서도 개개인의 특성과 강점 및 약점을
확인하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읽기이해 지도와
관련하여 현장의 교사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 보
일 수 있는 추론적 이해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이 보이는 어려움을 이해
함으로써 소그룹 지도 및 개별화 교육을 위한 차별적 교수를 계획 및 실
행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정보를 현장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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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1.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목적은 상위학습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추론적 이해를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함으로써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추론적 이해의 특성
을 살펴보고, 추론적 이해 유형에 따른 중재 계획 수립에 정보를 제공하
는데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추론적 이해를 교량적 추론과 정교화 추론이라는
2개의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하위 영역 6개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그러나 송미영 외(2011)의 연구에서는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는 것과
생략된 정보를 도출하는 것을 하나의 예측하기로 보고 있는데, 본 연구
에서 생략된 정보 추론을 교량적 추론으로, 이어질 내용 추론을 정교화
추론으로 분류한 점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추론의 하위 영역을 어떠
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추론능력을 진단하고 중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론적 이해 검사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검
사의 목적과 형식을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
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추론적 이해 능력 특성을 확인
하고 교수 학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 주요한 목적이었으므로,
추론의 영역 및 내용에 있어서 기초적인 영역으로 제한하였다. 예를 들
어 중심내용이나 주제를 추론하는 것, 필자의 의도나 관점을 추론하는
것, 비유적인 언어 및 표현에 대한 의미를 추론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았
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학생의 모든 추론적 읽기
정도를 파악하고 가늠하기에는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이 보이는 추론적 이해의 하위 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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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것을 넘어서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추론의 유
형에 따라 더 세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론적 이해 검사의 ROC 곡선 분석 결과
어휘 의미 추론이 학습장애 진단의 판별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추론을 요하는 어휘들은 김광해(2003)의 어휘등급과 초등학교
교과서 출현여부를 고려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생들의 어휘 능력 변인을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어휘 의미
추론은 결국 어휘력을 영향력을 받는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일부
학생들은 특정 어휘의 뜻을 알고 있어서 추론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에서 나타나는 점수의 유
사성과 차별성에 근거하여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논의에서 이러한 하위 유형을 중심으로 학습
전략이나 지도 방안에 대하여 다루었다. 그러나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
이 보이는 추론적 이해 유형에서 낮은 수행을 보이는 영역을 중심으로
우선 학습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추론의 과정이 복합적이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므로 단순히 낮은 수행을 보이는 영역을 우선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강점기
반교육의 관점에서는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높은 점수를
보이는 추론의 영역을 좀 더 확장하여 교수함으로써 학습동기 향상과 학
습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논의에서 제안
한 추론적 이해 지도 방안 이외에 교사는 학생의 다양한 인지적, 정의적
특성을 고려하여 추론적 읽기이해 지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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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에 근거하여 후속 연구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론적 이해 검사 문항들은 지시어, 접속사
등을 의도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시어 및 대용어, 접속사 등
이 글의 응집성과 결속을 높임으로써 추론의 단서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으나, 지시어 및 대용어, 접속사의 기능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
을 경우, 추론의 어려움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시어 및 대용어, 접속사, 구조 표지어가 학습
장애 위험군 학생들에게 추론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 필
요하다.
둘째, 추론의 과정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이므로 이러한
추론 능력을 지필 형식의 평가로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를 수 있다.
추론이란 독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추론적 이해 검사는 선택형으로 학생들이 텍스트에 제공되는 단서를 어
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추론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문항의 추측도 부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최근 Carlson외(2014)의 연구에서는 추론의 사고과정의 중요성을 확인
하고자 검사 문항의 오답에 추론의 오류 유형을 반영함으로써 학생의 추
론적 이해에서 보이는 오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
고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검사를 개발하는 예비 연구 과
정에서 학생들의 사고과정을 탐색하였을 때 정서적 반응 혹은 단순히 문
장을 바꾸어 말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검사 문항의 선택지에 반영하였
으나 오류 유형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다. 오류 분석은 진
단뿐만 아니라 교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며(김동일 외,
2016), 학생들이 보이는 오류의 특성을 확인하고 잘못 학습된 개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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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정을 파악하는 것을 효율적인 교수 계획에 도움이 된다(이소현,
박은혜, 2010).
그러나 학생들의 오류를 확인하고 분류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많은 시
간과 노력을 요구하며, 집단검사로는 개별 학생이 보이는 오류가 무엇인
지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읽기
이해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들의 표현 능력과 이해 능력, 오류 유형
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을 대상으
로 추론의 과정을 구조화된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평가해봄으로써 추론의
과정에 대한 탐색과 학생들이 보이는 오류 유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비유적 표현 의미 추론은 텍스트에 제시된 단서
와 배경 지식을 통합하는 과정을 통한 우수한 추론적 읽기 능력을 필요
로 하므로(박선숙, 2003), 학습장애 및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의 추론적
이해 능력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와 이야기 텍스트에서의
비유적 표현 의미를 추론하는 것도 중요한 읽기이해의 요소이며 추론적
이해의 효과적인 지도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박수자, 2006).
따라서 추후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추론의 유형에 따른 검사를 개발
하고, 이와 연계하여 학습장애 및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론적 이해 관련 중재를 실시함으로써 증거기반 중재 연구들이 활발하
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추론적 이해 능력의
특성별 교수 전략을 실제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함으로써 그 효과성
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진전도 점검이 가능
한 동형검사 개발 연구를 통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추론 읽기
지도에 대한 교수학습 효과성을 확인함으로써 현장의 활용 가능성을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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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추론적 이해 검사 자료
학년-학기-단원

제목(지은이)

(년도)
6-1-2(2002)
4-1(2010)

개똥이 이야기(최창남)

출처
푸른나무, 2001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와

-

아들

6-1-4(2002)

인조의 고민

6-1-3(2002)

해맞이(박재형)

6-1-2(2011)

진정한 금메달에서 내용 수정

-

6-1-2(2011)

지혜롭게 해결하자

-

6-1-3(2002)

가리비와 소녀(박숙희)

6-1-7(2011)
6-2-4(2011)
5-1-1(2011)

“까마귀오서방”,푸른책들,
2000

“우두커니 아저씨”, 문원,

해바라기마을의 거대 바위

1997
창비 어린이 통권 25호,

(김종렬)
나무 그늘을 산 총각

2009
한국 전래 동화30, 웅진

(민영 엮음)

출판, 1989

나를 싫어한 진돗개(김남중)

“자존심”, 창비, 2006
“운명을

6-2-4(2011)

5-2(2011)

꼬마의 재치(이득형 엮음)

재치

유머 이야기”, 진리탐구,
2010
<TV동화

검정 풍선

바꿔주는

행복한

세상

만 권의 책만큼 값진 것

1>, 샘터사, 2009
바람의 딸 우리땅에 서

(한비야)

다, 푸른숲, 2007

6-1-1(2012)

꿈을 찍는 사진관(강소천)

웅진씽크빅, 2007

-

진주조개 이야기(강준영)

4-1-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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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세계명작
계림출판, 1987

199,

[부록 2] 추론적 이해 검사 자료

추론적 이해 능력 검사
※(1-4번) 다음의 짧은 글을 읽고 알맞은 단어를 괄호(

) 안에서 찾아

동그라미표(◯) 하세요.
1. 영민이는 쓰레기를 운동장 한 구석에 자주 버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영민이를 발견하고, 일주일 동안 매일 운
동장 전체 쓰레기를 주워오는 벌을 주셨습니다. 이번 일은 우리 반에 경종을 울
려 쓰레기를 무심코 운동장에 버리는 우리들을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 경종은 ( ① 용기 / ② 주의 / ③ 도움 )을(를) 주는 것을 말한다.

2. 지난주에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려온
그림을 모두 꺼내라고 하셨습니다. 보람이는 바늘로 찔린 듯 뜨끔했습니다. 아
이들은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했으나 보람이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 보람이는 ( ① 숙제를 / ② 필통을 / ③ 색연필을) 가져오지 않았다.

3.

철수는 6학년이 되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한 학년이 올라가서가 아니

라 최고 학년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철수는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던 옆집 형을
학교에서 만나지 않게 되었다는 생각에
( ① 불편했다 / ② 시원했다 / ③ 궁금했다 ).

4. 1교시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이 되었다. 오늘은 새 친구가 오기로 한 날이
었다. 모두들 전학 오는 친구가 누구일지 이야기가 한창이었다. 새 친구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우리 반은
( ① 떠들썩했다 / ② 뒤숭숭하였다 / ③ 조마조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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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 다음의 글을 읽고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5. 정답(

)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를 시장에 내다 팔러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힘이 들어 당나귀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람들이 힘
없는 당나귀가 가엾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의 앞발과 뒷
발을 밧줄로 묶어 막대기에 매달아서 당나귀를 들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
리를 건너고 있는데, 당나귀는 매달려 가는 것이 힘들어 버둥거리기 시작하
였습니다.
당나귀는 시냇물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①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② 아버지와 아들은 힘이 들어 막대기를 던졌습니다.
③ 아버지와 아들은 그만 막대기를 놓쳐버렸습니다.
④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당나귀를 막대기에 묶었습니다.

6. 정답(

)

언니에게 반짝이는 꽃무늬 핀이 생겼다. 나는 언니의 반짝이 핀이 가지고
싶었다. 며칠 뒤, 나는 세수를 하다 비누 옆에 놓인 머리핀을 보고, 슬쩍 호
주머니에 넣고 모른 척 집을 나왔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많이 내렸다. 나는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아 걱정이 되었는데, 그 때 언니가
우산을 들고 나에게 걸어왔다. 나는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① 나는 우산을 언니에게 주고 왔다.
② 나는 새로운 반짝이 핀을 사기로 하였다.
③ 나는 언니에게 다시 머리핀을 돌려주었다.
④ 나는 미안한 마음에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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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번) 다음의 짧은 글을 읽고 알맞은 단어를 괄호(

) 안에서 찾아

동그라미표(◯) 하세요.

7.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나라의 힘은 바닥이 났고, 백성의

살림은 어렵기만 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말았습니
다.

→ 도탄은 ( ① 고통스러운 / ② 고집스러운 / ③ 갑작스러운) 것을 말한
다.

8.

저녁에 일하고 돌아오신 아버지께서는 호두과자를 내밀며 다정하게 말씀하

셨다. 나를 위해 아버지께서는 시장 옆 구멍가게에서 호주머니를 뒤져 생선 냄
새가 나는 돈을 꺼내 호두과자를 사셨을 것이다.

→ 아버지는 ( ① 산적 / ② 선배 / ③ 선원)(이) 다.

9.

민수는 다른 친구가 걱정이 있어 얼굴을 찡그릴 때에는 재미난 말로 기분을

풀어 주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에는 좋은 의견을 내어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
다. 민수는 ( ① 유쾌한/ ② 차분한/ ③ 순진한) 친구이다.

10.

기자는 유명한 야구 선수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이

었냐는 질문을 하였다. 야구선수는 최고의 선택은 야구를 시작한 것이라고 하였
다. 그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구를 시작했는데, 부모님이 야구를 하는
것에 반대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으며,
그 때 ( ① 반환점/ ② 갈림길/ ③ 디딤돌 )에 서 있는 것 같았다고 대답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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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번) 다음의 글을 읽고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알맞
은 것을 고르시오.
11. 정답(

)

오늘은 학교에서 달리기 시합이 있었다. 선영이는 시작부터 줄곧 일등으로
달렸다. 미영이가 선영이 뒤를 이어 이등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때 운동장
반대편에서 공이 날아왔다. 선영이는 날아오는 공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공
에 맞아 넘어지고 말았다.
선영이는 달리기 시합에서 일등 자리를 내 주게 되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렸다.
① 선영이는 달리기 시합에서 늘 일등으로 달렸다.
② 선영이는 달리기 시합을 포기하였다.
③ 선영이는 아팠지만 얼른 일어나 다시 달렸다.
④ 선영이는 공을 던진 사람을 찾아 화를 내었다.
12. 정답(

)

꾀돌이와 삼돌이가 모닥불을 피워 놓고 사냥한 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고
나자,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삼돌이는 제비를 뽑아 물을 떠 올 사람을 정
하자고 말하였습니다. 돌 두 개를 준비하여 그중의 하나에 숯으로 표시한
뒤, 표시된 돌을 뽑은 사람이 물을 떠 오기로 하였습니다. 물을 떠 오기 싫
었던 삼돌이는 몰래 돌 두 개에 모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삼돌이는 꾀돌
이에게 먼저 제비를 뽑게 하였습니다. 꾀돌이는 돌 두 개에 모두 표시하는
것을 보았고, 자신도 물을 떠오지 않을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① 꾀돌이는 표시가 없는 돌을 뽑는 사람이 물을 떠 오자고 하였습니다.
② 꾀돌이는 일부러 표시된 돌을 뽑았습니다.
③ 꾀돌이는 제비를 뽑아 물을 떠 올 사람을 정하자고 말하였습니다.
④ 꾀돌이는 삼돌이에게 숯으로 다시 표시하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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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번) 다음의 짧은 글을 읽고 알맞은 단어를 괄호(

) 안에서 찾아

동그라미표(◯) 하세요.
13. 최근 미영와 희철이는 교실에서 크게 다투었다. 희철이가 미영이의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아무 말 없이 올렸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희철이는 미영이에
대한 불만의 글을 함께 썼다는 것이다.
미영이는 희철이에게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화를 내었다.

→ 훼손은 ( ① 방해/ ② 보존 / ③ 손상)을(를) 말한다.

14. 우영이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학교생활 내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친구
들은 수업 내용을 녹음하여 우영이에게 주기도 하고, 교과서 내용을 정리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우영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
교를 졸업하였습니다.

→ 학교에는 우영이가 공부하는데 필요한
( ① 교재 / ② 자리 / ③ 교사 )가 없었다.

15. 철수는 민희를 보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민희는 꼭 해질 무렵이면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찌 된 일인지 민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지만 민희를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 ① 두근거리기만 / ② 안타깝기만 / ③ 안쓰럽기만 ) 하였습니다.

16.

어느 날, 방송국에서 긴급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해바라기 초등학교에서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
니다. 거대 바위가 운동장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로 온 마을이 ( ① 들썩거렸다 / ② 한가로웠다 / ③ 덩실거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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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번) 다음의 글을 읽고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문장으로 알맞은 것
을 고르시오.
17. 정답(

)

동물 마을의 샘에 물이 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하였지
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뒷산 여기저기에 웅덩이를 파 보았지만,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디에서도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
마을에는 물을 보관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이웃 마을에서 물을 얻어왔습니다.

① 동물들은 빗물을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동물들은 이웃 마을에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③ 동물들은 비가 내리지 않아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④ 동물들은 마을 앞산 땅을 파서 샘을 찾았습니다.

18.

정답(

)

옛날 옛적, 돈을 아주 좋아하는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살았다. 부자 영감
집 앞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여름이면 부자 영감은 그 그
늘 아래에서 자리를 깔고 낮잠을 즐겼다. 부자 영감은 다른 사람들이 그 그
늘에서 쉬지 못하게 하였다. 마을의 한 지혜로운 청년이 부자 영감에게 나무
그늘이 필요하니 자신에게 그늘을 팔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부자 영감은
마음속으로 기뻐하였다.

① 부자 영감은 청년에게 그늘을 가지라고 하였다.
② 청년은 커다란 나무 그늘을 원하였다.
③ 청년은 그늘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④ 부자 영감은 청년에게 나무 그늘을 팔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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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번) 다음의 짧은 글을 읽고 알맞은 단어를 괄호(

) 안에서 찾아

동그라미표(◯) 하세요.

19. 진돗개는 내가 가까이 가기만 하면 쉬지 않고 그르렁댔다. 그르렁거리며 자
신에게 오지 말라고 협박하는 소리로 왕을 뽑자면 사자도 이길 것 같았다.

→ 협박은 다른 사람을
( ① 방해하는 / ② 겁을 주는/ ③ 방어하는) 것을 말한다.

20. 아버지는 어린 시절 가난해서 보리밥을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보리
밥의 미끌미끌하고 거칠거칠한 촉감이 무엇보다 싫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
람이란 참 신기하게 요즘에는 흰쌀밥보다는 보리밥이 더 맛있는 것 같다고 하
십니다.
→ 아버지의 어린 시절에는 흰쌀밥이
( ① 없었다 / ② 귀했다 / ③ 흔했다

).

21. 재훈이네는 산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도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재
훈이네는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하려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모두들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는 집을 빌려줄 수가 없다고 하였다.
재훈이네 가족은 ( ① 실망하였다 / ② 실패하였다 / ③ 섬뜩하였다 ).

22. 하루는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난이 심한 아이가 그만
물이 가득 들어 있는 커다란 항아리에 빠졌습니다. 깜짝 놀란 친구들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손을 뻗어 구하려는 아이, 긴 막대기를 찾아오자고 뛰는 아이, 모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 ① 위급한 / ② 위독한 / ③ 감동적인 ) 상황이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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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번) 다음의 글을 읽고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문장으로 알맞은 것
을 고르시오.
23. 정답(

)

순남이는 학교에서 늘 혼자이다. 어느 날 전자 우편을 주고받는 수업을 한
순남이는 문득 동화책에서 보았던 동화 작가의 전자 우편 주소를 생각해 내
었다. 순남이는 그 작가에게 전자 우편을 보냈다. 순남이의 전자 우편을 받
은 작가는 순남이에게 답장을 보내주었다. 순남이는 자신의 이름이 촌스럽다
고 생각하였다.
순남이는 동화 작가와 전자 우편을 주고받으며 행복했지만 거짓말을 하였
다는 생각에 늘 마음이 무거웠다.
① 순남이는 동화 작가에게 자신의 이름이 촌스럽다고 말하였다.
② 순남이는 반에 인기가 많은 친구 이름으로 답장을 보냈다.
③ 순남이는 학교에서 늘 혼자여서 전자 우편을 보냈다.
④ 순남이는 동화 작가와 전자 우편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예쁘게 생
각하게 되었다.

24. 정답(

)

아저씨는 공원에서 풍선을 팝니다. 아저씨의 작은 차에 매달린 알록달록 풍
선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다른 날보다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오늘따라
왠지 아이들은 노는 데 정신이 팔려 풍선 따위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
습니다. 아저씨는 빨간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냈습니다. 아저씨는 파란 풍선
과 노란 풍선도 하나씩 날려 보냈습니다. 아저씨의 짐작은 오늘도 잘 맞아떨
어졌습니다.

① 아저씨는 공원을 떠났습니다.
② 아이들이 너도나도 아저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③ 아이들은 계속 노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④ 아이들은 아저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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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번) 다음의 짧은 글을 읽고 알맞은 단어를 괄호 (

) 안에서 찾아

동그라미표(◯) 하세요.

25. 지연이는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다. 그래서
지연이는 용돈으로 화장품을 사고, 짧은 치마를 입고 연예인처럼 행동하였다.
그런 지연이를 보고 어머니께서는 학생의 신분을 망각한 것 같다며 한숨을 내
쉬셨다.

→ 망각이란 ( ① 싫어하는 / ② 잃어버리는/ ③ 잊어버리는 ) 것을 말한
다.

26. 나는 시장 구경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늘 새로운 물건과 맛있는
먹을거리가 많기 때문이다. 시장에 가면서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 달
라고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 나는 ( ① 동생과 / ② 어머니와 / ③ 혼자 ) 시장에 가기로 하였다.

27. 열차에는 사람들로 꽉 차 있어 앉을 자리가 없었다. 아이들은 어른인 나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더운 날씨인데도 힘든 내색 없이 열차에서 서서 가고 있
었다. 아이들은 ( ① 참을성 / ② 신경질 / ③ 충성심 )이 많은 것 같았다.

28. 한 아저씨가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며 고래고래 악을 쓰
고 있었다. 어제 101동 앞에 있던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102동 쪽으로 옮겨졌는
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았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다
들 한 마디씩 했다. 작은 아파트 단지가 쓰레기 분리수거장 때문에
( ① 경기장 / ② 시장통 / ③ 쓰레기장 )이 따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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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번) 다음의 글을 읽고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문장으로 알맞은 것
을 고르시오.
29. 정답(

)

따사한 봄볕은 나를 자꾸 밖으로 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내일은 어디 나가지 말고, 방에 꾹 들어박혀 책이라도 읽으리라고 생각하였
습니다. 정작 아침을 먹고 나니 오늘은 유달리 날씨가 따뜻하였습니다. 나
는 스케치북과 그림물감을 가지고 뒷산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봄을 그리
려고 산에 올랐으나, 좀처럼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내 눈이 맞은편 산허리에 갔을 때 거기에는 활짝 핀 꽃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① 봄볕에서 책을 읽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② 그리기 보단 앉아서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③ 단숨에 산에 올라오느라 숨이 차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④ 활짝 핀 꽃나무의 꽃을 그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30. 정답(

)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진주조개는 보석을 갖고 싶었습니다.
보석을 갖으려면 많은 아픔을 견뎌야만 했고, 가장 힘든 것은 자기가 애써
만든 진주를 남을 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개는 진주를 만들지
고민하다가 가슴속에 진주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조개는 혼자 있어 외로
웠고, 보석이 나날이 자랄수록 아파왔습니다. 모든 일이 힘에 들고 숨쉬기
도 어려웠습니다. 얼마 후 조개는 처음으로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① 조개는 또 다른 진주를 만들지 고민하였습니다.
② 조개는 진주를 가지고 친구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③ 조개는 아주 크고 영롱한 진주를 누군가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④ 조개는 숨쉬기가 어려워 점점 병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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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추론적 이해 검사의 문항 양호도

고전검사이론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문항반응이론

난이도

변별도

(정답률)

(점이연상관)

0.741
0.896
0.900
0.891
0.785
0.704
0.874
0.774
0.711
0.824
0.878
0.528
0.907
0.643
0.774
0.739
0.720
0.707
0.780
0.754
0.759
0.696
0.398
0.402
0.430
0.546
0.515
0.333
0.359
0.341

0.376
0.409
0.370
0.397
0.538
0.479
0.461
0.50
0.483
0.394
0.497
0.391
0.515
0.488
0.426
0.369
0.616
0.552
0.645
0.550
0.558
0.597
0.543
0.515
0.679
0.671
0.677
0.627
0.655
0.620

- 154 -

난이도

변별도

-1.625
-2.418
-2.591
-2.221
-1.330
-1.102
-1.990
-1.480
-1.199
-2.374
-1.740
-0.202
-1.660
-0.696
-1.525
-1.606
-0.846
-0.865
-0.870
-0.899
-0.850
-0.698
0.380
0.360
0.180
-0.170
-0.088
0.495
0.390
0.460

0.725
1.059
0.990
1.162
1.264
0.941
1.219
1.000
0.879
0.720
1.576
0.664
2.289
1.066
0.959
0.726
1.669
1.403
3.685
2.138
2.702
1.961
1.455
1.472
2.909
4.136
4.381
2.848
3.462
3.003

[부록 4] 추론적 이해 검사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수 추정치
○ 1요인에 따른 모수치 추정결과
모수

비표준화

표준오차

C.R

P

표준화

요인부하량
추론->어휘의미

1.000

-

-

0.884

추론->생략정보

1.059

0.039

27.022

***

0.878

추론->인과관계

1.117

0.045

24.613

***

0.841

추론->인물성격감정

1.008

0.037

27.027

***

0.881

추론->글분위기배경

0.920

0.038

24.084

***

0.832

추론->이어질내용

1.055

0.050

21.088

***

0.772

분산
추론

1.135

0.095

11.950

***

어휘의미

0.316

0.027

11.783

***

.027

12.010

***

생략정보

0.378

인과관계

0.586

.031

12.881

***

인물성격감정

0.332

.045

11.904

***

글분위기배경

0.428

.028

13.068

***

이어질내용

0.855

.033

13.765

***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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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요인에 따른 모수치 추정
모수

비표준화

표준오차

C.R

P

표준화

교량적추론->어휘의미

요인부하량
1.000
-

교량적추론->생략정보

1.061

0.039

26.833

***

0.882

교량적추론->인과관계

1.103

0.045

24.620

***

0.833

정교화추론->인물성격감정

1.000

-

-

정교화추론->글분위기배경

0.911

0.038

23.950

***

0.834

정교화추론->이어질내용

1.028

0.050

20.957

***

0.762

교량적<->정교화

1.028

0.086

13.278

***

0.994

-

0.887

0.885

공분산 및 오차
분산
교량적<->정교화

1.146

0.086

13.261

***

인과관계<->이어질내용

0.121

.041

2.920

.004

교량적추론

1.135

.095

11.935

***

정교화추론

1.153

.098

11.814

***

어휘의미

0.316

0.028

11.458

***

0.032

11.773

***

생략정보

0.378

인과관계

0.586

0.046

12.867

***

인물성격감정

0.333

0.029

11.306

***

글분위기배경

0.428

0.034

12.682

***

이어질내용

0.854

0.062

13.707

***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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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4

[부록 5] 묵독유창성 및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 하위 영역
간의 선형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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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추론적 이해 검사 문항특성분석 R 프로그램 syntax

>datafile <- read.table("C://Users/user/Desktop/test.dat")

>library(irtoys)

>library(ltm)

>est(datafile, model = "2PL", engine = "ltm", omitsWrong =
FALSE, nqp = 20, est.distr = FALSE, nch = 5, a.prior = TRUE,
b.prior = FALSE, c.prior = TRUE, bilog.defaults = TRUE, rasch =
FALSE)

>plot(tif(Scored2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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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잠재프로파일분석 MPlus 5.0 syntax

title: lpa5
data: file is lpa5.dat;
variable: names are y1-y6;
usevariable are y1-y6;
classes=c(5);

analysis: type=mixture;

output: tech1, tech11, tech14;

savedata: file is c5.dat;
save=cpr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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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ference Skills in
Reading of Students At-Risk for
Learning Disabilities
Heeju Kim
Major in Special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s easy to know whether a child reads a word correctly when
teaching reading at school, but it is difficult to find out whether or
not the child correctly understands the reading contents. As the
content and reading task becomes more difficult, the number of
students who have difficulty in reading and reading comprehension
has increased.

In the case of students who are upper elementary

grades, more intensive and individualized intervention related with
reading

comprehension

may

be

needed(Compton,

Fuchs,

Elleman, & Gilbert, 2008; Lipka, Lesaux, & Siege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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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chs,

In order to provide intensive and individualized intervention to
upper elementary grades, it is necessary to measure specific aspects
of comprehension and monitor the progress they are learning. The
difficulty in the reading area upper elementary grades are facing is
no longer the same difficulty as phonological awareness and decoding,
but a higher level of reading comprehension and writing expression.
However, many traditional reading assessments are not appropriate
for identifying and diagnosing upper grades students at risk for
learning

disabilities

because

they

only

provide

total

reading

comprehension scores or the product of comprehension.
Reading comprehension is a complex and

inferential skill are

especially essential for successful reading(Dole et al., 1991). Inferential
comprehension is the higher level than the literal comprehension
because it requires to grasp the meaning implied in the text and the
use the learner’s prior knowledge to understand the meadning and
intention of the author. Considering that reading process can be
developed simultaneously(Bus & Van IJzendoorn, 1999; Whitehurst &
Lonigan,

1998)

and

inferential

comprehension

is

important

for

successful reading,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should learn
inferential comprehen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assessment tool and
examine the inferential comprehension of students at risk for learning
disabilities. Specifically,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ub-types
and characteristics of inferential comprehension.
In this study, two classes of inferential comprehension(‘bridging’
and

‘elaborative’

inferences)

were

proposed

by

the

previous

researches(McNamara & Magliano, 2009; Trabasso & Magliano, 1996;
Van den Broek et al., 1993). Bridging inference refers to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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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s across sentences by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among
clauses. Readers may use elaborative inference to make a new
meaning based on existing information and predict content or adds
meaning.
For each dimension of inferential comprehension, the sub-skills
were

constructed

using

the

objectives

and

achievement

criteria

presented in elementary school reading textbooks, teacher 's manuals.
Bridging inference consists of (1)inferring meaning of unknown
words,

(2)omitted

information

inference,

(3)cause-and-effect

relationships inference. Elaborative inference consists of (4)making
inferences about character’s feeling and traits, (5)making inferences
about the setting of the story, (6)prediction what will happen in the
story.
In designing an assessment, test itself adopts the maze(fill - in the – blank) format based on literature analysis and previous
researches because students at risk for learning disabilities can easily
solve the test without reading the instructions and questions. 30
items (15 minutes) of inferential comprehension test were constructed
through revision and validation by experts. After checking the
clarification of instructions, appropriateness of the test time, item
difficulty, and item discrimination through the preliminary tests, the
final test items were finally set. To evaluate technical adequacy of
the tes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test were analyzed. The
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 of the test was .910 and the test retest

reliability

was

.72.

The

correlation

with

standardized

achievement test, ACCENT comprehension test, was .701 and it
showed high criterion validity. In addition, the fit indices were
examined through the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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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rmatory
validity

of

factor
the

analysis.

inferential

The

result

showed

comprehension(2

factors

that

construct

measuring

6

sub-skills) test was appropriate.
This study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procedure of approva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participants were taken from a group of 460 students of 5

th

The
grade

elementary schools. The students were drawn from 18 schools in
Seoul, Gyeonggi, Incheon, Gwangju and Jeju. Of the 460 students, 44
students at risk for learning disabilities were screened by the result
of standardized achievement test(below -1 SD) and clinical report.
The results and discus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OC curve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areas with the
highest discriminant validity among the sub skills of inferential
comprehension. The ROC curve analysis showed that the bridging
inference, especially making inference about the meaning of unknown
word had superior discriminative index.
Second, the 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to compare
subgroups

of

460

students

on

the

characteristics

of

inferential

comprehension. As a result, it could be classified into five latent
groups(group 1-5) and profile differences were noted among five
groups on six sub skills of inferential comprehension. Of the five
latent groups, the students at risk for learning disabilities were found
to be distributed in three groups. In group 4, where the students at
risk for learning disabilities were the most frequent, the mean of six
inferential sub skills showed -1 standard deviation difference from the
overall mean. Students at risk for learning disabilities were also
found in the group 3, where many students who have average ability
of reading comprehension were also distrib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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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cluster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similarity of
the inferential sub skills score patterns only for students at risk for
learning disabilities. Result showed that students at risk for learning
disabilities were classified into 3 sub types(A-C). The group A
showed a significantly lower performance in the bridging inference
than the other groups. Students who are in group A should focus on
the text itself and practice analyzing sentence structure to improve
vocabulary and bridging inference skills. In addition, students in
group C had difficulties in making elaborative inferences. These
students

can

be

instructed

to

practice

inference

by

activating

background knowledge because elaborative inference usually reliant on
recalling relevant information and experience from the background
knowledge.
Also, students at risk for learning disability were divided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ir levels of silent word reading and literal
comprehension. It was found that 13 students(30% of the students at
risk for leaning disability) showed poor performance in fluency and
literal comprehension. In particular, these students were found to
perform poorly in making inference the meaning of unknown word.
Therefore, teachers should check whether students actually master
basic learning skills such as decoding and word recognitions first
before planning the intervention programs.
The study focused on the inferential comprehension that is the core
of reading comprehension. In the field, the assessments available for
teachers

to

determine

why

learners

experience

comprehension

difficulties were few. The inferential comprehension test developed in
this study can measure higher level of reading comprehension and be
effective as an assessment to diagnose and check upper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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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reading comprehensi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could
be a guide for teachers when they make instructional decision and
monitor of students’ progress related with inferential skills in reading
comprehension. In addition, the discussion of the study deepen
teacher’s

understanding

of

teaching

inferential

comprehension

strategies and sub skills for students at risk for learning disabilities

keywords : student at risk for learning disabilities, inferential
comprehension, latent profile analysis, sub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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