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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초기수학 중재 사례연구를 

통한 학교 기반 중재반응모형(RTI) 적용 가능성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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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수학학습장애 위험 아동들의 wait to fail을 예방하고자 집중적인 중재를 받은 뒤 아동의 연속적인 

반응에 따라 학습장애 진단여부를 판단하는 중재반응모형(Responsiveness to intervention, RTI)의 한국 학교 교육환

경에서의 적용성에 대한 탐색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환경을 반영한 초기수학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RTI 2단계 중재를 실제 수학학습장애 위험 아동으로 선별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3명에게 

제공하여 중재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초기수학 중재프로그램 개발은 약 5개월간 실시되었으

며, 중재는 방과 후 프로그램 형태로 8주간 14회기로 진행되었다. 대상아동들에게 RTI 2단계 중재를 적용한 뒤, 교육

과정중심 평가를 활용하여 초기수학 하위영역인 수인식, 빠진수찾기, 수량변별, 추정영역의 사전-사후검사와 진전도

를 살펴본 결과 참여학생들의 초기수학 전체 점수와 하위영역 능력에 향상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학교 기반 RTI를 

적용할 때의 실제적인 접근 방향을 계획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였으며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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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수학이란 상징과 규칙들을 사용하여 사물, 사건, 시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언어로서(Howell, Fox 

& Morehead, 1993), 아동의 인지발달과 이후 성인기 직업 사회에서 선호되는 기술이다(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1997; 김동일, 2011). 그러나 많은 학생들

이 수학능력 습득에 어려움을 나타낸다.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생 10명중 1명은 일명 ‘수포자’로 수학과목에 기초학력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 영역

뿐만 아니라, 수학은 과목에 대한 정의적 특성(자신감, 흥미 등)도 모두 다른 과목에서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한국 일보, 2019.11.29.). 이러한 결과는 낮은 학업성취가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

데, 수학과목의 위계적인 기술습득이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초기수학기술이 제대로 습득되어지

지 않으면, 상위기술을 익히기 어려워 또래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된다. 때문에 복합적인 수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기수학능력 기술 습득이 중요하다.

수감각(number sense)은 ‘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수들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수학

적 개념을 습득하기 위한  초기수학능력의 중요한 대표 선수기술이다(Commission on Standards 

for School Mathematics, 1989; 김동일, 2011). 이에 대하여 수감각(number sense)이 초기 수학능

력을 대표한다는 연구들이 이뤄져왔다(김동일, 허상, 김이내, 이기정, 2009; Gersten & Chard, 

1999). 수감각은 유아기 때 필요한 선수개념에서 나아가 문제해결에 필수요소이며 아동기부터 성인

기까지 필요한 수관련 직관력이자(NCTM, 1989),  “수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 체계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능력(김동일 외, 2009, p.109)”으로 일생에 걸쳐 개

발된다(Reys, 1992). 수감각은 수학학습장애 위험 아동을 조기에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다(김동일, 2011). 

수학학습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수감각은 그 개념적 정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국외 검사로서 Clements(1984)는 수감각 검사의 하위 영역으로서 구체물 세기, 수량변별, 

수세기, 일대일 대응 등 10개 영역을 제시하였으며, Clark와 Shinn(2004)는 수학학습장애 위험아동 

판별 검사로서 수감각 검사 하위영역으로 수세기, 수인식, 수량변별, 빠진 수 찾기를 영향력이 큰 

지표임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수량변별이 수학학습장애 위험아동을 조기에 판별하기 위한 강력한 

지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Howell과 Kemp(2005)는 4~6세 아동의 수감각 지표로서 5까지 수 세

기, 5까지 수량비교, 기수알기, 3까지 직관연산, 일대일 대응 , 10까지 수세기 등을 제시하였고, 1학

년 이후에는 수 순서, 일대일 대응, 다음 수 알기, 기수알기, 수매칭, 10까지 수 인지/양비교, 추정, 

3까지 직관 연산, 셈하기, 1이상씩 더해서 수세기 , 수직선상 수의 위치를 제시하였다(김동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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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내 검사로서 김희선(2000)은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수 의미이해, 수 관계 탐구, 수 크기 

이해 등을 포함하였고, 김애화(2006)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대상인 수학학습장애 위험 아동 

조기 선별검사로서 수세기, 수읽기, 수량변별, 빠진 수 찾기 등을 구인으로 하였으며, 김동일(2011)

은 수학학습장애 위험 아동의 초기수학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도구 하위영역으로 수인식, 빠진 

수 찾기, 수량변별, 추정 4개 영역을 포함하였다.  초기수학의 기초기술로서 수감각은 수인식, 빠진 

수 찾기, 수량변별, 추정 등의 하위영역을 포함하며, 수감각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은 이후 수학에서 

실패를 경험할 위험가능성이 높다(Fuchs, Fuchs, & Karn, 2001). 때문에 이러한 영역의 조기진단은 

이후 수학에서 실패를 경험할 위험가능성이 높은 수학학습장애 아동 조기 판별과 이들의 수학학습

에서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김동일, 2011). 조기판별이 타당하게 이루어지면 그 결

과에 따라 효과적인 조기중재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판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White, 

1986), 하지만 실제 조기선별과 조기 중재와 같은 조기개입 서비스 실행은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수학학습장애 위험아동들은  어려움을 나타내는 초기에 자신에게 필요한 중재를 받아

야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

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우며, 이들은 학교의 일반적인 정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

족한 영역을 별도의 시간을 내어 학습해야 한다(이대식, 2019). 

이들의 낮은 수학영역 성취능력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학생 개별적인 흥미, 준비도 등의 학업적 

정서적 특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교육시스템, 3학년 이전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조기개입 프로그램 

부재, 예방과 조기개입보다는 낙제 점수를 받을 때 까지 기다렸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wait to fail 

접근, 교사가 진도빼기 수업을 하는 것(에듀인 뉴스, 2019.04.04.)이며, 일반적으로 기초학습 기술이 

부족한 학생들은 자신의 속도로 획일적인 교육과정과 교과진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채 수업에서 

실패경험을 반복하여 결국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학습무기력 상태로 이끈다(김태은, 2019.07.18. 

p4-8). 때문에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조기 진단과 조기중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진단과 지원 및 평가는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써 지원종류와 범위를 

결정할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기존의 전통적인 평가방법은 학생의 능력과 

성취의 불일치 정도로 판단하는 불일치 모형이지만 이는 지능검사와 학업성취 수준간의 상관관계가 

검증이 되어야 하며(김동일, 홍성두, 2005), 아동이 실패하고 나서야 중재가 개입되는(wait to fail) 

제한점이 있다(김동일, 고혜정, 이해린, 2014).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집중적인 중재를 받은 뒤 아동

의 연속적인 반응에 따라 학습장애를 진단여부를 판단하는 중재반응모형(Responsiveness to 

intervention)(Vaughn & Fuchs, 2003)이 제시되었다. 중재반응모형(RTI)은 ‘과학적이고 타당한 중

재’ 제공과 이에 대한 ‘아동의 반응’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김동일 외, 2014). 중재반

응모형을 활용한 진단 및 판별의 핵심적인 특징은 학생들이 타당하고 충분한 중재를 받으며 진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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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점검하여 학생의 반응여부를 확인한다. 중재에 반응하지 않는 학생들은 다시 추가적인 집중중재

를 받은 후 진전도를 점검하고 마지막에 반응하지 않은 학생을 특수교육 서비스 적격성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된다(Fuchs et al., 2002). 

이러한 중재반응모형(RTI)은 수학영역에서도 활용하여 조기예방의 효과를 나타낸 선행연구들은 

국외(Fuchs, Fuchs, & Compton, 2012; Bryant et al., 2011)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학교기반 중

재반응모형(RTI)을 수학영역에 적용한 논문(김동일 외., 2014; 김용욱, 이성환, 안정애, 김영걸, 

2011; 김혜영, 강옥려, 2009; 안정애, 2009; 이성환, 2008; 하정숙, 정대영, 2012)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역동적인 평가와 중재를 제공하는 중재반응모형(RTI)을 학교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는 전문성개발, 학교 및 교사들의 실행의지, 리더십, 협력시간확보(Harlacher & Siler, 2011) 등이 

고려되어 진다. 하지만 중재반응모형(RTI)은 집중적인 교육을 통한 아동의 반응 평가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는 간단한 원리지만, 효과성이 입증된 증거기반의 전문적인 교육의 정의에 대한 논란, 교육과

정중심 평가 기준 개발과 실행에 대한 교사의 실행의지와 전문성 등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점이 나타

난다(하정숙, 정대영, 2012). 때문에 학교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들에게 

중재반응모형을 1,2,3 단계별로 획일적이고 명확하게 진행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다 유연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Fuchs et al., 2012), 한국 

교육특성이 고려된 한국형 중재반응모형(하정숙, 정대영, 2012)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재반응모형의 한계점이 반영된 중재의 적은 단계 구성, 절차적인 방법, 

조기 판별을 위한 저학년 적용을 위한 저학년 수업시수 및 학년 특성 고려, 준거와 도구(하정숙, 정

대영, 2012)를 활용하여 서울소재 A초등학교 1학년 수학학습부진 아동의 초기수학 중재 사례연구

를 통하여 학교기반 RTI의 실제적인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본 사례는 초등학교 1학년 수학학습장애 위험아동을 대상으로 RTI를 적용한 수감각 중재 

사례로서 RTI 활용하여 장기간 중재일정동안 대상자의 진전도와 중재에 대한 반응 정도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김동일 외, 2014), 프로그램 개발 및 중재내용 확인을 통하여 수각감 중

재의 타당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알고 실제적인 RTI 실행을 위해 어떠한 요인

들이 필요한지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학교기반 중재반응모형(RTI)연

구에서 제시된 제한점을 보완하고 수학과목에 RTI모형의 학교적용에 대한 현실적인 탐구를 하였으

며, 체계 확립과 실천적 검증을 강조하였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RTI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동들을 선별하여 3명의 초등학교 1학년 저학년 수학

학습장애 위험아동을 대상으로 8주간 교육과정중심 측정을 통하여 진전도를 점검하고, 중재를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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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참여 아동들의 RTI 단계에서 중재 반응여부를 파악하는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수

학영역에 기초학습부진을 겪는 수학학습장애 위험아동에게 RTI의 실행과 중재 및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질적인 예시를 제공하여 학교기반 RTI 적용의 실제적인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

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반응모형 2단계 교수가 초등학교 1학년 수학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초기수학 영역에서 

수행수준과 진전도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

  둘째, 중재반응모형 2단계 교수가 초등학교 1학년 수학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초기수학 세부영역

별 수행수준과 진전도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소재 S대학교와 2018년도 기초학력지원 사업 지원 협약학교로서 서울시내 A 초등

학교 수학학습부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은 학급 담임교사 및 교육복지 담당자에 의해 

의뢰된 초등학교 1학년 9명 중 최종 수세기 및 기초 연산에 큰 어려움을 겪고 기초학습기능 수행평

가체제 초기수학검사(BASA-EN)에서 백분위 15이하로 선정된 1학년 학습부진아동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별기준 백분위수의 결정은 기초학력미달 비율과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하

였다. 수학교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7년~2019년 동안 평균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약 10%정도

이며,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도 약 10%를 나타냈으며(교육부, 2019), 학습장애 적격성을 결정하는 

모델인 저성취 모델(Low Achievement Model)(Fletcher & Denton, 2003; Siegel, 1992)에서 일반

적으로 학업성취도에서 하위 25 백분위에 속하거나 평균에서 1.5표준편차 이상 떨어질 때 학습장애

로 판별한다. 따라서 선별을 위한 절단 점수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평균에서 1.5표준편차 이하로 

백분위 15이하에 해당하는 학생들 선별하였다(김동일, 이대식, 신종호, 2016).

또한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조기판별의 중요성 때문이다. 유아기에 습득되는 수개념은 이

후 학령기 수학 학습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Ginsburg & Allardice, 1984), 학령기 수학학습 어려움

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감각을 통한 조기판별이 중요하기에 대상자를 1학년으로 선정하였다(김동

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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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아동(A, B, C)은 각 학급에서 담임교사로부터 매주 3회씩 정규 수업시간(회기 별 40분)을 

통해 수학과 교육과정을 지도 받아 왔다. A초등학교의 2018년도 학교교육과정을 기준으로, 1단계 

수학과 교육과정 일반 교수는 1학기 52시간, 2학기 70시간이다. 그 중, 본 중재 프로그램과 관련된 

<수와 연산> 영역이 해당하는 시간은 1학기 39시간, 2학기 52시간으로 총 91시간(전체의 74%)에 

해당된다. 해당 아동들은 최소 50시간의 교육과정 시수를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BASA-EN검사에

서 하위 15%이하 수준으로 지체를 보였고, 담당교사와 해당 아동의 성취도에 대한 면담을 한 결과  

해당아동이 2학기 현행 교육과정 수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냈다. 

대상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 <표 1>과 같다. 대상학생은 모두 장애인 등에 의한 특수교

육법에 의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이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내용 대상자 정보

이름 A아동 B아동 C아동

학교명 서울 A초등학교 서울 A초등학교 서울 A초등학교

학년(나이) 1학년(만7세 5개월) 1학년(만7세 4개월) 1학년(만6세 11개월) 

성별 여 남 남

다문화 여부 비다문화 비다문화 다문화(중도입국)

BASA-M
원점수(백분위)

11(20) 15(32) 실시거부

BASA-EN
원점수(백분위)

85(7) 99(10) 73(1)

2. 연구절차

본 연구 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9개월간 실시되었다. 그 중 6개월(2018년 

3월 – 2018년 10월)은 교육과정 분석 및 수감각 기반 프로그램을 고안하였으며, 선별 및 진단검사

와 중재는 2018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총 2개월) 이뤄졌다. 현실성을 고려하여 방과 후 프로

그램으로 제공되었으며, 초등학교 수업시간과 동일하게 1회기 40분을 제공하였으며, 1회 방문할 때 

2회기 실시를 하여 총 14회기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난독증 학생을 대상으로 증거기

반의 읽기프로그램을 실시한 김동일, 김희주, 안예지, 안성진 (2017)에서 활용한 연구절차와 1학년 

수학학습장애 위험아동을 위한 중재반응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 하정숙, 정대영(2012)의 절차

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연구절차에 따른 세부내용은 아래의 [그림 1]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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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절차 세부내용

2015 수학과 교육과정 
분석 및 수감각 기반 

프로그램 고안  
▶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분석
교육과정과 연계 탐색 및 선행연구 분석하여 수감각 기반 

프로그램 구성 

↓

대상학교의 수학부진학습자 
추천 의뢰

▶

학교 담임교사 및 교육복지사 의뢰 아동 32명(1학년 9명, 
2학년 1명, 3학년 8명, 4학년 8명, 5학년 1명, 6학년 5명)

32명 대상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수학검사 (BASA-M) 
실시

↓

기초선 검사 실시
개별화교육계획작성

▶

1학년 대상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초기수학검사(BASA-EN) 실시

해당 아동에게 필요한 수감각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표 
재구성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

수감각 교수 활동 
및 진전도 점검

▶
주 2회, 회기 당 40분씩, 총 14회기 실시

1:1 개별화 교수 혹은 1:2 교수 실시 
중재 3-4회기 당 1회의 진전도 점검 실시

↓

사후 검사 실시 ▶
사전 및 사후검사 결과 검사 실시 추수지도 관리 및 방법 

제공

[그림 1] 연구절차에 따른 세부내용

3. 연구절차

1) 측정도구

(1)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수학검사 BASA-M 

BASA: Math(김동일, 2008)는 수학연산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도구로서 4단계로 나뉘어 있다. 1, 

2, 3학년의 교과서와 익힘책을 분석하여 개발한 각 학년단계의 검사도구와 통합단계의 검사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Ⅰ단계 검사는 1학년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단계는 1,2,3학년 내용을 모두 

다루는 문제를 담고 있다. 기초선은 세 번 실시하여 얻은 점수 중 중앙값으로 결정된다. 반분신뢰도

법으로 구하여 Spearman-Brown 공식에 의해 교정된 신뢰도 계수는 .73~.93으로 양호한 수준의 

내적일관성을 나타낸다. 타당도는 ACCENT 수학검사(김동일 외, 2004)과 상관 분석하여 공인타당

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CD(Correct Digits: 맞은 자릿수에 부분점수를 부여하는 방식)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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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했을 때는 .52상관을 보였다.

(2)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초기수학검사 BASA-EN

BASA: EN(김동일, 2011)은 초기수학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도구로서 수감각과 관련된 4개의 소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 네 개의 소검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영역이며 수 인식(Number 

Identification), 빠진 수 찾기(Missing Number), 수량변별(Quantity Discrimination), 추정

(Estimation)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각 소검사는 1분 동안 실시된다. 각각의 검사에서 한 개의 문항

은 1점, 오답을 말하거나 3초이상 머뭇거리는 경우에는 오답(0점)으로 처리한다. 아동이 오답을 말

하거나 머뭇거리는 경우, 검사자는 정답을 알려준 후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지시한다. 각각의 

소검사를 실시한 후, 총점을 계산하여 컴퓨터 자동채점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규준에 따른 결과가 산

출된다(김동일, 2011). 본 검사의 신뢰도는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타당도는 구인

타당도 및 KISE-BAAT(범자연수 영역)와 K-WPPSI(산수 소검사), BASA:M(수학검사) 점수와의 

공인타당도를 통하여 확인하였다(허상, 2008; 김동일, 2011재인용).  Cronbach’ α를 사용하여 초

기수학 검사의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9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1학

년  대상으로 실시한 공인타당도는 KISE-BAAT(범자연수 영역)과 BASA: EN 점수는 .525, 

K-WPPSI(산수 소검사)와의 점수는 -.076, BASA:M(수학검사)와의 점수는 .370이다. K-WPPSI

(산수 소검사)의 경우 상관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ASA: EN은 초등 1학년에게 

실시 할 때 천정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에 정확도를 높이고자 BASA:M과 같이 실시하

여 두 검사에 낮은 성취를 나타내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BASA: EN의 낮은 성취가 현저하

게 나타났을 시, BASA: EN으로 진전도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김동일, 2011). 

2) 중재프로그램

(1) 2단계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정 

중재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수학 및 초기 수학 검사 결과와 1학년 수학과 교육과정, 수감각 기반의 

여러 선행연구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중재프로그램은 2018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0차시 분량으로 구성하였으며, 이후 특수교육 

및 일반교육 교사 자격증이 있는 연구원들에게 내용, 구성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졌다. 검토 

이후 수정된 교재를 활용하여 7-8월에 1학년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는 특수

교육전공 석사과정생 2인이 참여하였으며, 내용, 구성, 흥미유발 항목 등을 포함한 평가를 3점 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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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이후 글자크기를 확대하고, 난이도를 1학년에 맞게 수정하며, 차시를 삭제하

고 추가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자세한 과정은 아래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2단계 집중 프로그램 개발과정

순서 내용 반영 내용

1단계
2018.03-2018.05

-초기수학 관련 선행연구 논문 및 
문헌 분석

-효과적인 중재내용: 교육과정 반영 
-효과적인 중재방법: 직접교수

2단계
2018.06

-내용 타당성 검증
-특수교육전공 및 일반교육전공자 
3인 검토

-중재대상학년: 1학년
-중재 내용 및 차시구성의 적절성: 단계
적 구성, 오류패턴 별 문제 제시, 교사 
tip내용 구성

-중재 내용 난이도 적절성

3단계
2018.07-2018.08

-1차 파일럿
-기초학력부진 아동 4명 대상 
-리커트 척도 구성(내용타당성, 구
성, 흥미 등)

-중재 차시 삭제 및 추가
-교재 구성의 적절성 (글씨체, 그림, 글
자크기 등)

-흥미유발 요소 추가
-난이도 조정

최종 -증거기반 중재 프로그램 개발 

(2) 2단계 집중적인 증거기반 중재 프로그램 실시 

2단계 증거기반 교수전략을 결정하기 위해 학습장애 학생지도에 효과가 증명된 선행연구와 메타

분석 연구를 살펴보았다(강옥려, 홍성두, 2015; 김동일, 고혜정, 조영희, 2015; 이새별, 김광수, 홍성

두, 정광조, 2015; 하정숙, 김자경, 2018). 여러 증거기반의 교수 중 직접교수는 교사의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설명에서 점차 학생의 독립적인 수행을 돕는 특징을 지녔다(김윤옥, 2005). 국외에서 수학

학습장애 및 학습 실패를 하기 쉬운 낮은 성취수준을 가진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수전략임이 밝혀

져 왔으며(Adam & Carnine, 2003; Stein, Kinder, Silbert, & Carnine., 2017) 국내 직접교수의 증

거-기반의 정도와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중간 크기의 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입증되었다(홍성

두, 정광조, 2015).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직접교수의 원리를 적용하여 명시적인 교사의 설명과 

시범을 [교사와 함께하기]로 지도한 후 점차 안내된 연습을 통해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피드

백을 통해 오류를 점검하였다. 다음으로 [스스로 하기]부분을 통해 학생이 독립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놀이 및 자기평가]를 통해 배운 내용을 일반화하고 다음 차시 교

수학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들은 직접교수 전략을 1학년 수학교육과정 및 초기수학 

영역별에 반영하여 2단계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한편 2단계 중재는 1단계 정규교육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성취를 보이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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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인 중재를 추가적으로 실시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초기수학 중재는 2명의 소집단

과 1명 개별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주 1회 2회기로 진행하며, 40분 수업, 8주 간, 14회기 중재를 

수행하였다. 8주 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학교에서 가능한 일정을 협의한 결과 8주가 결정되었으며, 

가능한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주 2회 방문을 하여 중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진전도 점검은 교육과정중심측정인 BASA-EN(김동일, 2011)을 사용하였으며, 14회기 중재동안 평

균 4회기, 9회기에 진전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교수방법을 결정하였으

며, 중재가 시작되기 전 선별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목표선을 설정하고, 학생들의 진전도를 지속적으

로 관찰하였다(Fuchs, Fuchs, & Speece, 2002), 차시별 중재프로그램 내용과 대표차시 중재 계획안 

예시는 아래 <표 3>, <표 4>에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수학 RTI 2단계는 명시적 교수법, 개념적 이해를 쌓을 수 있는 활동, 

시스템적인 연습제공, 동기부여를 포함하고 있으며(Fuchs, Fuchs, Powell, Seethaler, Cirino, & 

Fletcher, 2008), 일정기간동안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중재를 투입하면서 그 반응을 교육과정중심

측정방법(Curriculum-based Measurement: CBM)을 사용하여 추적하여 또래에 비해 심각하게 낮

은 반응을 보이는 지에 대해 평가한다(김동일, 이대식, 신종호, 2016). 본 연구에서는 3명의 아동을 

원래 한 소그룹으로 지도하려 했지만, 1명의 학생이 일정이 맞지 않아 따로 수업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1명의 아동이 개별중재를 받았지만 이는 특수교육대상자적격성을 고민하는 Tier3 개별집중

중재 강도가 아닌 앞서 제시한 RTI 2단계 요소들을 포함하고 교육과정중심측정방법을 활용하여 해

당아동의 진전도를 평가하는 2단계 강도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명이 1:1 수업을 받았지만 

프로그램 진행 목적과 강도는 소그룹으로 진행된 것과 동일하게 2단계 중재 강도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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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영역 학습주제 교수(직접교수)

1

한 자리 
수 인식

한 자리 수 개념 익히기

◉도입
-선수 학습 상기 및 동
기 유발

-학습 내용의 안내

◉ 명시적 설명
-개념이나 기능, 방법 혹
은 절차를 설명한다.

-적용 사례 예시나 방법 
혹은 절차에 대한 시범
을 보인다.

-질문을 통해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안내된 연습
-개념이나 기능을 교사
의 안내 하에 연습한다.

-교사는 감독, 피드백 등 
교수적 비계를 제공한다.

-학습자의 오류 수정

◉독립적 연습
-새로운 기능이나 개념
을 스스로 연습한다.

-반복 연습하기

◉놀이 및 자기평가
-학습 내용 정리
-자기평가 형성 평가
-차시 예고

2

3
1 큰 수’와 ‘1 작은 수’를 알기

4

5
심상화된 
수직선
(한자리 수)

‘한자리 수(1-9)’의 순서 알기

6 ‘한자리 수(1-9)’의 위치 알기

7 ‘한자리 수(1-9)’에서 빠진 수 찾기

8 수직선에 ‘한자리 수(1-9)’나타내기

9

수량변별
(한자리수)

‘한자리 수(1-9)’의 양을 수로 표상하기

10 ‘한자리 수(1-9)’의 수를 양으로 표상하기

11 ‘한자리 수(1-9)’의 양과 수를 순서 짓기

12 ‘한자리 수(1-9)’의 수를 비교하기

13

초기 덧셈뺄셈

덧셈 개념 익히기

14 뺄셈 개념 익히기

15 ‘한자리 수(1-9)’의 덧셈 뺄셈 알기

16

두 자리 수 인식

두 자리 수 개념 익히기

17 ‘십 몇’보다‘ 1 큰 수’와 ‘1 작은 수’를 알기

18
구체물을 사용하여 ‘50까지의 수’를 나타
내기

19
반 구체물을 사용하여 ‘100까지의 수’를 
나타내기

20

심상화된 수직선

‘십 몇(11-20)’의 순서 알기

21 ‘십 몇(11-20)’의 위치 알기

22 ‘십 몇(11-20)’에서 빠진 수 찾기

23 수직선에 ‘십 몇(11-20)’ 나타내기

24

수량 변별

‘십 몇(11-20)’의 양을 수로 표상하기

25 ‘십 몇(11-20)’의 수를 양으로 표상하기

26 ‘십 몇(11-20)’의 양과 수를 순서 짓기

27 ‘십 몇(11-20)’의 수를 비교하기

28

다양한 수세기

‘두 배 수’를 익혀  뛰어 세기의 선수 개념 
익히기 

29 다양한 뛰어 세기

30 2씩 거꾸로 뛰어세기

<표 3> 차시별 중재 프로그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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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제재) 두 자리 수 인식 대상학년 1학년

본시주제 9보다 1큰 수를 읽고 쓰기

차시 1/4 활용전략 10배경판 전략

교수- 학습 
목표

10씩 묶음의 도입으로 새로운 자리값 단위(두 자리 수)의 개념을 이해한다.

단계 학습요소 교수-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명시적 설명

선수학습 상기 
및 동기유발

♣ 9보다 1 큰 수 표현하기(도입1)
 ▷ 손가락을 다 펴보세요. 9보다 1큰수

를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5

10의 의미 알기 ♣ 10의 의미 설명하기 
 ▷ 1이 10개가 모이면 묶어서 새로운 자

리로 나타냅니다. 

◎자료값 매트, 
10배경판

안내된 연습 10인 것과 아닌 
것 구분하기

♣ 10 배경판 속 10 찾기(기초학습)
 ▷ 8,9,10 중에 10 찾기 5

독자적 연습

정리 및 평가

10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으고 
가르기

♣ 10배경판 이용하여 짝궁 수를 모으면
서 10 만들기(주요학습)

 ▷ 10이 되는 짝궁 수 찾기 
♣ 모아서 10이 되는 수 찾기(심화학습)
 ▷ 두 수, 혹은 세 수를 모아서 10만들기
♣ 짝궁 수 찾기 놀이하기(놀이학습)
♣ 자기평가하기(평가)

10

15

2

※익숙해진 아동
에게는 놀이처
럼 (짝, 짝) 3 
, (짝, 짝) 7 
하면서 10이 
되는 짝궁수를 
찾게 하는 놀
이를 할 수 있
습니다.

<표 4> 대표차시 중재 계획안 예시 

3) 중재자

중재자는 서울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에 소속된 특수교육전공 연구원 2인(박사과정 및 석사과정

생 연구원)으로, 기초학력부진 아동지도 연구에 다수 참여한 경력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중재와 진

전도 및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자세한 정보는 <표 5>와 같다.

내용 연구자 정보

구분 중재자 A 중재자 B

교사경력 2년 5년

자격증 특수학교(유치원) 2급 초등1정 정교사 자격증

성별 여 여

최종학력
특수교육 석사
(특수교육 박사과정 )

초등교육 학사
(특수교육 석사과정 )

<표 5> 중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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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재충실도

중재충실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이예나다, 손승현, 2017; Bryant, 2011)에 근거하여 체크

리스트를 수정하여 제작하였다. 중재충실도 체크리스트를 <표 6>를 제작하였다. 체크리스트 항목은 

총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을 5점 likert 척도(1점 매우 그렇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표를 활용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중재자 본인이 주 1회 본인의 교수·학습 내용을 녹음한 뒤, 다시 

들으며 확인하는 방법으로 중재 충실도를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14회기 

동안 총 2번 중재자가 서로의 수업시간에 관찰자로 같은 문항을 바탕으로 점검하였다. 중재 충실도

는 (획득 점수/전체 점수)×100(유현주, 2018)으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평균 98.46%(97~100%)로 

나타났다. 

번
호

문항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1 교사는 학습 목표 개념에 대하여 선행 지식을 충분히 활성화하였는가?

2 교사는 초기수학 중재를 실시하기 전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는가?

3 교사는 모델링 단계를 수행하였는가?

4 교사는 학생들의 수행 정도에 따라 안내된 연습을 제공하였는가?

5 교사는 학생들에게 독립적 연습 단계를 제공하였는가?

6 교사는 학생들의 수행 수준에 따라 초기수학 중재를 수정하였는가?

7 교사는 제시된 목표 개념을 학생들이 잘 이해하였는지 점검하였는가?

8
교사는 학생들의 질문, 성취에 대하여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는가?

9 교사는 중재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교수하고 있는가?

10 교사는 학생들의 행동관리를 하였는가?(예:강화, 교정)

11
교사는 전체적인 수업 관리를 하였는가?(예: 타이머사용, 수업 중 
자연스러운 전환)

12
교사는 명시적(explict) 교수법을 사용하였는가?(예: 속도조절, 오류
정정 등) 

13 필요한 경우, 교사는 복습 부분을 제공하였는가?

<표 6> 중재충실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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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중재반응모형 2단계 교수를 받은 초등학교 1학년 수학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초기

수학 영역에서 수행수준과 진전도 점수 향상

1) 교육과정중심측정평가 결과

2단계 중재프로그램에 참여아동은 총 3명으로, 모두 선별검사 점수에 비하여 진전도1, 진전도2, 

사후검사에서 향상을 나타냈다. 선별검사 평균점수 85.67, 진전도1 평균점수는 선별검사보다 약 15

점 향상된 101.33점, 진전도2 평균점수는 진전도1보다 14점 향상된 115.33점, 사후검사는 선별검사 

점수와 비교하여 29점 향상된 114.67점으로 확인되었다. 자세한 점수와 진전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는 아래의 <표 7>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선별검사 진전도1 진전도2 사후검사

아동A 85 122 130 124

아동B 99 108 124 140

아동C 73 74 92 80

평균 85.67 101.33 115.33 114.67

표준편차 13.01 24.68 20.43 31.07

<표 7> 교육과정중심측정평가 점수

[그림 2] 참여아동 전체 검사결과 평균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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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그룹 중재 결과

B, C아동에게 11월부터 매 주 1회씩 총 14차시의 소그룹 집중 중재를 투입하고 BASA 초기수학

검사 점수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B아동의 경우 BASA검사에서 꾸준히 점수가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검사에서 원점수 총점

은 99점→진전도1 원점수 총점 108점→진전도2 원점수 총점 124→사후 원점수 총점 140점을 나타

내 사전검사에 비하여 사후검사에서 31점 향상을 나타냈다. 이는 월진전도 4점으로 8주 뒤 8점 향상

을 목표로 한 것에 도달하였으며, 백분위 점수 또한 사전검사에는 백분위수 10에서 사후검사에는 

백분위수 74로 향상을 나타내어 위험아동선정 절단 점수 위로 향상되었다. C아동은 사전검사에서 

원점수 총점은 73점→진전도1 원점수 총점 74점→진전도2 원점수 총점 92→사후 원점수 총점 80을 

나타내 사전검사에 비하여 사후검사에서 7점 향상을 나타냈다. 이는 사전 점수 백분위수 1에서 사후

점수 백분위수 2로 향상을 나타냈지만 아직 어려움이 있는 이중불일치를 나타냈다.

[그림 3] 소그룹 중재(B아동) 중재 결과그래프

[그림 4] 소그룹 중재(C아동) 중재 결과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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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 중재 결과

A아동에게 11월부터 매 주 1회씩 총 14차시의 1:1 집중 중재를 투입하고 BASA 초기수학검사 

점수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그림 Ⅲ-4]와 같다. A아동의 경우 BASA검사에서 꾸준히 점수가 상승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검사에서 원점수 총점은 85점→진전도1 원점수 총점 122점→진전도2 원

점수 총점 130→사후 원점수 총점 124점을 나타내 사전검사에 비하여 사후검사에서 39점 향상을 

나타냈다. 또한 사전 백분위수 7에서 사후 백분위수 45로 위험아동선정 절단 점수 위로 향상되었다. 

[그림 5] A아동 중재 결과그래프

2. 중재반응모형 2단계 교수를 받은 초등학교 1학년 수학학습장애 위험아동의 초기

수학 세부영역별 수행수준과 진전도 점수 향상

1) 소그룹 중재 세부영역별 결과

소그룹 중재 세부영역별 점수변화를 사전-사후 차이 점수로 비교하여 볼 때, B아동의 경우 수인

식 영역점수는 사전에 비해 22점 향상, 빠진수 찾기영역에서 10점향상, 수량변별영역에서 4점 향상, 

추정영역에서 5점 향상하여 수인식 영역에서 가장 큰 향상을 나타냈으며, C아동은 수인식 영역에서 

1점향상, 빠진수 찾기영역에서 2점향상, 수량변별영역에서 향상이 없었으며, 추정영역에서 1점 향상

하여 빠진수 찾기영역에서 가장 큰 향상을 나타냈다. 또한 진전도 검사의 영역별 점수 향상을 통하

여 소그룹중재에서 아동들이 중재에 지속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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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식 빠진수 찾기 수량변별 추정 총점 백분위
B C B C B C B C B C B C

사전 52 27 10 9 31 25 6 12 99 73 10 1

진전도1 53 26 15 11 33 21 7 13 108 71 - -

진전도2 59 34 18 17 36 28 11 13 124 92 - -

사후 74 28 20 11 35 25 11 16 140 80 74 2

<표 8> 소그룹 중재 세부영역별 원점수 결과

[그림 6] 소그룹 중재아동 B 세부영역별 원점수 결과그래프

[그림 7] 소그룹 중재아동 C 세부영역별 원점수 결과그래프

2) 개별중재 세부영역별 결과

A아동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점수 향상을 나타냈다. 영역별 점수를 사전-사후점수비교로 나타내

면, 수인식 영역점수는 사전에 비해 사후점수가 8점 향상, 빠진수 찾기영역에서 5점향상, 수량변별

영역에서 3점 향상하였고, 선별검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던 추정영역에서 사전검사에 비하

여 사후검사에서 13점 향상하여 추정 영역에서 가장 큰 향상을 나타냈다, 또한 진전도 검사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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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점수 향상을 통하여 개별중재에서 아동이 꾸준히 중재에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개별 중재 세부영역별 원점수 결과

수인식 빠진수찾기 수량변별 추정 총점 백분위

사전 36 16 37 6 85 7

진전도1 47 22 40 13 122 -

진전도2 59 24 40 17 130 -

사후 44 21 40 19 124 45

[그림 8] 개별 중재 세부영역별 원점수 결과그래프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반응모형 2단계 교수를 받은 초등학교 1학년 수학학

습장애 위험아동의 초기수학 영역에서 향상을 나타냈다. 대상자 3명의 개별 검사에서도 선별검사에 

비하여 사후검사에서 향상된 점수를 나타냈고, 진전도에서도 향상을 나타내어 2단계 초기수학 중재

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김용욱 외., 2011; 김혜영, 강옥려, 

2009; 하정숙 외., 2012; 김동일 외., 2014)와 일치된 결과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중재반응모형 2단

계 소그룹 중재를 그대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일정에 따른 그룹형성으로 2명의 소그룹과 

1명의 개별중재로 2단계 중재를 실시하였다. 이는 한국 학교실정을 반영한 중재그룹 형성으로 미국

에서 실시한 중재반응모형의 2단계 소그룹 중재를 한국 학교 행정과 아동 일정이 고려된 유연한 적

용이 필요함을 나타낸다(김용욱 외., 2011).  

둘째, 본 연구에서 제공한 2단계 중재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초기수학세부영역의 점수가 

향상됨을 나타내었다. 영역별로 수인식은 100점 만점, 빠진 수 찾기 30점 만점, 수량변별 40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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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만점이기 때문에 같은 그래프에서 영역간의 비교는 하지 않았고, 영역내의 사전, 진전도, 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때문에 사전-사후검사를 비교해서 향상된 점수를 성취하였고, 진전도1, 2 

역시 목표선 이상으로 나타내어 중재에 잘 반응하고 있어 초기수학영역에 대한 중재프로그램의 효

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세부영역별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의 시사점은 선별과 중재, 진전도 점검의 과정은 대상자

들에게 필요한 개별화 교수를 계획하고 적용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이예나다, 

손승현, 2017), 세부영역별 점수 확인을 통하여 영역별 성취수준과 강약점을 분석하여 대상자의 초

기수학중재 초기 계획을 세우는데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현재 제공 중인 중재 반응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차후 제공될 영역별 내용의 정도와 강도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도구에서 적용한 직접교수의 원리가 1학년 수학학습장애위험 초등학생의 수감각 향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교수는 명시적인 설명, 안내된 연습, 독립된 연습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학생이 수학 불안을 느끼기 쉬운 저성취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지녔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교수의 원리를 반영하여 교사와 함께

하기 – 스스로 하기 – 놀이 및 자기 평가의 단계를 통해 한 차시 내용을 학습하도록 연구도구를 

설계하였는데 위와 같은 직접교수의 원리의 효과가 수학학습장애 위험학생의 수감각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수학학습장애 뿐 아니라 학습

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저성취 학생에게 효과적인 교수 전략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김동일, 이태수, 2005; 이새별 외, 2015; 홍성두, 정광조, 2015; Adam & Carnine, 2003; 

Stein et al., 2017)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서 본 연구는 기초학력지원사업 지원 협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수학학습장

애 위험아동을 대상으로 2단계 중재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으로 선행연구(Harlacher & Siler, 2011)

에서 제시한  전문성개발, 학교 및 교사들의 실행의지, 리더십, 협력시간확보 등을 전문연구기관에서 

제시하고, 중재자 또한 전문성을 갖춘 강사이며, 학교에서 행정 및 아동 선별에 적극적인 협조를 얻

을 수 있었다. 또한 중재프로그램은 증거기반 교수법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참여자들의 어

려움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노력들은 한국형 RTI모형 개발과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시도한 선행연구(김동일 외, 2017; 김용욱 외, 2011; 서유진, 2010; 이대

식, 2009)와 같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중재반응모형(RTI)을 개발하여 학교현장에 적용한 시도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재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전문인력이 효과가 검증된 지도방법과 강도 

높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투입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이대식, 2019.07.18. p9-15), 본 연구

는 학교인력이 아닌 외부 대학연구소 전문인력 투입으로 진행된 단기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제한점이 

있다. 때문에 이러한 외부지원 없이 학교환경에서 학교자원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동일한 수준의 실행여부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후 연구에서 논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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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또한 2단계　중재에서 소그룹형태 뿐만 아니라 2단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지만 지도 

형태는 1:1 중재도 이루어 졌기 때문에 전형적인 2단계 형태라고 볼 수 없다. 대문에 본 연구의 결과

를 모든 2단계　중재의 효과성 확인에 일반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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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ase Study on Effects of School based Response-to-Intervention 

on at-Risk Learners in a Blind Spot of Education with Mathematics 

Difficulties*

1)2)3)4)

Kim, Dongil**

Kim, Heeeun***

Song, Pureu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chool based Response-to-Intervention 

on the performance of first grade students identified as being at-risk learners in a blind spot 

of education with mathematics difficulties. This case study included the procedure to develop 

effective intervention program for RTI-Tier 2 and 14 intervention sessions including results on 

pre-post assessments and monitoring measurement. The results showed early mathematics skills 

of three students with mathematics difficulties are improved throughout interventions. Therefore, 

this case study indicated how the application of school-based RTI model effectively worked on 

at risk students in a blind spot of education with mathematics difficulties by providing the 

assessment procedure and intensive interventions. 

Key words: Case study, Students with mathematics difficulties, School-based RTI, Early 

numeracy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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