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칸메우기 검사의 타당성 연구
박정진 (서울교육대학교 강사)
<요 약>

이 연구는 실제 국어 수업에서 빈칸메우기 검사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찾
아보고, 그 과정에서 빈칸메우기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빈칸메우기 검사는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통합적인 평가 도구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둘째,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의 경우보다 빈칸메우기 검사와 국어 시험과의 상관
관계가 의미 있게 더 높다.
셋째, 피험자들은 빈칸메우기 검사를 수행하면서 의미 구성의 과정을 거친다.
넷째, 빈칸메우기 검사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은 정보의 양과 어휘 자체의 난이
도 등이다.
다섯째, 빈칸메우기 검사와 국어 시험의 상관관계가 빈칸메우기 검사와 전체 과목
평균과의 상관관계보다 더 높다. 이는 빈칸메우기 검사가 언어 영역에 대한 독창적인
평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가 밝힌 가장 큰 의의는 언어 사용 기능에 대한 평가 도구로서 빈
칸메우기 검사가 초중등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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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빈칸메우기 검사 방법은 글의 부분 부분을 빈 칸으로 만들어 전체의 구성을
불완전하게 한 다음, 읽는 이나 듣는 이가 빈 칸을 되도록 많이 메워 나가면서
전체를 다시 완성하게 하는 방법이다. 즉 빈칸메우기는 문맥을 통하여 빈 칸에
들어갈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전체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aylor, 1953: 415, 밑줄 연구자).

빈칸메우기 절차(cloze procedure) 는 Taylor(1953)에 의해서 글의 이독성
(readability) 을 측정하는 도구로 처음 사용되었다. 빈칸메우기 검사는 ‘cloze’라
는 어원(시각적 폐쇄를 뜻하는 ‘visual closure’가 그 어원으로 불완전한 것을 완
전하게 메우려는 경향을 가진 인간의 심리를 반영한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형태심리학(gestalt psychology)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특정하게 비어 있
는 부분을 일정한 형태로 메워서 이해하려는 인간의 심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
이다. 이렇게 메우면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읽기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빈칸메우기는 언어 능력의 평가 도구로 다루어지기 시작하
였다.
본 연구는 그 동안의 국어과 평가가 다분히 분절적이었고 실제적이지 못했
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실제로 언어 사용은 통합적 모습으로 나타난다.
1

2

는 초기에 빈칸메우기 절차(cloze procedur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독성 측정 도구로
서 보면 빈칸메우기는 하나의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관심은 평가 도구로서
의 빈칸메우기이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빈칸메우기와 함께 ‘절차(procedure)’가 아닌 ‘검사
(tes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Taylor는 글 중심으로 글의 쉽고 어려움을 판단하게 하는 이독성 공식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독자 변인을 고려할 수 있는 이독성 측정 도구로 ‘cloze procedure’를 사용하였다. 후에
Anderson은 빈칸메우기 검사의 정답률에 따른 글의 이독성을 frustration level(글이 어려워 불안
감을 느끼는 수준), instruction level(지도를 받으면 읽어낼 수 있는 수준), independence level(혼자
서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빈칸메우기 검사 결과 44점 이하는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준이며, 44-53점은 교사의 도움이 있으면 읽을 수 있는 수준이고,
53점 이상은 혼자서 읽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였다. Oller(1979), Language Test at School,
London: Longman, p.353 참고.
1) Tay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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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된 하나하나의 기능이나 상황이 순서대로 합쳐지면서 실현되는 것이 아
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런 언어 능력에 대한 평가도 통합적인 관점에서 수
행되어야 한다. 그런 관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국어 능력 평가 도구 중의
하나가 빈칸메우기가 될 것이다. 빈칸메우기가 국어 능력 검사 도구로서 유용
한 까닭은 인간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인간의 읽기 과정과 닮아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통합적인 국어 능력 평가 도구로서 빈칸메우기 검사의 타
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어 능력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
는 언어 학습의 종합적 접근을 반영한다.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는 여
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 기능들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종합
적으로 학습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관점에서는 기능의 세분화를 고려하
지도 않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읽는
과정에서 내용을 예측하고 가정해 보도록 권장하며, 실제 입수되는 언어 자료
로부터 자신의 예측이나 가정을 점검해 보도록 유도한다. 제목만 보고 그 내
용을 예측하기, 글 전체를 재빨리 훑어보고 내용 예측하기, 미완성의 글이나
이야기를 완성하기,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글이나 이야기 만들기 등이
그런 예가 된다. 이런 활동들에 이어지는 평가 또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야 하는데, 그에 적합한 도구가 빈칸메우기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빈칸메
우기가 일반 국어 시험과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2. 빈칸메우기 검사의 용도 및 장점
2.1. 빈칸메우기 검사의 용도

가 빈칸메우기 검사를 처음 도입한 이래 빈칸메우기 검사는 독해 능

Tay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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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측정하는 좋은 도구임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빈칸메우기 검사
와 선다형 독해 문제와의 상관관계는 보통 0.60～0.70정도였고, 때로는 그 이
상이었다(Ruddell: 1965, Potter: 1968, Anderson: 1971).
모국어 화자의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되었던 빈칸메우기
검사 방법이 외국어의 능숙도(proficiency)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은
Caroll, Carton and Wilds(1959)의 연구가 처음이다. Darnell(1968)의 연구에서는
TOEFL과 빈칸메우기 검사 간에 0.83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Anderson(1969),
Conrad(1970)의 연구에서도 높은 상관관계가 입증되었다.
Spolsky(1969)에서는 구도로 제시된 빈칸메우기 검사를 청취력의 측정 도구
로 사용해서 준거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문항 변별력도 높았다.
Darnell(1968)에서는 빈칸메우기 검사가 TOEFL 중 청취력 검사와 가장 높은 상
관관계(0.73)를 보였으며, Oller(1972)에서는 UCLA ESL Placement Examination의
받아쓰기 부분과 0.76～0.85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Allen and Davies(1977)은 특정한 문법 요소 대신 괄호를 둔 빈칸메우기 검사
를 진단평가의 도구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Oller and Inal(1971)에서는 두 번
째 마다의 전치사를 삭제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진단평가 도구로서의 가능성
을 증명했다.
Oller(1979)에서는 빈칸메우기 검사가 언어 능숙도에 대한 민감한 지표가 된
다면, 빈칸메우기 검사는 외국어 수업 현장에서의 교육 효과에 대한 측정 도
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Oller는 빈칸메우기 검사는 자연스럽지 못
한 문맥 속에서의 특정 문법 사항을 측정하기보다 담화(discourse)의 특정 문맥
에 관련하여 적용할 때 더 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학습자가 어떤 특정
한 언어 행위를 배웠다면 그런 언어 행위를 예시하는 내용의 빈칸메우기 검사
로써 교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Friedman(1964)은 빈칸메우기 검사가 외국인에게 독해력을 가르치는 유용한
도구임을 보였다. Sampson, Valmont, and Allen(1982)은 중요 어휘 및 문장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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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삭제한 빈칸메우기 검사를 반복 실시하고 그
정답에 대한 토론을 실시한 집단이 일반적인 독해 지도를 한 통제 집단보다
독해 능력과 발표 능력에서 우수하다는 의미 있는 증거를 보여 주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빈칸메우기 검사는 이독성, 독해력, 외국어 능숙도,
청취력, 진단 평가, 교수 효과 등의 측정 도구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가치가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다. 즉, 처음에는 글의 이독성 측정 도구로만 연구되던
것이 점차 모국어에 대한 평가 도구나 외국어의 능숙도 측정을 위한 도구로서
연구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어 교육 전공자들에 의
해 외국어에 대한 평가 도구로서는 그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지만 한국어 사용
능력에 대한 평가 도구로서 연구된 바는 거의 없다.
2.2. 빈칸메우기 검사의 장점

에서는 예측문법(expectancy grammar)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있는
데, 이는 말을 하거나 들을 때 또는 쓰거나 읽을 때, 다음에 올 말을 미리 예견
하는 능력이 언어 능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바람직
한 평가는 학습자가 계속 형성시켜 가고 있는 예측문법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Oller는 빈칸메우기 검사가 바로 이러한 예측문법을 측정해
Oller(1979)

3

3)

이러한 생각은 하향식 읽기 과정 모형을 제안한 Goodman과 비슷하다. Goodman의 읽기 과정
모형에서는 “표집(sampling)과 예측(prediction)”이 의미 구성 활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Goodman이 제안한 읽기 과정 모형이다(Goodman, 1970: 12).
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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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좋은 화용론적 평가 도구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빈칸메우기 검사가 아무
리 이론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연구에서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다면 평가 도구로서의 효용성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는 않을 것이
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빈칸메우기 검
사의 우수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빈칸메우기 검사는 선다형 문제와는 달리 문항 개발에 대한 전문적 기술이
없이도 짧은 시간에 개발할 수 있고, 쉽게 평가에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선다형 문항의 경우, 출제가 너무 번거롭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며, 주
관식 문항의 경우, 출제는 상대적으로 쉬우나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처
리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러한 요인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 스스로가 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적기에 실시하려는 노력을 위축시키게 된다. 이에 비해 빈칸
메우기 검사는 그 적용 가능성이 매우 넓으면서도 문항 개발이 매우 용이하므
로 대단히 실용적인 평가 도구라 여겨진다.
빈칸메우기 검사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검사 실시에 다른 교육적 효과를 들
수 있다. 앞에서 독해 지도를 위한 빈칸메우기 검사의 효용성을 언급하였는데,
그와 같이 평가를 위한 빈칸메우기 검사는 검사 실시 후에 하는 정답의 확인
이 매우 높은 교육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평가 도구의 교육적 효과는 시
험이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상황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3. 빈칸메우기 검사의 종류
빈칸메우기 검사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다. 먼저 빈 칸의
성격에 따른 빈칸메우기 검사의 종류에는 규칙적 빈칸메우기 검사와 의도적
빈칸메우기 검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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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빈 칸의 성격에 따른 빈칸메우기 검사
규칙적
빈칸메우기

어절메우기: n번째의 일정한 간격으로 삭제된 어절 메우기

의도적
빈칸메우기

내용어메우기: 명사, 동사, 형용사와 같은 내용어 메우기

음절메우기: n번째의 일정한 간격으로 삭제된 음절 메우기
기능어메우기: 접속사, 조사, 어미 등의 기능어 메우기

규칙적 빈칸메우기 검사는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표준 빈칸메
우기 검사라 할만하다. 이는 규칙적 삭제(systematic deletion)에 의해, 선정된 텍
스트의 n번째 요소(음절이나 어절)를 무조건 삭제하고 그 자리에 일정한 크기
의 빈 칸을 두는 방식이다. 이 때 몇 번째를 빈 칸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
인데, 대체로 5번째보다 더 빈번하게 삭제하면 지나치게 어렵거나 텍스트와
무관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12번째보다 더 간격을 두게 되면 검사의 성
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불필요하게 검사 지문의 길이만 길어지게 된
다. 다음 예문을 보자.
4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등과 같은 의사 소통 수
단을 대중 매체라고 한다. 대중 매체는 어떤 사실이나 (
) 등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
) 일시에 전달하는 구실을 한다.

위 예문에서는 매 5번째 어절마다 삭제를 하였다. 즉 규칙적 빈칸메우기 중
에서 어절메우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삭제된 어절은 각각 ‘생각, 내용
4)

연구자의 평상시 경험으로 보면, 규칙적으로 빈 칸을 만들었을 때 25개 이상의 빈 칸이 나와
야 의미 구성을 위한 하나의 텍스트로서 적당하다. 그러면서 50개 이상의 빈 칸이 생기면 문
항 구성의 문제와 의미 구성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시간상으로도
25개에서 50개 정도의 빈 칸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5개 정도의 규칙적 빈 칸이 있
는 텍스트의 경우 10분 이내로 검사가 가능하므로 수업 시간에 수시로 활용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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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이다. 이와 같이 규칙적 빈칸메우기 검사는 형식어건 내용어건 상관없이
무조건 n번째 어절이나 음절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이 중에서 어절메우기는
의미 중심 읽기 지도에 더 적합하고, 음절메우기는 발음 중심 읽기 지도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의도적 빈칸메우기 검사는 일정하게 n번째 요소를 삭제하지 않고, 어떤 다
른 기준에 따라 의도적 삭제(rational deletion)를 하여 개발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 때 개발자의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학생들의 문법적
인 능력을 알아보고자 할 수도 있고,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고자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5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한다. (
)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음식을
먹듯이, 마음을 살찌우기 위하여 책을 읽어야 한다. (
) 독서를 하는
까닭은 무엇이며, 독서를 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 예문에서는 접속사만을 삭제하고 있다. 즉 문맥을 통해 글의 접속 관계
파악 능력을 알아보고자 의도된 것이다. 즉 의도적 빈칸메우기 검사 중 기능
어메우기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삭제된 접속사는 각각 ‘따라서, 그런
데’이다. 그 접속사를 중심으로 앞뒤 문장의 연결 관계를 판단하는 훈련은 문
맥을 활용한 의미 구성 능력 신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도적 빈칸메
우기 검사는 학생들의 특정한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내용어만을 삭제한다든가, 접속사, 조사, 불완전 명사,
어미, 접사 등의 기능어만을 삭제하는 방식을 취한다.
6

연구자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 수업에서 빈칸메우기 검사가 사용되었을 경우,
어절메우기는 아이들이 의미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였고, 음절메우기는 글자나 자소 대
응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한다는 점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발음 중심 읽기 지도와 의미 중심 읽기 지도에 관한 자세한 것
은, 이차숙(2004), 유아 언어 교육의 이론적 탐구, 학지사, pp. 310-314 참고.
6)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로 인해 빈칸메우기 검사의 활용 양상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즉, 단어
단위로 띄어쓰기가 이루어지는 영어는 규칙적 빈칸메우기 검사나 기능어메우기 방식이 쉽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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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답지 작성 방법에 따라 빈칸메우기 검사를 나누어 보면, 선택형과
단답형이 있을 수 있다.
<표2> 답지 작성 방식에 따른 빈칸메우기 검사
단답형
빈칸메우기

재인형: 제시된 (보기)의 자료에서 선택

선택형
빈칸메우기

○×형: 제시된 2개의 답지를 ○나 ×로 판별

자유인출형: 제시된 자료 없이 자유롭게 인출
다지형: 제시된 3개 이상의 답지에서 선택(4지, 5지)

이것은 일반적인 평가 문항의 구분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재인형과 다지
형의 예만 한 가지씩 들도록 한다. 앞의 예문에서 다음과 같이 (보기)나 선택형
답지를 제시해 주는 방식이다.
재인형]
(보기) 따라서 그래서 그러나 하지만 그리고 그런데 그러면 그렇지만
[다지형]
1. ① 따라서 ② 그래서 ③ 그러나 ④ 왜냐 하면
2. ① 하지만 ② 그리고 ③ 그런데 ④ 그러면
[

끝으로 빈칸메우기 검사는 채점 방식에 따라서도 두 종류로 나뉠 수 있다.
채점 방식에 따라서는 빈칸메우기 검사의 교육적 의의도 상반된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앞의 분류들이 문항 개발과 관련된 것들이라면, 이것은 결과 처리와
관련된 것이다.
적용되지만, 우리말의 경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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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채점 방식에 따른 빈칸메우기 검사
정확 단어
채점 방식
허용 단어
채점 방식

원본 텍스트와 일치하는 경우만 정답으로 처리
장점: 채점 기준 명확, 비교적 교사의 작업량이 적음
단점: 아이들의 다양한 반응 수용이 불가
원본 텍스트와 일치하지 않지만, 의미 구성이 적절하면정답으로 처리
장점: 아이들의 다양한 반응 수용이 가능, 교수 자료로 활용 가능
단점: 채점 기준이 모호, 교사의 작업량이 많아짐

먼저 정확 단어 채점 방식이 있다. 이것은 빈 칸으로 삭제된 문항의 원본 텍
스트를 정답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즉 원본에서 사용한 것과 똑같은 음
절이나 어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채점 기준이 명확하여
수월하게 채점할 수 있으므로 검사 과정에서의 교사 작업량이 그리 많지 않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읽기 활동이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아이들의 다양한 반응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허용 단어 채점 방식은 빈 칸에 들어갈 내용이 원본 텍스트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아도 문맥에 따라 정답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즉 학생의
의미 구성 능력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아이들의 다양한 반응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교수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채점 기준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고, 기준 설정이나 채점 과정에서 교사의 작업량이 많아
진다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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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빈칸메우기 검사의 타당성 검증
4.1. 선행 연구

빈칸메우기 검사가 전반적인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유용할 것
이라는데 관심을 갖고, 이의 타당성 검증을 시도한 것은 영어 교육 전공자들
이었다. 외국어 사용 능력의 평가 도구로서 빈칸메우기 검사를 연구하는 중에
한국어에 대한 적용 가능성도 언급한 것인데,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손정환(1983)은 영어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려는 시도에서 빈칸메우기
검사를 논의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
첫째 빈칸메우기 검사는 학생들의 영어 학력 차이를 선다형 문제보다 더 분
명하게 구별해 준다. 둘째, 의도적 삭제에 의한 빈칸메우기 검사가 규칙적 삭
제에 의한 빈칸메우기 검사보다 더 우수한 평가 방법이 될 수 있음이 증명되
었다. 셋째, 문항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정보의 양, 어휘 자체의 난
이도 등이다. 넷째, 너무 쉽거나 어렵지 않은 문항들은 변별도가 높았으며, 정
답률이 높으면서 변별도가 낮은 문항들은 문맥과 상관없이 단편적인 지식들
이 요구되는 문항들이었다.
이러한 결론에 첨가하여 손정환은 빈칸메우기 검사는 통합적인 언어 능력
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도구이며, 도구의 작성이나 채점에서 선다형 문제보다
노력과 시간이 적게 들고 교육 효과도 큰 도구라고 주장한다.
김순복(1982)은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 국어 학점과 빈칸메
우기 검사 결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이 때 사용한 검사는 신문 사설을 텍스
트로 하여 매 5번째 어절을 삭제하고 빈 칸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 결과 정확
단어 채점시의 상관은 -0.06, 허용 단어 채점시의 상관은 0.12였다. 결국 한국
어에는 빈칸메우기 검사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텍스
트 자체가 너무 어려웠던 것은 아닌가, 비교 기준으로 삼은 대학 교양 국어의
학점이 학생들의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였는가, 문항의 수가 26개로 너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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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나 하는 점들이 문제로 남는다.
윤영선(1979)은 ‘서울 시내 학생들의 독해 수준이 기대 수준에 도달하고 있
는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해력 검사’와 ‘빈칸메우기 검사’를 비교하였다.
그 연구에서는 각 학년의 국어 교과서가 해당 학년의 독해 수준에 맞게 제작
되었다고 가정하고, 학생들이 이 수준에 실제로 도달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
해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을 텍스트로 두 검사 도구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
였다. 이 때 사용한 ‘빈칸메우기 검사’는 매 5번째 음절을 삭제하고 빈 칸으로
만든 것이었다. 두 검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2학년과 대학교 2학
년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학년에서 상관이 높음을 보였다(초등학교 2학년
0.35, 초등학교 5학년 0.74, 중학교 2학년 0.86, 고등학교 2학년 0.82, 대학교 2
학년 0.45). 연구자는 그 결과를 검사 방법에 익숙하지 않았거나(초등학교 2학
년의 경우), 사례수가 적었기 때문(대학교 2학년의 경우)으로 보았다. 따라서
빈칸메우기 검사는 학생들의 독해 능력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
구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희세(1989)에서는 문법 지식이나 문학 지식을 배제한 국어 능력 검사를
실시한 후, 빈칸메우기 검사를 종류별(어절 삭제, 음절 삭제, 내용어 삭제, 형
식어 삭제)로 1개 집단에 실시하여 어떤 유형의 검사가 국어 능력 검사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채점 방법도 정확 단어 채점과 허용 단어
채점 모두를 실시함으로써 채점의 기준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국어 능력 검사와 국어 빈칸메우기 검사의 상관7
국어 능력 검사

어절 삭제
0.6286
0.5690

국어 빈칸메우기 검사
음절 삭제 내용어 삭제 형식어 삭제
0.5349
0.5308

0.5458
0.5583

0.4682
0.4319

위 정확 단어 채점, 아래: 허용 단어 채점)

( :

7)

이희세(1989) 국어교육 평가 도구로서의 빈칸메우기 연구 서울대석사논문,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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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검사는 높은 상관도를 보여주고 있다. 국
어 빈칸메우기 검사가 국어 능력 검사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이 고등학생으로 국한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것으로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
교를 중심으로 국어 능력 평가의 한 방법으로서 빈칸메우기 검사의 적용 가능
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4.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빈칸메우기 검사를 국어교육의 현장, 특히 초
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 구체
적인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매 7번째 어절을 규칙적으로 삭제한 빈칸메우기
검사 도구를 제작하여,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각각 두
개 학급씩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 결과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국어 시험 그리고 국어를 포함한 주요 과목의 평균과 각각 비교되었다. 그 비
교를 위해 통계 처리된 데이터에서 피어슨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언어적으로 해석되었다.
빈칸메우기 검사의 텍스트로는 한국교육개발원(1990)의 교육 자료 TL90-1
배우며 생각하며 3-4학년용에 실린 ‘6. 재롱이와 야롱이’ 중 일부를 사용하
였다. 빈 칸은 모두 35개로 구성되었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각주 4) 빈 칸
이 25개 이상부터 50개 이하가 적당하다는 주장을 따른 것이다.
빈칸메우기 검사의 결과는 검사 대상 학교에서 실시하는 국어 시험 그리고
국어를 포함한 수학, 사회, 과학 시험 결과와 비교되었다. 검사 대상 초등학교
에서는 네 개 주요 교과(국어, 수학, 사회, 과학)에 대해서 연 2회 시험을 실시
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예체능 교과를 제외하고 연 4회 시험을 실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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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중에서 이번 1학기에 실시한 시험 결과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ㄱ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그리고 역시 서울
소재 ㄴ중학교 2학년 각각 두 개 학급씩이다. 6개 학급 모두 동일한 검사지가
주어졌고, 초등학생들은 40분의 시간이, 중학생의 경우에는 30분의 시간이 각
각 주어졌다.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은 연구자와 함께 유의 사항을 읽
어 보고, 연습 문제도 풀어 보았다.
대상
사례수(명)

(표5) 학년별 검사 대상(N)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87

97

101

검사의 채점 방식은 정확 단어 채점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선
행 연구에서 정확 단어 채점 방식과 허용 단어 채점 방식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온 결과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검사의 목적이 교수-학습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거나 그 과정을 밝히기 위한 것에 있지 않고, 빈칸메우기
검사와 국어 능력 검사와의 상관을 측정해 보는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지
막으로는 정확한 검사 결과의 비교를 위해 채점자의 주관을 가능한 배제하고
자 하였기 때문이다.
8

4.3. 검사 결과

빈칸메우기 검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8)

대표적으로 이희세(1989)에서 밝힌 결과를 보면, 두 채점 방식 사이의 상관관계는 대단히 높
다. 예를 들어, 내용어 메우기의 경우에는 0.82, 형식어 메우기의 경우에는 0.97이나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채점이 용이한 정확 단어 채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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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빈칸메우기 검사의 학년별 평균 및 표준편차

학년
평균(M)
표준편차(SD)

초4
48.8
5.21

초5
50.5
5.58

중2
58.8
6.10

학년별 빈칸메우기 검사의 평균은 4학년이 48.8, 5학년이 50.5, 중학교 2학년
이 58.8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평균이 높아짐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동일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나
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동일한 빈칸메우기 검사라도 그 난이도는 학년에 따
라 달리 지각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드러난 것 외에도 빈칸메우기 검
사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4.3.1.

문항별 정답률

먼저 문항별 정답률 이 새 개 학년 모두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2번 문항의 경우, 4학년과 5학년은 똑같이 90%의 정답률을 보였고, 중학
교 2학년의 정답률은 100%였다. 반면에 문제 10번의 경우, 모든 학년 학생들
의 1%만 정답을 보였다. 문항에 따라 그 정답률이 이와 같이 크게 차이가 나
는 이유를 살펴보자.
먼저 최고 정답률을 보인 2번 문항의 특징을 보면, 그 문제의 정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글 속에 많다는 것이다. 문항의 다음 단어인 ‘고
양이’가 ‘야롱이’를 유추해 내기에 충분한 정보 구실을 하였다. 또한 그 문장
이 ‘A와 B가 있는데, A는 C이고 B는 D이다.’와 같은 형식을 취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여기서 쉽게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야
롱이’라는 중요한 정보가 가까운 앞 문장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만약 뒷 문장
에 떨어져 있었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주었을 것이다. 뒷 문장까지 읽고 나서
9

부록2) 참고.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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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그 답을 생각해 낼 수 있는데, 학생들 대부분의 경우는 이럴 때 그냥 지나
치기 쉽기 때문이다. 35번 문항이 그 예에 속한다. 35번 문항의 답을 찾는데
필요한 정보는 텍스트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식구들’이라는 것뿐인데, 이는 실
제 문항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대부분이 ‘나는’, ‘그러나’ 등으로 답
하는데 그쳤다. 결국 2번 문항은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정보가 글 속에서 제
공되고 있었고, 또한 문장의 유형이 정답을 생각해 내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높은 정답률을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0번 문항이 왜 최저 정답률을 보였는지 그 문항의 조건들을 2번 문
항의 조건들과 비교해 보자.
10번 문항의 특징은 우선 의성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용어 자체의 난이도가
2번 문항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 내는 것이므로 같
은 소리에 있어서도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다. 10번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답을 보면, ‘멍멍대서’, ‘왈왈거려서’ 등이 많았
는데 이는 의성어의 특징으로 인해 ‘낑낑거려서’라는 어휘 자체의 난이도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텍스트 내에는 10번 문항을 위한 정보가 거의 없다
는 것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검사 결과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문
항의 난이도는 텍스트 내 정보의 양과 어휘 자체의 난이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는 것과 빈칸메우기 검사는 피험자들에게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결국 빈칸메우기 검사는 언어 사용의 고등 기능
을 측정하는데 알맞은 도구임을 알 수 있다.
10

10)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빈칸메우기 검사가 초중등 학교에서 언어 기능의 평가 도구로서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는데 있기 때문에 피험자들이 의미를 재구성한다는 부분에 대한 구체
적인 논의는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빈칸메우기 검사의 타당성 연구
4.3.2.

83

국어 시험과의 상관

빈칸메우기 검사와 국어 시험 그리고 국어를 포함한 기타 과목 평균과의 상
관계수는 다음과 같다.
<표7> 빈칸메우기 검사와 국어 시험, 전체 시험 평균과의 상관관계
r

빈칸메우기 검사

초4
초5
중2
국어 시험 전체 시험 국어 시험 전체 시험 국어 시험 전체 시험
0.694

0.674

0.712

0.677

0.903

0.838

빈칸메우기 검사와 학교 국어 시험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4학년의 경우
는 0.694, 5학년은 0.712, 중학교 2학년은 0.903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과목
평균과의 상관계수는 각각 .674, .677, .83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순복
(1983) 등의 연구 결과를 의심하기에 미흡한 점이 없으며, 기타 외국어 전공자
들의 선입견을 바로 잡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비교 대상으로 사
용된 교내 시험의 신뢰도나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빈칸메우기 검사와 국어 시험 사이에는 확실히 상관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빈칸메우기 검사가 전체 과목의 평균보다
국어 시험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국어 과목의 평가 내용이
11

11)

상관계수의 범위는 -1.0 이상 +1.0 이하이다. 이런 상관계수의 언어적 표현은 절대적 기준이
없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상관관계를 표현한다.
상관계수 범위
상관관계의 언어적 표현
.00 - .20
상관이 거의 없다
.20 - .40
상관이 낮다
.40 - .60
상관이 있다
.60 - .80
상관이 높다
.80 - 1.00
상관이 매우 높다
성태제(2003),현대 기초통계학의 이해와 적용 교육과학사, pp.111-1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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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과목의 평가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면서 국어 시험에서의
평가와 빈칸메우기에서의 평가가 실제적으로 같은 대상을 지향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와 함께 학년이 높아질수록 상관계수가 높아지는데 이는 언어 경험
이 많을수록 빈칸메우기 검사가 더욱 완벽한 평가 수행 능력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보다 우수한 국어 교육의 평가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빈칸메우
기 검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부진함으로 초등학교 국어교육에서의 평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하는 측면 또한 고려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 나타난 중요한 결과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⑴ 빈칸메우기 검사와 국어 시험과는 확실히 상관이 있다(4학년 r-.694, 5학
년 r-.712, 중2학년 r-.903).
⑵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의 경우보다 상관관계가 의미 있게 더 높았다.
⑶ 피험자들은 빈칸메우기 검사 때에, 의미 재구성의 과정을 거친다. 피험
자들은 자신들의 경험, 즉 사전 지식을 중요시 하고, 접하게 된 문항을
자신의 의미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리고 해석한 것들을 무리 없이 재구
성하여 한편의 이야기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⑷ 빈칸메우기 검사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은 정보의 양과 어휘 자체의
난이도 등이다.
⑸ 빈칸메우기 검사는 언어 영역에 대한 독창적인 평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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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의의는 언어 사용 기능에 대한 평가 도
구로서 빈칸메우기 검사가 초중등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였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위한 자료도 수집하였다는 데에 있다.
교육이란 학습자의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교육에는 변
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
평가는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평가 결과가 교수 계획이나 학습 방법과 학
습 내용에 환류되어 이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평가는 방법
과 내용상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방법 면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지필 위
주의 평가이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개방적인 평가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내용 면에서 보면, 지식의 회상이나 재인만을 평가하는 것이 대
부분이다. 물론 지도에서부터 이런 방법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평가 또한 이
런 방법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혹시 평가가 파행적이었기
때문에 지도 방법이 그러했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인습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국어 교육에서의 평가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교과를 측정하여 수리적 통계를 내
기 위한 양적 평가가 아니라, 사고의 내용(지식의 내용이 아닌)을 평가하는 질
적 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에 사용된 빈칸메우기 검사
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빈칸메우기 검사는 그 주된 목적이 검사 결
과를 산출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고 과정을 파악하여 언어 능력을 평
가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빈칸메우기 검사의 유용성 즉
빈칸메우기 검사가 사고 과정이나 의미의 재구성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
면은 계속되는 연구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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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

빈칸메우기검사

학교 제 ( )학년 ( )반 (
)
※ 다음 글은 원래의 글에서 일정한 간격의 단어를 빼고 대신 ( )를 넣은
것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앞뒤의 문맥에 맞게 ( ) 안에 들어갈 말을 써
넣어 봅시다.
(

)

연습 문제)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동쪽에 있는 ( 바다를 ) 동해라고 하고, 남쪽
에 있는 바다를 남해라고 ( 합니다 ). 그리고 서쪽에 있는 바다를 황해라고 하는
데, (
)라고도 부릅니다. 삼면의 바다에는 섬이 (
) 있습니다.
(

재롱이와 야롱이
우리 집에는 재롱이와 야롱이가 있는데, 식구들의 (1
) 듬뿍 받고 있답니
다. 재롱이는 개의 이름이고, (2
) 고양이의 이름이지요.
재롱이는 이름 그대로 (3
) 많이 부린답니다. 엄마가 시장에 갈 때면, (4
) 어느 새 따라 나섭니다. 시장에 따라가는 (5
) 재롱이한테는 무
척 즐거운 일입니다. 재롱이는 엄마보다 (6
) 발짝 늘 앞서 가지만, 엄마와
사이가 (7
) 벌어지게 되면 잠깐 기다렸다 갑니다. 재롱이가 (8
) 신이 나는 곳은 정육점 앞입니다. 엄마가 정육점을 (9
) 지나치기라도
하면 엄마 다리에 몸을 비비며 (10
) 엄마는 뼈 몇 개라도 꼭 얻어 (11
) 합니다. 재롱이는 한 가지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12
) 무렵
꼭 한 차례씩, 집밖의 (13
) 사라졌다가 한참 후에 나타나곤 합니다. 식구들
은 (14
) 여겼지만, 얼마 후면 돌아오기 때문에 (15
) 뒤를 따라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6
)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서 얼마쯤 떨어진 공터에서 (17
) 오빠가 저녁 무렵 재롱이를 발견한 것입니
다. (18
) 공터 끝에 있는 풀숲에서 어정쩡한 자세로 (19
), 얼마
후 우리 집 방향으로 달려가더랍니다. (20
) 풀숲으로 가 보니 재롱이가
똥을 싸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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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런 재롱이도 좋지만, 야롱이가 더 (22
). 야롱이는 내가안아
주면 ‘야옹’ 하고 (23
) 소리를 냅니다. 야롱이는 쥐를 곧잘 잡곤 (24
), 그 때마다 쥐를 물고 와서 식구들한테 (25
)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식구들은 잘 했다고 (26
) 칭찬을 주곤 하지요. 그런데 하루는, 아직
채 (27
) 않은 쥐를 방 안에까지 물고 들어왔습니다. (28
) 날따라 뜰에 아무도 없었던가 봅니다. 모두들 (29
) 가지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롱이는 쥐를 (30
) 곧 밖으로 나가긴 했지만, 뜻밖의
꾸지람에 (31
) 무척 상했던가 봅니다. 야롱이는 항상 마당 한쪽에 (32
) 모래 위에다 오줌을 눕니다. 그런데 그 (33
) 밤, 평소처럼
내 곁에서 자던 야롱이가, (34
) 아침에 보니 이불에다 오줌을 누어 놓았
던 것입니다.
(35
) 이런 재롱이와 야롱이를 무척 사랑합니다.

부록2>

<

검사 결과에 따른 문항별 정답률 분포표

정답률(%)

초4

초5

중2

91 - 100

2

2

2, 3, 22, 27, 33

81 - 90

1, 22, 24

1, 22, 24

1, 28, 30, 31

71 - 80

3, 30, 31, 33

3, 30

4, 8, 14, 19, 24, 27

61 - 70

8, 14, 19

12, 19, 21, 33

5, 6, 9, 15, 16

51 - 60

4, 12, 16, 18, 21, 27, 4, 6, 8, 14, 15, 15,
21, 23, 25
28, 32
16, 18, 27, 31

41 - 50

9, 15

5, 11, 23, 28, 32

18, 26, 32

31 - 40

5, 6, 11, 20, 23, 25

9, 25, 26

11, 15, 20, 34

21 - 30

17

17, 20

11 - 20

7, 26, 29, 35

13

13, 17

0 - 10

10, 13, 34

7, 10, 29, 34, 35

7, 1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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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Validity of the Cloze Test
Park, Jung-ji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cloze test to the Korean
language classrooms and explored a couple of information necessary for performing it
adequately in the proces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rom the study.
First, the cloze test is a useful measurement tool to measure Korean language ability
comprehensively.
Second, there is a higher correla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cloze test scores and
Korean language test scores of middle schoolers than that of elementary students.
Third, while taking the test students is engaged in the meaning-making process.
Fourth, the difficulty of the cloze test depends on amount of information and
difficulty of vocabulary.
Fifth, a correla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close test scores and Korean language
test scores is higher than one between the cloze test scores and the average scores of
the total subject areas. It indicated that the cloze text is able to be a creative
assessment tool for a language area.
In sum,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put up scaffolding to apply the cloze
test as an assessment tool for language usage skills in elementary classrooms.
Key words: cloze test, Korean language test, meaning-making process, language
usage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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