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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기초학력의 재개념화와
평가 틀의 개선 방향*1)
이 경 화(한국교원대학교)
<국문초록>
이 연구는 변화된 읽기 능력 개념, 읽기의 언어 환경을 반영하여 읽기 기초 학력
을 재개념화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읽기 기초학력 진단 평가 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읽기 능력과 읽기 이해 과정을 바탕으로 기초학력의 개념을 탐구
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초3 읽기 기초학력 평가 틀과 외국의 국가 수준 읽기
평가 틀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읽기 기초학력이란 ‘범교과 학습을 위한 기초적인 읽기 능력으로, 독자의 배경 지
식과, 글, 읽기가 발생되는 맥락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한글 해득에서 더 나아가 사실
적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를 토대로 읽기 과정, 읽기 목적, 텍스트 유형의 세
가지로 범주화하여 읽기 기초학력 진단 평가 틀을 구성하였다.
초3 읽기 기초학력 진단 평가는 기존의 교과 학습 평가 등과 차별화하고, 국가수
준 진단 평가로서의 고유의 특성을 가진 평가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주제어: 읽기 진단 평가, 읽기 기초 학력, 읽기 과정, 읽기 목적, 텍스트 유형

Ⅰ. 서론
2002년부터 매년 초등학교 3학년(이하 초3)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국민기초교육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평가이다. 초3 평가는 초등
학교 3학년 학생의 읽기, 쓰기, 수학의 기초학력 수준을 국가 수준에서 공통된 기준
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정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모든 학습자
에게 기초학력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계획, 시행되었다. 이 평가의 취지는 학
생 개개인이 학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기초학력에
* 이 글은 2009년 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학습자교과교육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
용을 수정 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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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되도록 하는 진단적 성격의 평가이다.
초등학교 3학년은 학교 학습과 사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학력이 형성되는
시점이며, 동시에 기초학력의 부재로 인한 학습 결손의 누적이 크게 발생하기 시작하
는 시점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기초학력이 성취되지 않
은 학생들은 학교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며 나아가 성
공적인 사회 생활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게 된다. 따라서 초등학
교 3학년 시기에 기초학력을 진단하여 부진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사
회보장 제도로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최근에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 관한 논의와 함께 초3 기초학력 진단 평
가가 그동안 시․도 교육청에서 행해진 교과 학습 진단 평가에 통합돼 시․도 교육
청이 주관으로 실시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는 교육사회보
장 제도의 마지막 보루에 있는 초3 기초학력 평가와 교과학습 진단 평가 목적의 차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단견이다. 초3 기초학력 평가는 범교과적인 학습의 진단
이라는 점에서 해당 교과 학습을 진단하는 교과 학습 평가와는 평가 목적이 다르다.
또한 초3 기초학력 평가는 반드시 국가 수준에서 진단하고 파악하여 보정 교육정책
을 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국민기초교육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이다.
읽기 기초 학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초3 읽기 기초학력 진단 평가에 대
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국어 학업 성취도 평가나 읽기 성취도 평가의
개념, 평가 틀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읽기 기초학력의 개념을 탐구하고, 다양한 읽기 평가 도구를 고
찰하여 바람직한 읽기 기초학력 진단평가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읽기 기초학력의 재개념화
읽기 기초학력의 개념을 확립하고자 할 때 봉착하는 문제가 바로 읽기 능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읽기 기초학력을 재개념화하기 위해서
는 읽기 능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1. 읽기 능력에 관한 관점
읽기 능력의 개념은 읽기를 바라보는 시각만큼이나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인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읽기를 ‘독자의 배경지식과 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
성해가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읽기를 ‘의미 구성 행위’로서 파악하는 인지 구성주의
적 관점은 텍스트 이해에 관련된 독자의 스키마를 중시하며 독자의 능동적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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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다. 그러나 독자의 스키마를 바탕으로 하는 텍스트 이해의 과정은 읽기 주체
의 인지적 측면만을 고려하고 사회 문화적 맥락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이 있다.
그동안 읽기 교육은 이러한 관점을 중심으로 독자의 개인적인 사고 과정에 관심의
초점을 둠으로써 읽기 행위가 일어나는 상황적․사회문화적 맥락과의 관계를 고려하
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일각의 비판과 함께 언어 행위에 작용하는 다양한
맥락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제기되면서 ‘맥락’을 읽기 교육 내용으로 끌
어안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의 과정은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
연적으로 특정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텍스트 이해 과정으로서의 ‘읽기’ 도 마찬
가지다. 맥락은 독자의 의미 구성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또 한편
으로는 매우 복잡하고 상황 의존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읽기에 관한 사회 인지적․사회 문화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관점에서 언어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됨을 기본 전
제로 하여 의미 구성 행위를 둘러싼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중시한다. 즉, 언어 외적
요인으로서 언어 사용자가 속한 사회적 맥락을 의미 구성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독자는 적극적 의미 구성자로서 구체적이고 맥락적
인 의미 구성 행위를 실천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읽기 능력이란 ‘독자의
배경지식과 글, 읽기가 발생되는 맥락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읽기 이해 과정
읽기 능력은 국어 교과 내에서의 학습은 물론 학교에서의 학습 전반, 나아가 일상
생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읽기 능력은 범교과적 성격을 지니며 이후 학습을 위
한 기초 내지 방편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도구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 때문
에, 초3 읽기 기초학력 평가에서는 국어교과를 넘어서 범교과적 관점이 요구된다.
문식성은 필요한 정보를 얻고 문명인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학
교에서는 교과 학습의 성패가 되고 이러한 문식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
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있다. 이 시기 문자 지도의 목표는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기
본적인 능력인 기초 문식성에 도달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 시기
에 학생들의 기초 문식성 도달 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보정하는 것은 국민기초교육보
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읽기 기초학력은 읽기 능력의 탐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읽기 능력은
독자의 배경지식과 글, 읽기가 발생되는 맥락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과
정으로, 이는 독해 과정을 중심으로 한 정의이다. 이에 비해, 읽기 기초학력의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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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 과정뿐 아니라 읽기의 기초학력의 특성인 해독 과정을 고려해서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해에 관한 과정을 분절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으나 층위
를 구분함으로써 읽기 수준을 명확히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읽기 이해의 층
위를 Barrett와 Smith(1979)는 축어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감상적 이해
로 나누었고, 이재승(1997)은 해석적 이해, 분석 종합적 이해, 비판적 이해로 나누었
다. 박영목 외(1991)는 어휘력, 독해력(소단위 독해 기능, 통합적 독해 기능, 대단위
독해 기능, 독해의 정교화 기능, 대인지 기능)으로 나누었다. Irwin(1991)은 미시 과
정, 통합 과정, 거시 과정, 정교화 과정, 초인지 과정으로 나누었다. Ruddell(2002)은
읽기 사고의 수준을 사실적 사고, 해석적 사고, 적용적 사고, 교류적 사고로 나누었
다. 서혁, 서수현(2007)에서는 읽기 능력의 구인을 텍스트, 텍스트+독자 중심, 독자 중
심의 세 범주로 하고, 그 하위 구인으로 세부 내용 확인, 대의 파악, 텍스트를 기반으
로 하는 비명시적 내용 도출, 텍스트의 특성에 의거한 종합적 평가, 배경지식을 적용
한 텍스트에 대한 반응, 텍스트와 배경 지식을 활용한 창의적 표현’의 여섯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의 논의를 살펴 보건대, 읽기 능력을 크게 사실적 이해(축어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로 정리할 수 있다.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그림 1] 읽기의 층위
그런데 이해의 각 층위는 순차적이고 선조적 과정이 아니며 때로는 동시적이고 회
귀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의 과정이다. 김혜정(2002)는 비판적 읽기라는 전 과정에 함
축적 읽기와 축어적 읽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비판적 읽기가 텍스
트에 대한 사실적 이해, 함축적 이해를 포괄하는 상위인지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 개념의 ‘비판적 읽기’는 기존 읽기 층위인 ‘비판적 이해’
와 개념 혼란의 여지가 있으며 복잡하고 입체적인 읽기 과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
계를 지니고 있다.

축어적 이해

함축적 이해

비판적 이해

[그림 2] 포괄적 개념의 비판적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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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독해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고, 상대적으
로 해독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읽기는 크게 해독과 독해로 나뉘
는데, 해독은 문자와 음소의 관계를 이해하여 문자 언어를 구어와 유사한 표상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말하며, 해독 과정을 거쳐 학습자는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게 된
다. 이에 반해 독해는 텍스트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는 것, 즉 여러 정보 자원들을 연
결하여 통합, 조정하는 복잡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독은 독해를 위한 충
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수 조건이다.
초3 읽기 기초학력에서는 기초 학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독과 독해 두 가지를 모
두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읽기의 기초 학
력을 읽기의 기초 능력과 필수 능력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읽기의 기초 능력을 구
성하는 요소로 한글 해득과 낱말 이해를, 읽기의 필수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로 사실
적 이해와 감상 및 평가를 제시하였다. 읽기 기초 학력의 개념으로 읽기의 기초 학력
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독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런데 감상 및 평가
를 읽기의 기초학력의 구성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점은 문제이다. 감상 및 평가는 읽
기 과정 층위에서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읽기의 기초학력 구성 요소로서
타당성이 떨어진다.
읽기 기초 학력은 말 그대로 풀이하면 ‘기초적인 읽기에 대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읽기 기초학력은 기초문식성의 초기 읽기 수준에 해당되는 능력을 의미한다.
초기 읽기는 ‘기호의 음성화와 의미화’ 즉, 글자와 소리를 연결하여 음가를 확인하고
해독하고, 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즉, 말소리와 글자를 연결하여
음가를 확인하여 해독하고, 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한글 해득과 낱
말 이해, 사실적인 수준의 내용 파악을 포함한다.
또한 읽기 기초 학력의 수준은 해당 교과, 즉 읽기 수업을 하는 데 기초가 될 뿐
만 아니라 다른 교과를 학습하는 데도 꼭 필요하며, 나아가 사회 생활을 하는 데 기
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읽기 기초학력 진단 평가에서
의 기초학력은 국어에만 국한하지 않고 범교과적인 특성을 띤다.
따라서 읽기 기초학력이란 ‘범교과 학습을 위한 기초적인 읽기 능력으로, 독자의
배경 지식과, 글, 읽기가 발생되는 맥락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한글 해득에서 더 나아
가 사실적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Ⅲ. 기초학력 읽기 평가 틀 구성을 위한 준거
읽기 문항 틀이란 평가의 성격과 목표에 따라 평가의 내용 요소를 범주화하여 효
율적인 평가 도구를 구성하고 평가 내용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읽기
평가와 읽기 교육의 실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읽기 평가에서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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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기초학력 읽기 평가 틀을 구성하기 위하여 먼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의 초3
읽기 기초학력 평가 도구와 외국의 읽기 평가 도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읽기 기초학력 평가 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읽기 기초학력 평가는 국가 수준의 평가로, 내용 영역, 글
유형, 문제 상황의 세 가지 범주로 제시하고 있다.
내용 영역은 한글 해득, 낱말이해, 사실적 이해, 감상 및 평가로 구분하고 있다. 문
제 상황은 학습, 생활로 나누고, 글 유형은 설명, 설득, 문학, 도식으로 나누었다. 한
국교육과정평가원(2008)에서 제시한 읽기 기초 학력 평가 틀의 범주와 내용을 제안하
면 그림과 같다.

내용 영역
한글 해득
낱말 이해
사실적 이해
감상 및 평가
학습
생활

글의 유형
설명 설득 문학 도식

영역

문제 상황
[그림 3] 읽기의 기초 학력 진단 평가 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① 내용 영역은 읽기의 기초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인 한글 해득, 낱말 이해과 읽기
의 필수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인 사실적 이해와 감상 및 평가로 이루어진다.
② 문제 상황은 학교 학습과 사회 생활에 관련된 상황 맥락 범주이다. 학습은 교수
학습 활동에서 다루어지는 내용과 관련된 것이며, 생활은 일상 생활에서 이루
어지는 읽기 활동과 관련된 것이다.
③ 글의 유형은 설명, 설득, 문학, 도식으로 구분하였다. 설명은 정보를 알리기 위
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영역이며, 설득은 어떤 일에 대
해 의견을 제시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영역이다. 문학은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도식은 표로 제시된 정보나 그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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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된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영역이다.
이 문항 틀은 종래의 읽기 평가에서 기존에 주로 사용했던 블룸의 이원목적 분류
방식에서 벗어나 3차원의 새로운 읽기 평가 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 문항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읽기의 기초학력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다. 첫째,
블룸의 이원 분류표는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으로 구성되고, 내용 영역에서는 각 교
과의 내용을, 행동 영역에서는 지식, 이해력,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을 평가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의 진단 평가 틀은 읽기의 내용 영역으
로 낱말 이해, 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영역이 블룸의
이원목적 분류에 따르면 행동 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분석 기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문제 상황 범주를 설정하여 학습과 생활로 구분하였는데, 실제 읽기 평가에
서는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 제시된 문제 상황이 읽기 상황에서 실
제로 통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내용 영역의 감상 및 평가의 성취기준(10, 11, 12)1)은 추론적 이해 수준에
해당되는 것인데, 감상 및 평가 영역을 내용 영역에 포함시킨 것은 분류의 오류이다.
실제 초3 읽기 기초학력 성취 기준표에서도 감상 및 평가 성취 기준보다 추론적 성
취 기준이 대부분이다. 이는 감상 및 평가 내용명과 맞지 않고, 평가의 타당도도 문
제될 수 있다.

1) 초3 읽기 기초학력 성취 기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내용 영역
한글해득

낱말 이해

사실적 이해

감상 및 평가

성취 기준
1.
2.
3.
4.
5.
6.
7.
8.
9.

낱말을 정확하게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
문장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글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낱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문맥에 맞게 낱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낱말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대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10.
11.
12.
13.
14.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이나 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
사실과 의견을 구별할 수 있다.
주장이나 근거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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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읽기 기초학력 평가에 적합한 타당한 내용 영역 설정과 비중의 문제가 있다.
읽기 기초학력 평가의 내용 범주는 읽기의 기초 능력 구성 요소인 한글해득, 낱말 이
해와 읽기의 필수 능력 구성 요소인 사실적 이해를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감상
및 평가 수준은 읽기의 기초 학력 평가 내용 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읽기의
기초학력 평가의 내용 영역에 합당한 한글해득, 낱말 이해, 사실적 이해 수준의 성취
기준의 비율이 오히려 낮고, 감상 및 평가 수준의 성취 기준 비율이 높다는 점은 문
제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글의 유형을 설명, 설득, 문학의 글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도식에서 정
보를 파악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네 가지로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도식은 복합
적인 형식이므로 이를 복합매체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외국의 국가 수준의 읽기 평가 틀
외국의 국가수준 읽기 평가는 읽기의 기초학력 진단 평가가 아니라 읽기 평가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평가 틀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
기에서는 세 가지 읽기 평가 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읽기 기초학력 평가 틀 구성
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PISA 읽기 평가 틀
PISA(2006)의 읽기 평가 틀은 읽기 내용, 읽기 과정, 읽기 상황의 세 가지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표 1>

PISA 읽기 평가 틀

읽기 범주

하위 내용

읽기 내용
(텍스트 유형)

∙산문: 서사, 설명, 묘사, 논증, 지시, 문서(기록), 하이퍼텍스트 등
∙비산문: 서식, 그래프, 지도, 차트, 표, 그림, 전단지, 광고, 보증서, 계약서
등

읽기 과정

∙정보 재인하기
∙대의 파악하기
∙추론하기
∙내용 평가하기
∙구조 평가하기

읽기 상황

∙개인적 목적
∙공적 목적
∙직업적 목적
∙교육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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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A의 읽기 평가 틀에서 읽기 과정 범주는 2000년과 2003년에 다소 변화를 보인
다. 다섯 가지의 하위 영역은 동일하나, ‘정보 재인하기’와 ‘대의 파악하기’를 다소 다
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 다섯 가지 과정의 수준 위계는 2000년에는 ‘대의 파악하기’를
가장 낮은 수준의 읽기 능력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정보 재인하기’를 가장 낮은 수
준의 읽기 능력으로 보았다.
2) NAEP 읽기 평가 틀
NAEP(2005)의 읽기 평가 틀은 읽기 상황과 읽기 양상의 두 가지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표 2> NAEP 읽기 평가 틀
읽기 범주

하위 내용
∙문학적 경험을 위한 읽기
∙정보 획득을 위한 읽기
∙과제 수행을 위한 읽기
∙ 대의 파악하기
∙ 추론하기
∙ 독자와 텍스트 관련짓기
∙ 내용과 구조 평가하기

읽기 상황

읽기 양상

읽기 상황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독자가 실제로 무엇을 읽느냐에 따라 다양한
상황 맥락으로 구분된다.
3) NAER 읽기 평가 틀
NAER(2004) 읽기 평가 틀은 읽기 내용/목적, 읽기 과정의 두 가지 범주로 설정하
였다. 읽기 과정은 학년성에 따라 평가의 비중이 달라지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정보 재인하기, 추론하기를 강조하며, 고학년에서는 통합하기와 내용과 구조 평가하
기 내용이 강조된다.
<표 3> NAER 읽기 평가 틀
읽기 범주
읽기
목적

내용/

하위 내용
읽기 내용
읽기 목적

읽기 과정

∙산문: 서사, 시, 서사, 묘사, 설명, 논증 텍스트 등
∙비산문: 서식, 시간표, 그래프, 차트, 도표 등
∙문학적 경험을 위한 읽기
∙정보 획득 및 활용을 위한 읽기
∙정보 재인하기
∙추론하기
∙통합하기
∙내용과 구조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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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외국의 국가수준 읽기 평가에서는 읽기의 사회문화적 관점을 반
영하여 독자의 읽기 과정, 읽기 맥락, 텍스트 유형 등을 읽기 평가 틀로 고려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읽기 평가에서의 실제 맥락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읽기 범주명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범주명의 특성이 파악되지 않은 점이 있
다. 읽기 상황/읽기 목적, 읽기 과정/읽기 양상 등이 범주명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 그
리고 읽기 내용은 텍스트 유형을 평가하는 범주인데, 텍스트 유형을 산문과 비산문으
로 제시하고 있어 일반적인 텍스트 범주와 차이가 있다. 산문에 시 텍스트를 제시하고
있는 점도 일반적인 분류와 적합성이 떨어진다. 또 읽기 평가 도구에 따라 읽기 목적
이 2-4가지로 다양하여 이에 대한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Ⅳ. 기초학력 읽기 진단 평가 틀
읽기 기초학력은 ‘범교과 학습을 위한 기초적인 읽기 능력으로, 독자의 배경 지식
과, 글, 읽기가 발생되는 맥락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한글 해득에서 더 나아가 사실적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이러한 읽기 기초학력의 개념을 토대로 한국교육
정평가원의 진단 평가 틀과 외국의 국가수준 평가 틀을 검토하여 읽기 기초학력 평
가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읽기 기초학력 평가 틀은 읽기 과정(독자), 읽기 목적(맥락), 텍스트 유형(글)의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읽기 과정은 한글 해득, 낱말 이해, 사실적 이해로 구분하고,
읽기 목적은 정보획득 및 활용, 설득 및 비판,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함양으로 나누고,
텍스트 유형은 설명, 설득, 문학, 복합매체로 나누었다. 읽기 기초 학력 평가 틀의 범
주와 내용을 제안하면 그림과 같다.
텍스트 유형

설명

설득

한글 해득
낱말 이해
사실적 이해

문학

복합매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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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읽기 과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요구되는 인지적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
한다. 읽기 과정은 한글 해득, 낱말 이해, 사실적 이해로 이루어진다.
∙ 한글 해득은 글자를 읽는 능력을 말한다. 즉, 책(글)에 제시된 글자를 보고 정
확하게 소리내어 읽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글자를 보고 또박또박 읽
는 능력에서부터 시작해 음운 변동이 있는 글자까지 정확하게 소리내어 읽음
으로써 의미 변별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또한 낱자 단위에서 문장
단위까지 정확하게 소리내어 읽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한글해득은
소리와 기호의 대응을 인식하고, 문자의 형상을 기억하며, 글자의 짜임을 알고
의미를 이해하며,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낱말 이해는 학습자가 학습을 통해 보유하게 된 단어의 양과 학습된 어휘를
이해하고 구사하는 데 관련된 일체의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낱말의
형태와 의미, 용법에 관해 알고 있으며,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
는 능력을 말한다.
∙사실적 이해는 글을 읽고 글 속에 담긴 내용을 파악하고, 줄거리 및 중심 생각
을 파악하여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능력이다. 즉, 글 속에 명시적으로 드러
나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② 읽기 목적은 텍스트가 소통되는 상황에서의 독자가 갖고 있는 목적을 말한다.
이는 언어 사용 목적과 동일하다. 이에는 정보획득의 읽기, 설득 및 비판을
위한 읽기, 사회적 상호작용의 읽기, 정서 함양의 읽기가 포함된다.
∙정보 획득 및 활용의 읽기는 정보 탐색, 선택, 요약, 해석, 활용에 필요한 능
력을 평가한다.
∙설득 및 비판을 위한 읽기는 어떤 문제에 대한 분석, 평가, 해석, 비판하는 활
동을 하면서 관점, 의견, 주장과 근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을 활
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섬세하게 읽고 파악하는 능력, 자신이
속한 사회의 언어 문화의 관습을 익혀 활용하고, 문화의 차이와 개인의 차이
를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정서함양은 문학 작품의 수용하고 창작하는 활동을 하면서 문학 작품을 둘러
싸고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③ 텍스트 유형은 설명, 설득, 문학, 복합 매체로 구분하였다.
∙설명은 정보를 알리기 위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텍스
트 유형이다.
∙설득은 어떤 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텍스트 유형이다.
∙문학은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텍스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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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복합 매체는 표로 제시된 정보나 그림 형태, 다른 텍스트 유형과 도식의 결합
형태, 하이퍼텍스트 등에 제시된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텍스
트 유형이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글에서는 사회문화적 관점의 읽기 능력 개념, 읽기 언어 환경을 반영하여 읽기
기초 학력을 재 개념화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 진단 평가 틀을 마련하는데 목
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읽기 능력과 읽기 이해 과정을 바탕으로 기초학력의 개념을 탐구
하였다. 읽기 기초학력의 개념을 ‘범교과 학습을 위한 기초적인 읽기 능력으로, 독자
의 배경 지식과, 글, 읽기가 발생되는 맥락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한글 해득에서 더 나
아가 사실적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재개념화 하였다.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초3 읽기 기초학력 평가 틀과 외국의 국가 수준 읽
기 평가 틀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국내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초3 읽기 기초학
력 틀은 3차원의 새로운 읽기 평가 틀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분석
기준의 혼란, 문제 상황 설정의 불필요성, 내용 영역에서의 감상 및 평가 성취 기준
의 설정의 타당성 논란, 글의 유형 분류의 오류 등 전반적으로 읽기의 기초학력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나타났다.
외국의 국가수준 읽기 평가에서는 읽기의 사회문화적 관점을 반영하여 읽기 맥락,
읽기 상황, 읽기 목적 등을 읽기 평가 틀로 고려하고 있어 읽기 평가에서의 실제 맥
락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그러나 범주의 하위 내용과 범주명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 점, 텍스트 유형의 오류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읽기 기초학력 평가 틀은 읽기 기초학력의 구성 요소인 읽기 과정, 읽기 목적, 텍
스트 유형의 세 가지로 범주화하여 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 읽기 과정은 한글 해득,
낱말 이해, 사실적 이해로 구분하고, 읽기 목적은 정보획득 및 활용, 설득 및 비판,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함양으로 나누고, 텍스트 유형은 설명, 설득, 문학, 복합매체로
나누었다.
국가는 기초 학력 부진의 예방과 지도를 교육복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수준 초3 읽기 기초학력 진단 평가는 매우 중요한 평가
이다. 읽기 기초학력 평가는 기존의 교과 학습 평가, 학업 성취도 평가, 읽기 평가와
는 차별화되는 읽기 기초학력 평가만의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어 국가 수준의 평가로
자리매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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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ement direction of evaluation frame with
re-conceptualization of reading fundamental
educational background
Lee, Kyeng-Hwa(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y this research, I tried to re-conceptualize the reading foundation educational
background diagnosis evaluation and to propose the improvement program of the
evaluation frame. in detail, I set the concept of reading fundational educational
background, and proposed the standard for the frame formation of reading evaluation
For this purpose, I explored the reading ability concept, the context of the 2008
korean language education curriculum and foreign national level reading evaluation
tools, and
And by the background of the standard that I mentioned before, I proposed the
Improvement scheme for the evaluation of 3rd grade elementary fundamental
education background.
As the evaluation scheme of reading, I designed it by the several parts.
a. The reading process(Hangul apprehensibility, understanding of the words,
comprehension level of the fact),
b. reading purpose(acquisition of the information, criticism, social mutual
function, cultivating emotion)
c. The type of the text(exposion, persuasion, literary, complex graphic medium)
Key Words : reading diagnostic evaluation, reading fundational
educational background, reading process, reading purpose, text 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