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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적합한 중재반응모델 구성체제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
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학습장애 전공 대학교수와 박사학위자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과 특
수학급교사로 구성된 현장교사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문헌 분석 및 설문 결과를 바탕으
로 학교기반 중재반응모델의 구성체제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연구기반교수를 투입한
일반교수, 보충교수, 집중교수의 3단계의 체제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성요건과 관
련하여 각 단계에 투입되는 연구기반교수는 지속적인 탐색이 요구되며, 측정도구로서 교육과정
중심측정을 활용한다. 학습부진학생 선별 및 비반응의 준거를 지정함에 있어 수행수준과 진전
도 모두를 고려한 이중불일치를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일반교수 후 하위 16백분위 이하인 아동
을 학습부진학생으로 선별하고, 계속된 2, 3단계 중재동안 함께 중재받은 아동에 비해 -1SD이하
로 수행하는 아동을 비반응자로 선별한다. 이러한 3단계 중재 이후 최종적으로 확인된 비반응
아동에 한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학습장애 진단․판별을 위한 절차에 의뢰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체제를 적용한 중재반응모델을 기대하며, 향후 이를 적용한 실험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주요어 : 학교기반, 중재반응모델, 학습장애 진단판별, 학습부진, 조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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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를 가진 아동의 교육은 장애의 정확한 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무리 잘 준비된 교
육계획이 마련되었다손 치더라도 그들이 가진 장애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 계획은 적어도
그 개인에게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으며, 그와 반대로 장애를 가진 것으로 잘못 진단되어
특수교육에 배치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특수교육의 자원을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특수교육
의 성공 여부가 이렇게 정확한 진단과 판별이 전제된다고 볼 때 체계적이고 엄밀한 진단․
판별 체제를 갖추는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비교적
장애의 정도의 경한 학습장애 분야에서는 이러한 진단․판별상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
였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지능-성취간 불일치 모델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학습장애를 지능-성취 불일치 준거를 사용하여 판별하는 이유는 학습장애 학
생이 예상하지 못한(unexpected) 학습실패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으로 판별된 학습장애 학생 수는 미국의 경우 1975년 전장애아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학령
기 인구의 약 5%, 장애 학생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였다(IDEA, 2000). 이러한
학습장애 출현율의 증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Fuchs et al.,
2005).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끊임없이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현율의 증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 학습장애는 개인 간의 이질성이 크
고, 많은 학생이 잘못 판별(거짓 긍정)되거나 판별되어야 할 학생이 배제(거짓 부정)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Vaughn et al., 2003; Vellutino et al.,
2000). 따라서 불일치를 이용한 학습장애 판별은 대안적인 판별 방법을 유도하게 되었다.
특히 학습장애의 정의 문제와 판별 방법에 관한 오랫동안의 관심은 최근 미국의 학습장애
관련 법률 입안자들의 지능-성취 불일치 모델의 축소 노력과 결합되어 대안적인 판별방법
에 관한 진지한 공적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에서도 증명되고 있다(Fuchs, et al., 2005).
중재반응모델은 지난 2004년 12월 미국 장애인교육법(IDEA 2004)이 개정되면서 불일치
준거를 대신할 학습장애 진단․판별 모델로 등장하였다. 중재반응모델이란 교수환경에 의
해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적 중재에 대하여, 아동의 반응을 연속적인 과정으로 평가하여 학
습장애를 진단하는 모델이다(Vaughn & Fuchs, 2003). 즉 중재반응모델은 해당 학습에 있어
학업적 곤란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학습장애 위험 아동을 포함하여)을 대상으로 연구기반된
(research-based) 효과적인 교수를 다단계에 걸쳐 제공하고, 그러한 중재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는 아동을 학습장애로 판별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중재반응모델의 도입은 학습장애
진단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왔던 불일치 준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 학습장애 학생의 학습 어려움에 대한 이해의 패러다임이 개인 내적 요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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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Fuchs et al., 2004). 즉 이
것은 기존의 불일치 모형이 개인의 내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데 비해 교육적 중재를 중심
으로 하는 진단체계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학습장애 진단과 판별 체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서 중재반응모델의 개념을 소개하기 시작하였고(허승준, 2005), 그 이후에 이태수, 최종근
(2005), 김윤옥(2006), 이태수, 홍성두(2007), 이성환(2008), 한국학습장애학회(2008), 안정애
(2009) 등의 연구에서 중재반응모델에 관련한 이론적 탐색과 실험적 검증들이 수행되어 왔
다. 그러나 허승준(2005)과 김윤옥(2006)의 연구에서는 중재반응모델의 개념과 그에 따른 장
단점을 개념적인 관점에서 도입하여 설명하였고, 이태수, 최종근(2005)의 연구와 이태수, 홍
성두(2007)의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중심측정을 활용하여 다양한 범주의 아동들의 연산능력
발달특성을 탐색하였다. 이후 다단계의 중재반응모델 체제를 적용한 이성환(2008)의 연구에
서는 3단계의 중재 절차를 사용하여 수학학습장애 학생을 진단․판별하였고, 안정애(2009)
연구에서는 학교기반 중재반응모델을 바탕으로 읽기학습장애 학생을 진단․판별하려는 시
도를 하였다.
이처럼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중재반응모델과 관련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어
온 결과 현재에 이르러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적합한 중재반응모델의 체제에 대한 탐색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대식(2009)은 우리나라 학습부진 및 학습
장애 문제 해결의 대안 중 하나로서 중재반응모델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도구들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며, 관련한 연구와
실제들이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는 점을 들어 한국형 중재반응모델의 접근 방식을 제안하였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 또한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적합한 중재반응모델의 체제를
논하고자 한다. 그러나 앞선 이대식(2009)의 연구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중재반응모델의 접근 방식을 논의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중재반응모델의 학문적 연구자와 교육 실행가들의 공동사고를 통해 일정 부분 합의를 도출
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미국의 체제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연구자별로 저
마다의 이해와 경험에 근거하여 제각각 서로 다른 체제를 적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에
비해 합의를 통해 정선된 체제를 마련하고 이러한 체제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것은 거듭되
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극적으로 줄여 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장애 분야에서 중재반응모델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수행해 온
전문가들과 중재반응모델이 실제로 적용될 일선 학교현장의 교사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
하여 학교기반 중재반응모델의 구성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장애 전문가와 현장교사들은 학교기반 중재반응모델의 단의 배치와 각 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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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둘째, 학습장애 전문가와 현장교사들은 학교기반 중재반응모델의 구성요소(연구기반교수,
측정도구, 준거)들을 어떻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학습장애 진단․판별을 위한 한국형 중재반응모델의 체제를 개발하기 위해 수
행되었으며, 그에 따른 방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 적합한 중재반응모델의 체제를 개발함에 있어 학문적 전문가들과
교육 실행가들의 의견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장애 분야에서 학문
적 연구를 수행해 온 대학교수와 학습장애를 전공한 박사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설문을 하
였으며, 이와 더불어 실제 교육현장에서 특수학급을 담임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현장교사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전문가 설문의 경우 현재 전국에 소재한 대학에서 학습장애를 전공하고 있는 교수
들 중 전국적 분포를 고려하여 20명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14명이 회신하였다. 또한 대학원에서 학습장애를 전공한 박사들 중
전화를 통한 면담을 통해 6명을 선정하고 설문지를 배부 후 회신함으로써 전문가 설문의
대상은 총 20명이 되었다.
다음으로 현장교사 설문의 경우 우선 대구 소재의 D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현직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들 중 학습장애 관련 강좌에서 중재반응모델에 대하
여 수강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선별한 후 유선전화를 통해 설문 참가에 대한 동의를 구
하였다. 설문 인원은 전문가 집단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20명을 선정하고, 전자우편을 통해

<표 1> 연구 대상
집단 구분
전문가 집단
현장교사 집단

구성

소계

대학교수

14

박사학위자

6

현장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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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상과 같은 절차에 의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대상은 <표 1>과 같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적합한 중재반응모델의 개발을 위한 설문지가 사용
되었다. 이러한 전문가 집단과 현장교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제작하였다.
첫째, 국외에서 수행된 중재반응모델을 적용한 실험연구들을 분석하였다. 각 실험연구들
이 채택한 중재반응모델의 체계와 방법적 절차, 연구도구로 사용된 중재프로그램과 측정도
구 등을 분석함으로써 중점적으로 논의될 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자들은 읽기 영역에 대하여 중재반응모델을 적용한 11개의 논문(Al
Otaiba & Fuchs, 2006; Burns & Senesac, 2005; Case et al., 2003; Denton et al., 2006; Linan

<표 2> 설문 문항
번호

영역

1

세부 문항

응답형식

도입 여부

혼합형

2

도입과

성격 지정

혼합형

3

적용

적용 교과

선다형

4

적용 학년

선다형

5

다단계의 구성 방식

혼합형

6

각 단계의 성격

선다형

7

보편적 심사의 방식

선다형

8

각 단계의 실행 방법(중재자, 회기, 측정도구 등)

서술형

중재충실도의 확보 방안

혼합형

9

체제

10

교과별 핵심 지도영역

중복서술형

11

연구기반교수의 추천

중복서술형

12

학습장애 위험학생의 선별 준거

선다형

13

비반응의 준거

혼합형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서술형

기타 제언

서술형

14
15
계

기타

1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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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pson et al., 2006; Marchand-Martella et al., 2006; Mcmaster et al., 2005; O'Conner et al.,
2005; Vaughn et al., 2003; Vellutino et al., 2006; Wanzek & Vaughn, 2008)과 수학 영역에 대하
여 중재반응모델을 적용한 6개의 논문(Ardoin et al.,

2005; Fuchs et al., 2004; Fuchs et al.,

2005; Fuchs et al., 2006; VanDerHeyden et al., 2005; VanDerHeyden et al., 2006)을 선정한 후,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중재유형 및 읽기 중재 요소, 중재절차, 중재수행자, 반응측정도구,
선별절차 및 선별도구, 중재충실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중재반
응모델의 단의 수와 각 단의 성격, 구성요소로서 연구기반교수, 측정도구, 준거 등으로 범
주화하였다.
셋째, 각 범주별로 총 18개의 하위 설문 문항들을 1차로 개발하였으며, 이후 학습장애 전
공 대학교수 2명에게 의뢰하여 수정․보완함으로써 최종 15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문항구성은 위의 <표 2>와 같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중재반응모델의 도입과 적용
최근 학습장애 분야에서 중재반응모델이 기존의 능력-성취간 불일치 모델이 가지는 문제
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모델로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문가 집단
과 현장교사 집단은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 중재반응모델의 도입과 적용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나타내는지 설문하였다.

<표 3> 중재반응모델의 도입
내 용
중재반응모델의 체제 개발 및 기반구축을 통해 가능한 조기
에 도입되어야 한다.
학습장애 진단․판별 모델로서의 타당성 및 현실성 등의 문
제로 인해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
학습장애 진단․판별 모델로서의 필요성 및 적합성 등의 문
제로 인해 도입에 반대한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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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전문가

현장교사

계

15(75)

12(60)

27(67.5)

5(25)

7(35)

12(30.0)

0(0)

1(5)

1(2.5)

20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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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재반응모델의 도입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설문 결과 전문가 집단과 현장교사 집단 모두에서 67.5%가 중재반응모델의 체제 개발 및
기반구축을 통해 가능한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고, 이러한 입장에 있어
현장교사에 비해 전문가 집단이 15%정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반면 타당성 및 현실성
등의 문제로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30%를 차지하였으며, 그중 한 전문가는 미국
의 경우 중재반응모델을 적용하는 학교의 비율이 10% 내외에 그치고 있는 것은 중재반응
모델이 장점 못지않은 단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중재반응모델의 도입에 대한 신
중한 입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허유성(2010)의 연구에서 일반교사들과 특수교사들이 중재반응모델에
대한 실행의 필요성은 중간 이상의 높은 인식 수준을 나타낸 데 비해 실행 가능성에 대하
여 중간 이하의 낮은 인식 수준을 나타내었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
다. 즉 중재반응모델이 가진 여러 가지 장점들로 인해 도입은 필요하지만 타당성 확보와
체제 및 기반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재반응모델이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도입될 때 어떠한 성격을 가져야 하고 어
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중재반응모델의 성격
내용

빈도(%)
전문가

현장교사

계

학습장애 진단 판별모델로서의 기능만 수행해야 한다.

0(0)

1(5)

1(2.5)

학습부진아 조기중재의 모델로서 기능만 수행해야 한다.

0(0)

0(0)

0(0)

20(100)

19(95)

39(97.5)

20

20

100%

학습부진아 조기 중재 및 학습장애 진단판별모델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계

설문 결과 전체 설문 대상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든 응답자들이 중재반응모델에 대하여
학습부진아 조기 중재 및 학습장애 진단․판별모델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97.5%)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중재반응모델의 적용 학년과 교과에 대하여 우선 미국 내 중재반응모델 관련
실험연구들에서는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김용욱 등(2009)의 연구에서 중재반응모델의 적용 학년은 11개 연구 중 1학년을 포
함한 연구는 10편, 2학년 5편, 3학년 3편, 유치원 4편으로 주로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학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김용욱 등(2008)의 연구에서도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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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반응모델이 적용된 학년이 다양하였지만 6편의 분석논문 중 3개 논문에서 1, 2학년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재반응모델의 적용 시기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전문가
집단 중 95%, 현장교사 집단 중 90%가 1,2학년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중재반응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교과로서 국어교과와 수학교과 모두에서 중재
반응모델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전문가 집단 100%, 현장교사 집단 95%)이 높았
다.
2. 중재반응모델의 체제
일반적으로 중재반응모델은 학습부진아의 조기중재와 학습장애아의 진단․판별에 가장
효과적인 체제로서 다단계 모델이 권장되고 있다(Vaughn, 2003). 이는 교수의 수준과 방법을
달리하면서 중재를 제공한 후 이에 대하여 비반응 할 경우 특별하게 설계된 교수(특수교육
과 같이)를 제공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단계 모델은 3, 4가지 단계의 중재단
계를 가질 수 있지만 그중 3단계 교수 모델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구조이다(Mellard &
Johnson, 2008). 3단계 모델의 표준적인 체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표 5> 3단계 중재반응모델의 표준 체제
교수적 수준

특징
특별히 설계된 교육과정

Ⅲ단계: 집중 교수
(전체 학생의 약 1～5%)

상당한 요구

Ⅲ

장애 가능성
빈번한 모니터링
소집단 교수

Ⅱ단계: 보충 교수
(전체 학생의 약 15～20%)

Ⅱ

기본교육과정 보완
발달상황 모니터링
목표하는 교수적 요구
일반학급

Ⅰ단계 : 일반 교수

Ⅰ

(80～90%)

연구-기반
차별화
보편적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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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 제시된 것은 Mellard와 Johnson(2008)이 Bender와 Shores(2007), Hoover와 Patton
(2008), Fuchs와 Fuchs(2006), Klingner 등(2008), Vaughn(2003) 등이 다루고 있는 다단계 교수의
중재 단계를 요약한 것이다. Mellard와 Johnson(2008)은 이러한 3단계 교수 체계에 대하여 각
각의 단계가 학습자의 핵심적 교수 요구를 반영하는 특정 교수 수준과 관련되어 있으며,
학습자들의 교수에 대한 반응을 토대로 역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
다. 따라서 서로 구별되는 3단계의 교수 수준에 학생의 반응에 따라 연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된다.
이상과 같은 3단계 모델에 있어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마지막 3단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있다. 즉 연구자에 따라 마지막 3단계를 특수교육으로 규정하기도 하
는데 이럴 경우 학습장애의 진단․판별은 2단계 이후 혹은 3단계 도중에 이뤄짐을 의미한
다. 즉 3단계를 특수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3단계 모델을 채택하여
중재반응모델을 구성할 때 학습장애의 진단 및 판별은 어느 단계에서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단계의 구성
내용

빈도(%)
전문가

현장교사

계

2(10)

13(65)

15(37.5)

17(85)

7(35)

24(60.0)

기타

1(5)

0(0)

1(2.5)

계

20

20

100%

1단계 일반교수 → 2단계 보충교수 → 학습장애 진단 판별
→ 3단계 집중교수
1단계 일반교수 → 2단계 보충교수 → 3단계 집중교수
→ 학습장애 진단 판별

본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과 현장교사 집단이 서로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2
단계 이후 학습장애 진단․판별을 실시하고, 3단계의 집중교수는 특수교육의 범주에서 이
뤄지는 체제에 대하여 현장교사가 더욱 선호하였다(전문가 집단 10% 대 현장교사 집단
65%). 그에 비해 3단계의 집중교수까지 제공한 후 학습장애 진단․판별이 이뤄지는 체제에
대하여는 전문가 집단이 더욱 선호하였다(전문가 집단 85% 대 현장교사 집단 35%).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중재반응모델의 기본 가정과 체제(집중도를 달리한
중재의 연속적 배치와 같이)에 충실하고자 한 데 비해, 현장교사 집단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의 적용 수월성을 선호한 결과로 보인다. 즉 현장교사의 입장에서 불 때, 학습장애 진단판
별을 위한 중재의 단계가 많을수록 업무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한 적은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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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단계를 가진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중재반응모델이
가진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보다 수월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예를 들어, 각각의 중
재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1단계: 일반교수 수준
중재반응모델의 최초 1단계 중재는 일반교실에서 모든 학습자들에게 연구기반 교육과정
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교육에서부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수를 제공한 후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원만한 학업성취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이러한 일반교육과 동시에 또래
에 비해 학업성취가 저조한 학습곤란 학생을 식별해내기 위해 “보편적 심사”의 평가가 모
든 학생들에 대해서 시행된다. 보편적 심사는 통상적으로 매년 3차례(학기초, 중간, 학년말)
의 평가를 포함하며, 특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학생들(예, 25%)은 학습부진아로 분류된다.
이상과 같은 표준적인 1단계 일반교수의 실행 방식에 대하여 우리나라 현실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과 현장교사들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첫째, 1단계 일반교수의 성격과 실행방법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1단계 일반교수의 실행 방법
내용

빈도(%)

전문가

현장교사

계

5(25)

12(60)

17(42.5)

15(75)

8(40)

23(57.5)

0(0)

0(0)

0(0)

20

20

100%

정규 교육과정을 연구기반교수로 대체하기 어렵고, 중재 충
실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학습장애 위험학생의 선별만 수
행한다.
정규 교육과정상 해당 교과(예: 읽기, 수학)의 핵심 영역에서
만 연구기반교수를 투입하도록 한다.
정규 교육과정상 해당 교과의 모든 단원에 연구기반교수가
반드시 투입되어야 한다.
계

설문 결과 1단계 일반교수에서는 학습장애 위험학생의 선별만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전
문가 집단은 25%가, 현장교사 집단은 60%가 동의하였고, 핵심영역에 대하여만 연구기반교
수를 투입하면 된다는 응답이 전문가 집단에서는 75%, 현장교사 집단에서는 40%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현장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일반교실에서 연구기반교수를 적용한 교육과
정의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한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이대식(2009)은 한국형 중재-반응 접근법의 조건에 대한 연구에서 1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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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반교실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연구기반 양질의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
시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직된 교육과정과 교과 진도 위주의 차시 운영 상황에서 쉽지 않
은 일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서울의 한 초등학교 사례를 통해 교과별 필수학습요소를 추
출하여 보충, 기본, 심화의 단계로 계열화하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 또한 각 교과의 모든 단원에서 추출된 필수학습요소를
중심으로 학년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매 차시 수업의 교수-학습계획을 연구기반교수를
적용하여 수립해야 하는 광범위한 작업이 요구된다. 이보다는 현행 교육과정에서 규정된
교과진도를 유지하면서 각 교과별 핵심지도 영역(국어-읽기 유창성, 독해 등, 수학-연산)과
관련된 단원에 대하여만 연구기반교수를 투입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이에 대하여는 이후
연구기반교수에 대한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다시 논의될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부진아 선별을 위한 보편적 심사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1년
에 3차례(학기초, 중간, 학년말)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학습부진아로 선별된 아동
에게 일반교수에서부터 효과적인 연구기반교수를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심
사 방식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보편적 심사 방식
내용
해당 교과의 핵심영역에 관한 단원을 이수하는 기간동안 평
가하여 선별한다.
미국의 경우처럼 1년에 2-3회 평가를 실시하여 학습부진아
를 선별한다.
계

빈도(%)
전문가

현장교사

계

7(35)

9(45)

16(40)

13(65)

11(55)

24(60)

20

20

100%

설문 결과 핵심지도영역과 관련된 단원을 이수하는 동안 평가를 실시하여 학습부진아를
선별하는 방식에 전체의 40%가 동의하였으며, 나머지 60%는 1년 동안 2-3회에 걸쳐 평가
를 실시하는 방식에 동의하였다.
비록 본 설문의 결과는 미국의 경우처럼 1년에 2-3회 평가하는 방식에 좀 더 많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었지만 보편적 심사방식에 대한 결정은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1년에 2-3회 학생의 학업성취수준을 평가한 후 지정된 기
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학습부진아로 선별하는 보편적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연
구기반교수를 일반교실에서부터 투입함으로써 그들의 성장을 점검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
러나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학습부진아 선별 및 지도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학년별 학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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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아의 선별을 위해 학년 초기(3월)에 이전 학년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
하는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학습부진아에 대하여 1년 동안(기준 이상을 성취
할 경우 중간에 구제되기도 한다)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재반응모델의
보편적 심사를 위한 별도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교마다 1년에 2-3회씩 치르게 할 경우 평
가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평가업무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데 어려운 상황
에서 핵심지도영역과 관련된 단원에서만 연구기반교수를 투입한 1단계 일반교수를 실행하
는 방식이 적절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재반응모델이 적용될 핵심지도 영역과 단원
(국어-읽기 또는 독해, 수학-연산)을 지정하고, 이 단원에 대하여 연구기반교수를 투입하는 1
단계 일반교수를 설정한다면, 이 기간 동안 개별아동의 수행을 점검함으로써 보충교육이
필요한 학습장애 위험학생을 선별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2) 2단계 : 보충교수 수준
일반적으로 2단계 보충교수는 1단계 일반교수에서 적절한 향상을 보이지 않는 학습부진
아들을 학습장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들이 나타낸 학습곤란을 개선하기 위
해 추가적인 보충교수가 제공된다. 보충교수의 교수 수준은 다음의 2가지 주요 구성요소들
을 포함한다. (1) 목표하는 보완 지원활동, (2) 좀 더 빈번한 발달상황 모니터링. 이러한 교
수 수준은 좀 더 집중적인 실시 계획(예,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3일)에 의해 보다 세부적
으로 목표하는 영역(예, 음소 인식, 읽기 능력)을 포함한다. 2단계 보충교수는 특별학급을
구성한 pull-out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일반교수와는 달리 소집단교수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를 담당하는 교사는 일반 담임교사, 특수교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수 인력들
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다.
이상의 일반적인 2단계 보충교수의 형식에 대하여 서술형의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문가
집단과 현장교사 집단이 나타낸 응답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단계 일반교수 후 학
습장애 위험학생으로 선별된 아동에게 일반교실이 아닌 특별교실에서 방과 후 시간을 활용
하여 특별지도를 제공하되, 일반교사 중 지정된 교사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추천되었다(설문대상 전체의 87.5%). 둘째, 중재방법에 대하여 중재기간은 10회기 내외
로 하고, 주당 2-3회, 회기당 30-40분의 수업을 추천하였다(72.5%). 본 설문은 2단계 보충교
수의 실행 방식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제공된 것이므로, 발달상황 모니터링 방
식과 같은 세부적인 방식에 대한 설문은 포함하지 않았다.
3) 3단계 : 집중교수 수준
3단계 중재가 필요한 학생들은 1, 2단계의 연속적인 중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발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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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지 않은 상당한 학업적 요구를 가진 이들이다. 3단계 교수는 학습자들에게 매우
빈번한 발달상황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매우 강도 높은 집중교수(개별적으로, 짝과 함께, 또
는 소그룹 상황 내에서 실시됨)를 제공한다. 또한 3단계 중재는 관련된 발달상황 모니터링
이나 진단평가 뿐만 아니라, 스크립트가 제공되는 수업, 직접교수, 분석적 교수 또는 인지
전략 사용과 같은 특수화된 교육과정과 매우 개별화된 증거-기반 방법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3단계 집중교수의 표준 절차와 내용에 전문가 집단과 현장교사 집단이 나타
낸 응답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단계 일반교수 후 학습장애 위험학생으로 선별된
아동에게 2단계 보충교수와 같이 일반교실이 아닌 특별교실에서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특별지도를 제공하되, 특수교사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천되었다(95%).
둘째, 중재방법에 대하여 중재기간은 1개월 내외로 하고, 주 3-4회, 회기당 30-40분의 수업
을 추천하였다(80%).
앞선 2단계 보충교수와 3단계 집중교수의 형식과 관련한 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할
때 가장 유념할 사항은 우선 2단계 보충교수와 3단계 집중교수는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즉 2단계에 비해 개별화되고, 집중적인 교수 방법과 강도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2
단계에 적합한 연구기반교수와 교수형태, 그보다 교수강도가 높은 3단계에 적합한 연구기
반교수와 교수형태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은 2, 3단계 대상학생이 방
과후 특별지도를 받는 것에 대하여 학부모 동의를 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
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학습부진으로 인해 방과후 학교에 남아 추가적인 보충지도를 받는
것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는다. 비록 이러한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홍보로 이해를 넓혀나가야 하겠지만 중재기간을 최소화(단계별 1개월 내외로 조정)할 필요
가 있고, 각 해당아동의 방과후 활동(학원 수강)에 최대한 지장이 없는 시간대로 중재시간
을 편성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4) 중재충실도
중재반응모델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중재 충실도 확보의 문제이다. 그것은 효과가 입증
된 연구기반교수를 채택하고 아무리 잘 짜여진 교수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중재의 과정이 신
뢰롭고 충실하지 못했다면 그 결과로 내려지는 의사결정 역시 신뢰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들은 단위학교의 사
정과 개별 학생들의 특성, 학부모의 간섭 등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각 단을 담당하는 중재자로서 일반교사나 특수교사들이 검증된 중재
의 실천에서 충실하게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점에서 검증된 중재의 제공과 충
실한 수행을 점검할 수 있는 절차와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중재 충실도 확보를 위한 방식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과 현장교사 집단은 다음과 같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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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였다.

<표 9> 중재충실도의 점검 방식
내용
지정된 모니터링 요원이 각 중재 단계에서 매회기 혹은 부
분적으로 점검하는 방식
훈련된(자격이 부여된) 중재자를 지정하고, 수행을 위임하는
방법

빈도(%)
전문가

현장교사

계

9(45)

8(40)

17(42.5)

11(55)

12(60)

23(57.5)

20

20

100%

계

설문 결과 전문가 집단과 현장교사 집단 모두 ‘훈련된 중재자를 지정하고, 수행을 위임하
는 방식’에 보다 많은 응답비율(42.4%와 57.5%)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지정된 모니터링 요원이 실제 적용현장을 점검하는 방식보다는 중
재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훈련을 제공하고, 그 수행에 대하여 위임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
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중재를 수행하는 교사들에 대하여 중재 수행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숙달되도록 충분한 훈련과 연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중재자에게 각
단계의 중재를 수행함에 있어 지정된 절차와 방법을 온전하고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위임하
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기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동료교사들과의 협력교수 등을 활용
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 중재반응모델의 구성 요소
중재반응모델의 구성요소로서 연구기반교수, 측정도구, 준거 등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
는가에 대하여 설문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1) 연구기반교수
중재반응모델의 핵심적 구성 요소 중의 하나는 많은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교수
적 접근, 즉 연구기반된 교수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은 중재반응모델을 통해 특수한 교육
적 요구를 가진 학생들의 타당한 판별과 학습장애의 위험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의 첫걸음으로서 매우 중요하다(Bradley et al., 2002; Donovan & Cross, 2002). 왜냐하면
우리가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결정에 앞서 그 이전에 적절한 교수가 제
공되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을 때, 이를 바탕으로 한 부적절한 반응을 측정해 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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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 자료에 대해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중재반응모델에서 추천할만한 연구기반교수에 대하여 전문가 집
단과 현장교사 집단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핵심적으로 중재되어야 할 영역에 대하여 중복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핵심지도 영역
내용

응답

읽기 영역

음운인식(28), 읽기 유창성(22), 단어재인(20), 독해(20), 어휘력(18)

수학 영역

연산(36), 수(18), 문제해결(17), 도형 및 측정(9), 확률과 통계(3)

기타 영역

철자(5), 작문(3), 필기(1)

(빈도)

설문 결과 읽기 영역에서는 음운인식, 읽기 유창성, 단어재인, 독해, 어휘력 등의 순으로
응답비율이 대체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읽기 영역에서는 하위 영역별
로 다양한 지도가 이뤄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수학에 있어서는 연산
영역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90%가 추천하였고, 수 영역, 문제해결 등도 추가적으로 추
천하고 있었다. 이를 볼 때 수학에서는 연산 영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읽기와 수학을 중심으로 각 교과별로 중재반응모델에서 채택하기에 적합한 연구기
반교수에 대하여 중복 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 연구기반교수
내용

(빈도)

응답
음운인식훈련(18), 읽기 유창성훈련(14), SQ3R독해전략(10), 소리내어 말하기전략(9),

읽기

그래픽조직자(8), 요약하기 전략(8), 질문만들기 전략(7), 상보적 읽기 교수(6), Fernald
읽기교수법(5), Gillingham 읽기교수법(3), 반복읽기전략(3), 의미구조에 따른 표상기
법(2), 이야기문법 자기평가 교수전략(2),

수학
일반 전략

표상학습전략(18), 스키마기반교수(6), 컴퓨터보조학습(4), 표상 문장제 해결 전략(4)
직접교수(20), 또래교수(18), 전략교수(15), 협동학습전략(14), 자기교수전략(10)

본 설문 문항에서 읽기와 수학 영역에 적합한 연구기반교수를 추천받았는데 설문결과 일
반적인 교수전략과 읽기 및 수학에 특화된 교수전략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
반적인 교수전략으로 직접교수, 또래교수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 영역별 교수전략으로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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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경우 음운인식 훈련, 읽기 유창성 향상을 위한 전략, SQ3R독해전략, 소리내어 말하기
전략 등의 순으로 추천하였다. 또한 수학의 경우 표상학습전략(EIS 또는 CRA학습전략), 스
키마기반교수, 컴퓨터 보조학습, 표상 문장제 해결 전략의 순이었다.
이러한 연구기반교수의 선택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효과가 입증된 교
수를 탐색하는 연구가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즉 연구기반교수를 지정하는데 있어 선결되어
야 할 것은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관련 연구들을 탐색하고, 그에 따라 학습곤란 아동에게
효과가 입증된 교수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애화(2006a)는 미국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학습곤란 아동에게 효과적인 중재 전략들에 대한 문헌 분석 연구
들(Forness et al., 1997; Lessen et al., 1989; Swanson et al., 1996; Swanson et al., 1998)이 지속적
으로 실시되어 왔지만, 그에 비해 국내에서의 이론적 탐색과 실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고 지적하였다.
또한 본 설문에 참가한 한 전문가가 등재후보지 이상의 각 학술지에서 발표하는 교수-학
습방법 중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검증된 방법을 탐색해야 한다고 한 것은 매우 정확한 지
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재반응모델에 효과적인 연구기반교수를 가져오
기 위해서는 학습부진 혹은 학습장애를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의 결과를 메타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효과가 큰 교수방법을 탐색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측정도구
중재반응모델은 향후 수학 학업성취에서 현저한 저성취를 나타내거나 학습장애의 위험이
있는 아동을 엄밀히 선별하고 조기에 중재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예측도
를 가진 조기선별검사가 필요한데, 읽기 영역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제한된 시간 동안
실시되는 평가가 시간 제한이 없는 평가와 비교하였을 때 학생의 읽기 능력을 더욱 정확하
게 예측한다고 하였다(Adams, 1990; Schatschneider et al. 2004, 김애화, 2006b에서 재인용). 또
한 중재반응모델은 수행수준과 진전도 모두를 고려하는 이중불일치 준거를 채택하고 있다
는 점에서 수행수준 뿐만 아니라 진전도를 산출할 수 있는 간단하고 반복측정이 가능한 검
사도구가 요구되고 있다.
중재반응모델에 의한 아동의 중재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데 있어 Fuchs(1995)는 다단계
의 사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측정도구로서 교육과정중심측정을 제안하였다.
교육과정중심측정이란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과정 내용을 준거로 하여 아동들
의 수행능력을 측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교육과정중
심평가의 한 유형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중재반응모델의 앞선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
어 왔다. 특히 Shinn 등(1986)은 교육과정중심측정의 주요한 장점으로 학습장애 판별의 목적
을 가진 중재반응모델에서 학습장애, 학습부진아, 정상아동과 같이 서로 다른 집단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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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매우 신뢰롭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육과정중심측정의 중재반응모델에서의 사용에 대한 본 설문 결과 설문대상 중 전문가
집단은 100%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교사 집단은 9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
남으로써 중재반응모델에서 교육과정중심측정의 사용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김동일(2000)에 의해 읽기, 수학, 쓰기표현 영역의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BASA)가 이미 개발되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준거의 지정
중재반응모델은 학업 곤란을 가진 아동을 조기에 선별하여 그들이 가진 학업적 곤란을
조기중재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또한 그들 중 진정 학습장애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학습장
애로 잘못 판별되는 거짓 긍정의 경우와, 진정 학습장애를 가졌음에도 학습장애가 아닌 것
으로 잘못 판별되는 거짓 부정의 경우를 최소화하려는 학습장애 예방 및 판별의 목적을 가
진다. 이를 위해 중재반응모델은 학업 곤란을 경험하는 아동(학습장애 위험 아동)을 선별한
후 그들을 대상으로 연구기반된 효과적인 교수를 제공해야 하며, 그들이 현재 받고 있는
교수의 내용 즉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측정(CBM)에 의해 그들이 적절한 학업적 진보를 생
산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교육과정중심측정을 통해 측정된 교수에 대한 적절
한 진보를 다른 말로 ‘중재에 대한 반응(response to intervention)’으로 설명하며, 또한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아동을 ‘중재에 대한 비반응자(nonresponsor)’로 일컫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적인 일반교육에도 불구하
고 학업적 곤란을 경험하는 아동을 어떤 준거로서 선별할 것인가. 둘째, 2, 3단계의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수를 받았음에도 적절한 혹은 적절하지 않은 학업적 향상을 어떤
기준으로써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비반응의 준거가 결정되어야만 한다.
중재반응모델에서 학습장애 위험학생의 선별 준거로서 하위 16백분위, 하위 25백분위, 하
위 35백분위 중 어느 것이 적절한가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전문가 집단과 현장교사들은 다
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표 12> 학습장애 위험학생의 선별 준거

빈도(%)

내용

전문가

현장교사

계

하위 16백분위(보충교수 대상자 약 19-20명 산출됨)

8(40)

19(95)

27(67.5)

하위 25백분위(보충교수 대상자가 약 30명 산출됨)

11(55)

1(5)

12(30)

하위 35백분위(보충교수 대상자가 약 42명 산출됨)

1(5)

0(0)

1(2.5)

계

20

20

100%

- 111 -

학습장애연구, 제7권 제1호

학습장애 위험학생의 선별 준거로서 하위 16백분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40%, 현장교
사들은 95%가 추천하였다. 다음으로 하위 25백분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55%, 현장교사
집단은 5%가 추천하였고, 하위 35백분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 중 1명이 추천하였다.
선별 준거를 높일수록 보충교수의 대상은 당연히 확대된다. 선별 준거를 지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학습곤란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장차 학습장애로 판별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 누락되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방과후 소집단교수를 실시하기에 적정한 인원수를
산출해야 한다. 실제로 하위 16백분위의 준거를 적용하면 일반적인 학교 규모(1개 학년에
4-5개 학급으로 편성)를 가정할 때 2단계 보충교수의 대상은 평균 20명 내외를 산출하게 된
다. 현장교사들은 특히 20명 내외를 산출하는 하위 16백분위를 학교 현장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한 준거로서 지정하고 있다.
2, 3단계의 중재에 대한 비반응을 이중불일치에 의해 평가할 때 어떠한 준거가 적절한가
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 학습장애 위험학생의 선별 준거
내용
1단계 이후 학습부진아 선별시 적용된 절취점(cut-off) 이하

빈도(%)

전문가

현장교사

계

16(80)

15(75)

31(77.5)

3(15)

5(25)

8(20.0)

1(5)

0(0)

1(2.5)

20

20

100%

보충교수 혹은 집중교수를 함께 받은 아동들의 평균 점수
이하
보충교수 혹은 집중교수를 함께 받은 아동들의 점수 분포
에서 -1SD 이하
계

<표 14> 비반응의 준거(진전도)
내용
1단계 이후 학습부진아 선별시 적용된 기울기값 이하
보충교수 혹은 집중교수를 함께 받은 아동들의 평균 기울
기 이하
보충교수 혹은 집중교수를 함께 받은 아동들의 기울기값
분포에서 -1SD 이하
보충교수 혹은 집중교수동안 기울기 값이 0 이하일 때(진전
이 없을 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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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전문가

현장교사

계

3(15)

8(40)

11(27.5)

2(10)

8(40)

10(25.0)

14(70)

4(20)

18(45.0)

1(5)

0(0)

1(2.5)

20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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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의 보충교수와 3단계의 집중교수에서 중재에 대한 비반응으로서 수행수준에 대한
준거는 1단계 이후 학습장애 위험학생으로 선별될 당시 적용된 절취점 이하(77.5%), 진전도
에 대한 준거는 2단계와 3단계의 중재를 함께 받은 학생들의 기울기값 분포에서 -1SD 이하
로 수행하는 경우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4) 기타
중재반응모델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도적․행정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선 중재를 수행할 교사 및 전문가들이 중재반응모델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연수제체를 갖추고, 중재 진행을 지원할 기관이 선정되어야 하며, 그것을 현
장에 적용하여 경험을 축적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단위 학교에 한정할 것이 아
니라 지역교육청 내 인근 지역을 블럭화한 RTI 수행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즉 각급 학
교가 속한 인근 지역 학교와 연계하여 부진아지도 교사 및 전문가 순회 활동을 전개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할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재반응모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속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중재반응모델에 사용될 연구기반교수 중재프로그램
의 개발과 보급, 교사 연수, 단위학교에서의 중재충실도의 점검, 단위학교에서 산출된 자료
에 기반하여 학습장애를 진단․판별하는 절차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중재반응모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 적합한 한국
형 중재반응모델이 구축되기까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는 점을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연구기반교수의 탐색, 검사도구의 개발, 선정 및 진
단 기준의 타당성 검증 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Ⅳ. 결 론
중재반응모델 관련 문헌 분석 및 전문가와 현장교사의 설문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우
리나라의 교육현장에 적합한 중재반응모델의 체제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중재반응모델 체제는 우리나라의 학교현장에서 부분적으로 이뤄
지고 있는 학습부진아 지도체제를 최대한 유지․활용하기 때문에 학교기반 중재반응모델이
라 명명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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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학교기반 중재반응모델의 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일반교수)

(보충교수)

(집중교수)

배치상황

일반교실

특별교실

특별교실

중재자

일반교사

일반교사

특수교사

중재회기

해당 단원의 차시

8-10회기

12-15회기

중재시간

40분

30-40분

30-40분

교수형태

전체학급교수

연구기반교수

구분

1대 5-6명의

1대1의

소집단교수

개별교수

해당 단원 적용

적용

적용

측정도구

교육과정중심측정

교육과정중심측정

교육과정중심측정

선별 준거

하위 16백분위

수행수준: 1단계 절취점 이하
진전도: 함께 중재받은 또래의 -1SD 이하

첫째, 중재반응모델의 체제는 다단계 모델로서 3단계 모델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
용교과는 국어와 수학과를 중심으로 하고, 적용 학년은 1, 2학년을 주대상으로 하고, 3,4학
년에도 확대할 수 있다. 학교단위에서는 국어와 수학과에 있어 핵심적으로 지도할 영역과
단원을 지정한 후 1단계 일반교수, 2단계 보충교수, 3단계 집중교수의 연속적인 배치와 중
재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중재반응모델의 실행방법과 절차로서 각 단계별 중재에 연구기반교수는 필수적으
로 투입하도록 하되, 일반교수의 경우 각 교과별 핵심지도 영역에 관련된 단원에 대하여만
연구기반교수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 각 단계별 지도교사는 1단계 일반교수와 2단계 보충
교수는 학급별 담임교사와 그중 지정된 일반교사를 배치하고, 3단계 집중교수는 특수교사
가 담당한다. 또한 중재반응모델은 한 학기 단위로 이뤄져야 하기에 전체 중재기간을 3개
월 내외로 진행하고, 매 학기말 최종적으로 선별된 비반응자에 대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학습장애 진단판별 절차에 의뢰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도록 한다.
셋째, 학교기반 중재반응모델에 적절한 연구기반교수의 탐색과 채택이 이뤄져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학습곤란 아동(학습부진 및 학습장애)을 대상으로 수행된
실험연구들의 결과를 메타분석을 통해 효과가 큰 교수방법을 탐색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기반교수가 채택된 이후라면 그에 대하여 전국 단
위 혹은 적어도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이를 적용한 단계별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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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교육과정중심측정을 활용하여 중재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이에 기존에 개발된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BASA)’의 활용과 그외 다양한 교육
과정중심측정을 개발하고, 전국단위 혹은 지역단위로 학년별 수행수준 및 진전도의 규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중불일치 준거에 의해 중재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평가하되, 학습부진아 선별
및 비반응자 지정을 위한 준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 사항별로 1단계 일반교수 후 학
습부진아 선별 준거는 하위 16백분위가 적절하다. 한편 2, 3단계의 비반응의 준거 중 수행
수준에 대하여 앞선 1단계의 학습부진아 선별 준거를 그대로 적용하고, 진전도에 대하여는
함께 중재받은 또래의 진전도 분포에서 -1SD 이하로 지정하도록 한다.
여섯째, 단위학교에서의 효율적인 중재반응모델의 수행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지역교육청별로 설립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단위학교들을 블록화하여 중재반응모델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즉 공
통의 중재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그에 따른 개별학생의 수행 자료를 취합하여 교육적
결정들이 내려져야 한다. 그밖에 현장교사에 대한 훈련과 연수를 제공해야 하며, 각 단위학
교에서의 수행을 지원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된 학교기반 중재반응모델은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 가장 적합한 체제로서
학문적 전문가(교수 및 박사학위자)와 현장 실행가(교사)들의 공동사고의 형식을 빌어 도출
된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다만 우리나라의 학교현장에서 실행하기에 적절한 하나의 모범
적인 예시의 하나이며, 이러한 체제가 과연 학습부진의 조기중재와 학습장애의 체계적 진
단․판별에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하여는 실험적 검증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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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al system of the school-based
Response-to-Intervention Model - focused on survey of experts
in learning disabilities and in-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Kim Yong Wook* Woo, Jeong Han** Lee, Seong Hwan*** Ahn Jung Ae**** Kang Seong Jong*****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a structural system of the response to intervention
model which is adequate for educational conditions in Korea. For this, this study performed the survey for
the expert group consisting of 20 people who are mainly university professors and doctors whose major is in
learning disabilities as well as 20 field teachers who teach in special education elementary school. Based on
the analysis of literatures and the result of survey, the structural system of the school-based Responsiveness
-to-Intervention Model was developed as follows: First, the structure consisting of three-tiers – general
instruction, supplementary instruction and concentrated instruction – using the research-based instruction was
found to be adequate. Second, the research-based instruction used for each step, with respect to the
components, requires constant search and is using the curriculum-based measurement as its measuring tool. It
applies dual discrepancy which has considered both the level of performance and the degree of progress in
designating a standard of selection and non-responsiveness of the student with learning difficulty. In detail,
this study has classified the children of less than the bottom 16% as the children with learning difficulty,
and then classified the children with less than –1SD, compared to other children under the 2 intervention
step and the 3 intervention step, as the children with nonresponsor. Only the children who have been finally
classified as the children with nonresponsors after such the 3 step interventions would be referred to the
procedure for diagnosing and identifying the learning disabilities. This study is expecting that a
response-to-intervention model consisting of this structural system will be suitable for Korean educational field,
and thus an experimental verification applying it will be required.
Key words : school-based, Response-to-Intervention, learning disabilities diagnosis and identification, underachievement, earl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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