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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읽기 및 수학 직접교수 프로그램 연구의 효과:
R을 이용한 메타 분석 및 메타 ANOVA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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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적용된 읽기 및 수학 직접교수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들의 효과
를 R을 이용한 메타분석 및 메타 ANOVA를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국내 직접교수 읽
기 및 수학 프로그램 연구의 평균 효과의 크기는 0.25로 작은 크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연구들 중에서 증거-기반의 실제인 연구들의 평균 효과의 크기가 0.64로
중간 정도 크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라지 DI’ 연구들만을 대상으로 평균
효과의 크기를 계산한 결과, 1.04로 큰 크기의 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
내 읽기 및 수학 직접교수 연구들의 중재 기간에 따른 조절변수효과분석을 위한 메타
ANOVA 결과, 중재 기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의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이 증거-기반의 실제임이 확인되었다. 앞으로 ‘라지 DI’ 읽기 및 수
학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 및 효과를 분석하는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직접교수, 읽기, 수학, 메타분석, 메타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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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미국의 학습장애 분야에서 직접교수(Direct Instruction; DI)는 다수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대
표적인 증거-기반의 실제(evidence based practices)로 평가를 받아 오고 있다(Haager, et al.,
2007). 왜냐하면 증거-기반의 실제를 검증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메타분석을 통해 효과의
크기를 확인하는 것인데(홍성두, 여승수, 2011; 황성동, 2014), ‘라지 DI’ 직접교수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직접교수의 평균 효과의 크기가 0.93이라는 큰 크기의 효과가 보
고되었기 때문이다(Adams & Carnine, 2003).
미국에서 직접교수가 학습부진은 물론 학습장애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면서
국내에서도 직접교수를 적용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김동일 외, 2010; 양민
화 외, 2013; 황문영, 강옥려, 2014). 예를 들어, 정광조(2006)는 직접교수의 원리를 적용한
한글읽기프로그램이 읽기 학습부진학생들의 읽기 유창성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국내 학습장애 연구 분야에서 직접교수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대되어 왔지만
(김동일 외 2010; 정광조, 이대식, 2014; 황문영, 강옥려, 2014), 그에 앞서서 반드시 정리되
어야만 하는 중요한 이슈들이 여전히 산재되어 있다. 그 중 한 가지 이슈는 ‘스몰 di’와 ‘라
지 DI’의 혼용과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스몰 di’ 직접교수는 일반교육에서도 널리 적용되
어 왔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물론 교사들은 직접교수를 ‘스몰 di’로 인식하고 있다(김동일
외, 2010). 하지만, 미국 특수교육분야에서 적용되고 그 효과가 널리 알려진 것은 ‘라지 DI’
이다(Rosenshine, 2008). ‘라지 DI’는 쉽게 ‘스몰 di’를 상품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라지 DI”는 Engelmann 등이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심의 교사들도 쉽게 전문가
수준의 교사가 수업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상품화한
것이다(정광조, 2006).
이처럼 국내에서는 직접교수가 ‘스몰 di’와 ‘라지 DI’로 혼용되어 적용되어 온 것이 사실
이다. 왜냐하면, 국내의 연구자들에 의해 적용된 직접교수는 주로 ‘스몰 di’이며, ‘라지 DI’는
200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소개되고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정광조, 2006).
그러므로 직접교수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여 직접교수가 증거-기반의 실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몰 di’와 ‘라지 DI’에 대한 정의를 통해 ‘스몰 di’와 ‘라지 DI’
를 구분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스몰 di’가 다른 교수법
보다 효과가 낮게 나온 경우가 많으며 특히, 실험집단으로 적용되기 보다는 통제집단으로
적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장병철, 2010).
국내에서 ‘스몰 di’와 ‘라지 DI’에 대한 혼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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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적용된 직접교수 연구들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메타분석 연구가 이루어졌다. 예
를 들어, 정광조, 이대식(2014)은 국내에서 실시된 직접교수 읽기 프로그램 연구들 중에서
집단 비교 연구인 8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후, 직접교수 읽기 프로그램의 평균
효과의 크기는 0.424로 중간 크기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홍성두, 정광조(2015)
는 국내에서 실시된 직접교수 수학 프로그램 연구들 중에서 집단 비교 연구인 5편을 대상
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후, 국내에서 적용된 수학 직접교수 프로그램 연구들에 대한 평균
효과의 크기는 0.490으로 중간 크기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 국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의 평균 효과의 크기가 중간 정도
크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전의 국내․외 직접교수에 대한 메타분석 선행
연구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Adams, Carnine(2003)은 직접교수
로 선정된 17편의 연구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평균 효과의 크기가 0.93으로
큰 크기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윤옥(2007)도 국내에서 적용된 직접교수 11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평균 효과의 크기가 1.0 이상의 큰 크기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직접교수가 증거-기반의 실제로 인정받고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
한 직접교수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직접교수의 효과를 알아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교수 메타분석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제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Adams, Carnine(2003)의 직접교수에 대
한 평균 효과의 크기와 국내의 김윤옥(2007)의 직접교수에 대한 평균 효과 크기가 정광조,
이대식(2014)과 홍성두, 정광조(2015)의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 연구들에 대한 효
과의 크기가 다른 것은 무엇보다 ‘스몰 di’와 ‘라지 DI’에 대한 구분이 없이 직접교수 명칭이
있는 논문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후, 이에 대해 일괄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기 때
문이다. 따라서 정광조, 이대식(2014) 그리고 홍성두, 정광조(2015)의 연구 대상이 된 논문들
을 ‘스몰 di’와 ‘라지 DI’로 구분한 후 이에 따라 새롭게 메타 분석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Adams, Carnine(2003) 그리고 김윤옥(2007)과 같은 선행 연구들에 제시한 직접교수
의 평균 효과의 크기와 정광조, 이대식(2014)과 홍성두, 정광조(2015)의 직접교수에 대한 평
균 효과의 크기가 다른 두 번째 이유는 국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 연구들을 증
거-기반의 실제에 부합하는 연구와 그렇지 않은 연구들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연구들에 대
해 일괄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광조, 이대식(2014) 그리고 홍성
두, 정광조(2015)의 연구 대상이 된 논문들을 증거-기반의 실제와 그렇지 않은 연구들로 구
분하고 이에 따른 메타 분석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외의 직접교수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들이 직접교수에 대한 평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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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를 다르게 보고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 연구들이 평균 효과의 크기의
이질성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광조, 이대식
(2014) 그리고 홍성두, 정광조(2015)의 연구에서는 메타분석 결과로 나온 평균 효과의 크기의
이질성에 대한 분석은 물론 평균 효과 크기의 이질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메타 ANOVA
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광조, 이대식(2014) 그리고 홍성두, 정광조(2015)의 국내 직
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의 결과로 제시된 평균 효과의 크기에
대한 이질성을 분석 및 이질성의 원인을 파악하는 메타 ANOVA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Rosenthal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기되었던 한계점을 극복
하고자 메타분석에서 이질성 분석을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메타 ANOVA를 사용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국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
연구들 전체에 대한 평균 효과의 크기, 증거-기반의 실제에 부한 직접교수법 연구들의 평균
효과의 크기, 라지DI 연구들의 효과의 크기 그리고 이질성의 원인 파악을 위한 중재기간과
같은 조절변수의 효과에 대한 메타 ANOVA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직접교수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증거-기반의 실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그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직접교수를 ‘스몰 di’와 ‘라지
DI’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 학습장애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 직접교수의 실제적인 효과를 알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직접교수가 증거-기반의 실제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
다(황성동, 2014).
이 외에도 직접교수를 적용한 연구들도 연구의 질, 즉, 증거-기반의 실제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그 효과의 크기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직접교수를 적용한 연구들이 증거-기반의 실제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는 직접교
수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연구 방법론적으로 타
당하고 신뢰로운 연구에 의해 도출된 평균 효과의 크기와 그렇지 않은 연구를 통해 도출된
평균 효과의 크기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라지DI’ 직접교수이면서 증거-기반의 실제에 부합한 연구에 의해 효과의 크
기가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평균 효과의 크기의 이질성에 대한 분석도 병행될 필요가 있
다. 즉, 평균 효과 크기의 이질성의 원인을 알기 위한 메타 ANOVA와 같은 보다 정밀한 분
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황성동, 2015).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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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 연구들의 효과는 무엇인가? 둘째, 국내 직접
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 연구들 중에서 연구의 질 또는 증거 기반의 실제에 부합한 연
구들의 효과는 무엇인가? 셋째, 국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 연구들 중에서 라지
DI 연구들의 효과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국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 연구들은
중재기간의 차이와 같은 조절변수에 따라 효과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직접교수 읽기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정광조, 이대식
(2014)의 연구에서 대상이 된 집단 비교 연구 6편과 국내 직접교수 수학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홍성두, 정광조(2015)의 연구에서 대상이 된 집단 비교 연구 5편을 대상
으로 하였다. 이들 논문들의 내용은 <표 1>과 <표 2>와 같다.
2. 연구 대상 선정 과정
본 연구에서에서는 정광조, 이대식(2014)의 연구와 홍성두, 정광조(2015)의 연구에서 메타
분석이 가능한 집단 비교 연구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들 연구들에 대한 증
거-기반의 실제 정도는 맥락/상황, 참여자, 중재자, 표집과정, 연구계획, 독립변인, 중재정보,
실행충실도, 내적타당도, 종속변인, 성과측정 그리고 자료 분석의 적합 수에 의해 결정하였
다(정광조, 이대식, 2014).
3. 평정자 및 평정자간 신뢰도
본 연구의 평정자는 3년 이상의 현장 경험과 현직 대학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교수 1인
과 현장 경험이 17년이며 학습장애 박사 학위를 가지고 대학에서 10년 이상 강의와 연구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 1인이 실시하였다. 그리고 평정자간 신뢰도는 정광조, 이대식(2014)
의 평정자 간 신뢰도 98%와 홍성두, 정광조(2015)의 연구의 평정자 간 신뢰도 97%를 그대
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적용된 직접교수 읽기 프로그램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정
광조, 이대식(2014)의 직접교수 읽기 연구에서 반영되지 않은 종속변인들을 추가하여 새롭
게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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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무료 메타분석 프로그램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는 R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전체 효과의 크기, 이질성 분석 그리고 메타 ANOVA를 실시하였다. R프로그램은
Comprehensive Meta-Analysis V2보다 그래픽에서 우수하며 이질성 분석과 메타 회귀분석 등이
용이하다(황성동, 2015).

Ⅲ. 연구 결과
1. 국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 전체 연구들의 효과
독립변인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인 연구 전체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

<그림 1> 국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 전체 연구들의 평균 효과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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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한 연구를 대상으로 무선효과모형(random-effect model)과 Cohen의 d를 교정한 Hedges
의 g로 계산한 결과, 효과 크기는 -5.37에서 7.05까지 매우 다양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전체 연구들에 대한 평균 효과 크기도 0.25로 나타나 국내 읽기 및 수학 직접
교수 프로그램 전체 연구들의 평균 효과의 크기는 작은 정도의 크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균 효과 크기의 이질성에 대한 검증 결과, df의 값보다 Q값이 크고
(Q=221.64, df=28), I²의 값이 87.4%이고 p값이 0.0001로 0.10보다 작으므로 큰 크기의 이질
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황성동, 2015).
2. 국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 연구들 중 증거-기반의 실제 부합한 연구들의 효과
독립변인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인 연구 전체들 중에서 증거-기반의 실제인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평균 효과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
들 중에서 증거-기반의 실제인 연구들을 대상으로 무선효과모형(random-effect model)과 Cohen
의 d를 교정한 Hedges의 g로 계산한 결과, 효과 크기는 -5.37에서 7.05까지 매우 다양한 값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연구들에 대한 평균 효과 크기도 0.64로 나타나
국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 전체 연구들 중 증거-기반의 실제인 연구들의 평균

<그림 2> 국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 전체 연구들 중 증거 기반의 실제 연구들의 평균 효
과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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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의 크기는 중간 정도의 크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균 효과 크기
의 이질성에 대한 검증 결과, df의 값보다 Q값이 크고(Q=150.14, df=17), I²의 값이 89.9.%
이고 p값이 0.0001로 0.10보다 작으므로 큰 크기의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성동,
2015).

3. 국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 연구들 중 ‘라지 DI’ 연구들의 효과
독립변인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인 연구 전체들 중에서 ‘라지 DI’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효과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들 중에서
‘라지 DI’ 연구들을 대상으로 무선효과모형(random-effect model)과 Cohen의 d를 교정한 Hedges
의 g로 계산한 결과, 효과 크기는 -1.10에서 7.05까지 어느 정도 다양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연구들에 대한 평균 효과 크기도 1.40으로 나타나 국내 읽기 및 수
학 직접교수 프로그램 전체 연구들 중 라지 DI인 연구들의 평균 효과의 크기는 큰 크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효과 크기의 이질성에 대한 검증 결과, df의 값보다
Q값이 크고(Q=41.5, df=10), I²의 값이 75.9%이고 p값이 0.0001로 0.10보다 작으므로 중간
정도의 이질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황성동, 2015).

<그림 3> 국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 전체 연구들 중 ‘라지 DI’ 연구들의 평균 효과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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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읽기 및 수학 직접교수 프로그램 전체 연구들에 대한 메타 ANOVA 분석 결과
그림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재 기간이 2주인 직접교수 프로그램의 평균 효과의
크기는 1.3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재 기간이 4주인 경우에는 평균 효과의 크기가 -0.57
그리고 중재기간이 5주인 경우에는 -3.65 그리고 중재 기간이 6주인 경우에는 -0.42인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재 기간이 8주인 경우에는 평균 효과의 크기가 1.11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이 중재 기간의 차이에 따라 평균 효과의 크기가 일관성이 없게 나타난 것은
국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 연구들에서 적용한 중재 기간이 평균 효과 크기의
이질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

<그림 4> 국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 전체 연구들에 대한 메타 ANOVA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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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논의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 전체 연구에 대한 효과는 작은 크기의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연구들의 평균 효과의 크기의 이질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이들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균 효과 크기는 작은
크기의(SMD=0.25)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효과의 크기의 이질성이 큰 것
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Q=221.64, df=28, I²= 87.%, p<0.0001). 이러한 결과는 Adams,
Carnine(2003)이 직접교수의 효과의 크기가 0.93으로 큰 크기의 효과가 있다고 한 것과 김윤
옥(2007)이 국내 직접교수 연구들의 효과의 크기가 1.0이상의 큰 크기의 효과가 있다고 한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이다.
둘째, 국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 전체 연구들 중에서 연구의 질이 높은 즉,
증거-기반의 실제로 확인된 연구들의 효과는 중간 정도 크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이들 연구들의 평균 효과의 크기의 이질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이
들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평균 효과의 크기가 중간 크기(SMD=0.6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효과의 크기의 이질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Q=150.14,
df=17, I²= 89.9.%, p<0.0001).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인 Adam, Carnine(2003)의 연
구 결과 그리고 김윤옥(200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연구의
질이 높다는 것은 직접교수 적용 연구들이 증거-기반의 실제 정도에 부합되게 연구가 진행
되었다는 의미이다.
셋째, 국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 전체 연구들 중에서 ‘라지 DI’인 연구들의
효과는 큰 크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효과 크기의 이질성은 중간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이들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균 효과 크
기는 큰 크기의(SMD=1.40)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효과 크기의 이질성은 중
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Q=41.5, df=10, I²=75.9%, p<0.0001).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Adams, Carnine(2003)과 김윤옥(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 연구들에 대한 중재 기간별로 평균 효
과의 크기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 연구
들의 이질성은 중재 기간과는 관련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들 연구들의 중개 기간별로 평균
효과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메타 ANOVA를 실시한 결과, 중재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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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직접교수 프로그램의 효과의 크기는 1.3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재 기간이 4주인
경우에는 효과의 크기가 -0.57 그리고 중재기간이 5주인 경우에는 -3.65 그리고 중재 기간이
6주인 경우에는 -0.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재 기간이 8주인 경우에는 효과의 크기가
1.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국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의
중재의 효과가 중재 기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2. 논의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연구의 제한점에 따른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 전체 연구의 평균 효과의 크기가
작은 크기(SMD=0.25)의 효과가 있으며 평균 효과의 크기의 이질성이 크다는 것을 밝혀냈다
는 점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직접교수가 효과가 있다고 한 연구 결
과들과는 다른 연구결과이다(김윤옥, 2007; Adams & Carnine, 2003).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 연구들 중에서 증거-기반의
실제, 즉 연구의 질이 높은 연구들의 평균 효과의 크기가 중간 정도의 크기(SMD=0.64)의
효과가 있으며 평균 효과의 크기의 이질성이 크다는 점을 보고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직접교수가 중간 정도의 크기의 효
과가 있다고 한 연구 결과들과는 일치하는 것이다(정광조, 이대식, 2014; 홍성두, 정광조,
2015).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 연구들 중에서 ‘라지 DI’인
연구들의 평균 효과의 크기가 큰 크기의 효과(SMD=1.40)가 있으며, 이질성은 중간 정도임
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직접교수
에 대한 메타 분석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라지 DI’의 평균 효과의 크기가 1.40으로 증거-기
반의 실제임을 확인하였다는 점 그리고 ‘라지 DI’의 효과 크기의 이질성이 전체 연구나 증
거-기반의 실제와 같은 다른 평균 효과의 크기의 이질성보다 적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라지 DI’의 연구들은 평균 효과 크기가 상대적으로 일
관되게 나타나고 있지만(중간 정도의 이질성), 전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 연구
들에 대한 평균 효과의 크기와 증거-기반의 실제에 대한 평균 효과의 크기와 같은 효과의
크기는(큰 크기의 이질성)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황성동, 2015).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이 제시하지 않은 평균 효과 크기의 이질성 정도
에 대한 분석을 위해 메타 ANOVA를 통해 중재 기간의 차이에 따라 효과의 크기가 있는지
를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평균
효과의 크기에 대한 이질성에 대한 분석이 없이 단순하게 평균 효과의 크기에 대해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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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정확하게 이 평균 효과의 크기만을 가지고 증거-기반의 실제임을 확인하는데 비판
의 여지가 있을 수 있었다(김윤옥, 2007; 정광조, 이대식, 2014; 홍성두, 정광조, 2015; Adams
& Carnine, 2003).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메타 ANOVA 분석을 통해 중재기간보다는 오히려
‘라지 DI’인지 아닌지에 따라 평균 효과의 크기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국내 직접교
수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에 따른 효과의 크기의 이질성의 주된 원인이 ‘라지 DI’와 ‘스몰 di’
의 혼용의 결과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에 따른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는
국내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프로그램 연구들에 한정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직접교수 읽기 및 수학 외에 직접
교수 쓰기 등을 적용한 직접교수 프로그램 연구들을 포함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대해 ‘라지 DI’와 ‘스몰 di’에 대한 명확한 구분없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
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라지 DI’에 대한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라지 DI’를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제한점
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직접교수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들은 메타분석과 메타 ANOVA를
실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에도 직접교수를 적용하는 연구들이 많지 않은 상
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직접교수를 적용하는 연구들이 증가될 수 있도록 직접교수 읽기 프
로그램 및 수학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 프로그램들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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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Direct Instruction Reading
and Math Programs In Korea:
Focusing on Meta Analysis and Meta ANOVA with Using R

Kwang-Jo, Jung*

Seung-soo, Yeo**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Direct Instruction reading & math
Programs that have been applied in Korea effect or not. To do this, we implemented a Systematic
Review, Meta-Analysis and Meta-ANOVA with direct instruction reading and math studies which are
related in standards for evidence-based practice in Korea to identify and analyze the effects of Direct
Instruction reading studies. Eleven studies that met the inclusion criteria were used to calculate the
effect s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estimated effect size for the group and the
evidence based practice was 0.25 and 0.65, respectively. The effect size for the large DI was 1.40,
which was interpreted as the large effect siz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or Meta-analysis
with ANOVA. This study concluded that Direct Instruction reading and math programs are
evidenced based practice and we must develop Direct Instruction Reading and math Programs and
apply these programs to students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Direct Instruc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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