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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위험군 학생을 조기 선별하기 위한
보편적 선별(Universal Screening)검사의 측정학적 적합성:
교육과정중심측정(CBM)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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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 목적은 읽기 위험군 학생들을 조기 선별 가능한 보편적 선별 검사(어절선택
CBM)의 측정학적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4개교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91명의 1학년 학생들이 연구의 대상자로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계수, 로지스
틱 회귀분석, ROC 곡선 분석,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
구결과에 따르면, 보편적 선별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된 어절선택 CBM은 단일 점수 뿐만 아
니라 기울기에서도 우수한 측정학적 적합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본 연
구의 제한점과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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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그동안 수행된 수많은 읽기장애의 연구에서 조기 중재(Early Intervention)전략은 읽기장애
를 사전에 예방하고 읽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중재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Blachman, 2013; Catts et al., 2009; Fletcher et al., 2006; González-Valenzuela & Martín-Ruiz,
2017). 심각한 읽기의 어려움이 발현되기에 앞서서 강도 높은 개별화된 교육적 지원을 초기
에 제공한다면 읽기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점차 그들의 또래와 버금가는 읽기능
력을 습득할 수 있다. 교육의 결정적인 골든타임일 수 있는 시간을 놓친 이후에 제공되는
교육적 지원과 비교해보면, 조기 중재 전략은 적은 비용과 자원의 지원만으로도 특수교육
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최선의 중재전략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Ardoin
& Christ, 2008; Elliott et al., 2007; Johnson et al., 2010).
이러한 조기 중재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학습장애의 대안적인 모형으로 회자되는 중재반
응모형(Response to Intervention)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학습장애 진단 모형(예, 능력-성취 불
일치 모형)과 달리 조기 중재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장애를 정의하고 있다(Fletcher et al.,
2006; Gilbert et al., 2012; Johnson et al., 2010). 예를 들어, 중재반응모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3단계의 절차로 수행되고 있는데, 1단계는 일반교육에서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중
재전략을 즉시 제공함과 동시에 진전도를 점검하여 위험군 학생들을 1차적으로 선별하게
되며, 이렇게 선별된 위험군의 학생들은 개별화된 집중적인 교육을 2단계와 3단계를 통하
여 제공받게 된다. 이처럼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가장 이른 시기에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첫 단계인 1단계에서 위험군의 학생들을 정확히 선별하는 작업
이 우선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다(Ardoin & Christ, 2008; Catts et al., 2009). 결국 추후의 단
계에서 수행되는 조기 중재의 성패 여부는 1단계에서 수행되는 조기 선별이 얼마나 정교하
게 수행될 수 있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학습장애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재반응모형의 1단계에서 수행되는 조기 선별 절
차를 특별히 “보편적 선별(Universal Screen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명명하고 있다(Ardoin
& Christ, 2008; Kettler et al., 2014). 보편적 선별이란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학교 및 학급에
소속된 모든 학생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1학기에 3회의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이러한 검사의 결과들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진전도(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처럼 보편적 선별 평가방법은 학생들의 최종적인 성취 결과보다는
교육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형성적 평가의 특성을 지닌 장점을 갖고 있으
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소수의 학생만을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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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평가(diagnostic assessment)와는 명확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Glover & Albers, 2007; Kettler
et al., 2014).
지금까지 수행된 보편적 선별과 관련된 국외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는 교육과정중심측정, 즉 CBM(Curriculum-Based Measurement)로 명명되는 검사방법을 사용하
여 보편적인 선별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Ardoin & Christ, 2008; Hosp et al., 2016; Kettler et
al., 2014; Wayman et al., 2007). 원래 CBM은 특수교사들의 중재전략을 평가하기 위한 개발
초기의 목적을 갖고 있지만 최근의 관련된 연구에서는 조기 선별, 특별히 보편적 선별을
위한 목적으로 읽기장애 연구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Ardoin & Christ, 2008; Glover &
Albers, 2007). 이처럼 CBM을 대안적인 보편적 선별 검사로 활용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먼
저 CBM의 주된 특성인 검사실행의 간편성과 짧은 검사시간에서 찾아볼 수 있다(Deno,
2003; Hosp et al., 2016; Wayman et al., 2007). 전통적인 검사방법과는 달리 보편적 선별 평
가 방법은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검사의 간편성과 함께 검사시간이 짧
아야만 학교현장에서 검사의 활용이 용이할 수 있으며, CBM은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Hosp et al., 2016; Graney et al., 2010). CBM을 보편적 선별검사
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검사도구의 필수적인 요건인 안정적인 신뢰도
와 타당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Hosp et al., 2016; Wayman et al., 2007).
본 연구는 특별히 조기 선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한국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읽기 보편적 선별검사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외국의 경우 수
많은 연구에서 이미 보편적 선별검사에 관한 측정학적 적합성의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지만
(Ardoin & Christ, 2008; Glover & Albers, 2007; Hosp et al., 2016; Kettler et al., 2014), 아직 한
국 읽기 학습장애 분야의 경우 관련된 연구들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읽기 장애 조기 중재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읽기 보편적 선별검사의 개발과 함
께 측정학적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읽기 CBM 검사의 유형 중에서 어절선택 유형(maze)의 CBM을 활용
하여 보편적 선별검사의 활용 가능성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수행된 외국의
대부분의 읽기 CBM 연구에서는 소리내어 읽기 유형의 CBM을 사용하여 보편적 선별검사의
측정학적 적합성을 검증하고 있다(Hosp et al., 2016).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CBM은 교사와
학생간의 일대일 개별검사로 수행되기 때문에 학생의 수가 증가한다면 그만큼 비례하여 검
사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이 증감될 수 있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r김동일 외, 2016;
Wayman et al., 2007). 이와 달리, 어절선택 유형의 CBM은 집단검사가 가능한 유용한 특성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선별 평가와 같이 대규모 학생들이 참여하는 검사의 유형으
로 적합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Graney et al., 2010).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어절선택
유형의 CBM을 활용하여 보편적 선별검사의 측정학적 적합성 정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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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는
데, 특별히 타당도의 경우 예측 타당도에 초점을 맞추어 검증하였다. 보편적 선별검사를 실
시하는 주된 목적은 향후 혹은 학년이 끝난 후에 읽기장애 위험군에 포함될 학생들을 조기
에 선별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측 타당도에 주된 초점을 맞추었다(Keller-Margulis
et al., 2008).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기선별에 활용될 수 있는 CBM의 절단점 점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 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분석
을 통하여 산출된 회기별 CBM 절단점 점수는 사전에 위험군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한 타당
한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oehrig et al., 2008).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 선별검사인 CBM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근거를 Fuchs(2004)
의 연구에서 제안한 2가지 수준으로 구분지어 검증하였다. Fuchs(2004)는 다른 검사도구와
달리 CBM의 경우 반복 측정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단일회기에서 측정된 점수(1단계)와 함께
기울기(2단계)의 측정학적 적합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Fuchs(2004)의 제안을 반영하여 1,2단계의 수준별로 검사의 측정학적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필요성에서 도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첫째, 보편적 선별검사인 어절선택 CBM의 1단계 수준 신뢰도와 타당도는 적합한가?
둘째, 보편적 선별검사인 어절선택 CBM의 2단계 수준 신뢰도와 타당도는 적합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A와 B광역시에 소속된 전체 초등학교에 연구
참여와 관련된 공문을 송부한 후에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광역시별로 선착순으
로 2개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A 광역시의 첫 번째 학교는 아파트와 빌라가 밀집한
언덕에 위한 초등학교로 교사들은 부모님들의 경제적 수준을 중간정도로 평가하였다. 이
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총 4개의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급별 학생수는 21-22
명 사이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82명의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A 광역시의 두 번째 학교
는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학교로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수준을 평균 이상으로 평가
하였다. 학교의 1학년은 총 4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급당 학생수는 대략 28-29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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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과밀학급의 특성을 갖고 있었다. 학급 사정상 1학급은 본 연구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총 3학급의 84명의 학생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B 광역시의 첫 번째 학교는 광역시임

郡

에도 불구하고 군( ) 지역에 소속된 학교로 전반적으로 부모들의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것
으로 교사들은 보고하였다. 이 학교의 경우 1학년은 총 5개의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급당 학생수는 대략 21-22명이었으며, 5학급에 소속된 108명의 학생들이 본 연구에 최종
적으로 참여하였다. B 광역시에 소속된 두 번째 초등학교는 단독주택과 빌라가 밀집한 지
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1학년은 총 5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급당 학생수는 23-24명
이었으며, 총 117명의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결론적으로 총 391명의 학
생이 참여하였으며 남녀의 비율은 각각 여학생이 41.9%, 남학생이 57.8%로 남학생이 비율
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검사도구
1) 읽기 보편적 선별검사: 어절선택 CBM
읽기 위험군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Maze 유형의 CBM에 기반
을 둔 읽기 CBM을 사용하였다. 영어로 개발된 Maze CBM은 제시된 지문속에서 매번 7번째
의 단어의 위치에 괄호를 표기한 후에 3개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2개의 단어는 문법과 문맥에 적합하지 않으며, 1개의 단어만이 정답에 해당된다. 영어
Maze CBM의 경우 단어의 단위로 띄어쓰기가 적용되지만 한글의 경우 이와 달리 어절 단위
로 띄어쓰기가 적용되는 차이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글의 특성을 반영
하여 어절 단위로 띄어쓰기가 적용된 읽기 CBM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특성을 제목에 반영
하기 위하여 특별히 검사의 명칭을 본 연구에서는 ‘어절선택 CBM’으로 명명하였다(여승수,
2015)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여승수, 2015)에서 사용된 어절선택 CBM의 지문을 사용하여 보
편적 선별 검사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검사에 사용된 지문들은 국문학을 전공한
국어교사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개발된 지문들은 특별히 초등학고 1-2학년의 읽기 교과서에
포함된 어휘를 적용하여 개발되었으며, 한 개의 문장은 10개미만의 어절로 구성되도록 제
한을 두었다. 한 지문에는 대략 600-700음절이 포함되도록 하여 천장효과(ceiling effect)의 문
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
영어로 개발된 지문의 경우 지문에서 7번째 해당되는 단어의 위치에 문제를 포함시켰는
데, 한글로 개발된 지문의 경우 6번째에 해당되는 어절의 위치에 문제를 포함시켰다(여승
수, 2015). 이처럼 영어 지문과 달리 한글 지문에서 더 짧은 주기로 지문에 문제를 포함시
킨 이유는 바닥효과(floor effect)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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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어절선택 CBM의 예시
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지문의 예시는 <그림 1>과 같다.
영어의 Maze CBM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제시된 지문에서 첫 번째 문장은 내용이해
를 위하여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완전한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지문의 첫 번째 문장 이후
에 나열된 문장부터 6 어절을 기준으로 선택지 문제를 포함시켜 지문을 개발하였다. 검사
시간은 천장효과와 바닥효과를 고려하여 2분으로 설정되었다(여승수, 2015).
기존의 연구결과(여승수, 2015)에 따르면, 동형 검사 신뢰도는 .68 -.81 사이의 안정적인
수치가 산출되었으며, 읽기 유창성 검사와 읽기 이해 검사와의 상관계수 범위는 각각 .45 .73와 .47 - .71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3명의 1학년 교사
에게 읽기 지문의 난이도를 묻는 내용 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4점 척도(매우 적합(4),
다소 적합(3), 다소 부적합(2), 매우 부적합(1))로 제시된 설문문항에서 모두 ‘매우 적합’하다
고 응답하였다. 추가적인 신뢰도와 타당도의 결과는 본 연구의 ‘연구 결과’부분에서 제공하
고 있다.
2) 예측 및 준거 타당도 검사: 1학년 국어종합검사
본 연구에서는 어절선택 검사의 예측 및 준거 타당도와 절단점 점수를 추정하기 위한 목
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초등학교 1학년 국어종합검사를 개발하였다. 검사의 문항들을 개발
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초등학교 1학년 1, 2학기 학력평가
검사지(동아 출판의 중간 및 기말고사 문제집과 EBS의 중간 및 기말고사 문제집)에 수록된
문항들 중에서 교육대학교 초등국어 교수 1명이 학기별로 20문항, 총 40문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최종 문항들의 내용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3명에게 문항별 중요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용된 설문지의
경우 개별 문항에 대한 중요도를 3점 척도(상(3), 중(2), 하(1))로 평가도록 고안되었으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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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별로 높은 점수를 얻은 상위 10개의 문항을 본 검사의 최종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선정
된 최종 20문항 중에서 주관식 문항은 7문항이었으며, 나머지 문항은 5지선다형의 객관식
문항들이었다. 검사시간은 초등학교 수업시간과 동일하게 40분으로 설정하였다. 본 검사를
통해서 산출된 문항 간 내적일관성 신뢰도(Cronbach α)는 .84로 양호하게 산출되었다. 추가
적인 준거 타당도의 경험적 자료들은 본 연구의 ‘연구결과’부분에서 제공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교들은 100점 만점에서 60점 미만을 교과별 기초학습부진학생으로 분류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의 경우)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100점 만점에서 60점 미만
(12점 미만)을 획득한 학생을 읽기 위험군 학생으로 최종적으로 분류하였다.

3. 연구절차
검사를 실시한 연구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어절선택 CBM의 경우 학기별로 3회기가 실시
되어 총 6회기의 검사가 실시되었다. 1학기의 경우, 3월의 마지막주, 5월 4째주, 7월 3째주
에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2학기의 경우 9월 첫째주, 10월 다섯째주, 12월 4째주에 검사가
실시되었다. 검사는 검사실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각반의 담임교사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준거 및 예측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실시된 국어종합검사의 경우 12월달에 실시된 어절
선택 CBM을 실시한 주에 함께 실시되었다. 마찬가지로 국어종합검사도 각반 담임교사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모든 검사의 채점과 자료 입력의 과업은 일정한 교육을 받은 A 교육대
학교의 3명의 학부생과 본 연구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수행되었다.

4. 분석 방법
1) 연구문제 1의 분석 방법
단일 회기에서 측정된 개별점수의 동형 검사 신뢰도와 공인 및 예측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검사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절선택 CBM
점수 간의 상관계수는 동형 검사 신뢰도의 결과에 해당되며, 어절선택 CBM 점수들과 국어
종합 검사 점수간의 상관 계수는 공인 및 예측 타당도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어절선택 CBM 점수의 선별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과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 분석방법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먼저 로지스틱 회
귀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읽기 위험군 집단의 유무를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읽기 위험군 집
단=1, 비읽기 위험군 집단=0)로 설정되었으며, 독립변수는 각 회기별 측정된 어절선택
CBM의 점수들이었다. 추가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분류의 정확성(비읽기 위험
군 학생을 실제로 정확히 분류한 빈도+읽기 위험군 학생을 실제로 정확히 분류한 빈도/ 전

- 83 -

학습장애연구, 제14권 제3호
체 학생수)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과 함께 사용된 ROC 곡선 분석방법은 예측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
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ROC 곡선 분석방법은 민감도, 특이도, AUC(Area Under Curve)의
지표값을 제공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지표값들을 이용하여 읽기 위험군 집단
을 선별하는 절단점 점수와 선별의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다. 앞서서 언급된 민감도의 용
어는 어절선택 CBM 점수를 활용하여 읽기 위험군 학생을 정확히 선별하는 비율을 의미하
며, 특이도는 반대로 어절선택 CBM점수를 활용하여 비읽기 위험군 학생을 정확히 선별하
는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감도와 특이도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정확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두 지표는 역의 관계를 갖고
있어서 민감도가 증가하게 된다면 특이도 감소하게 되면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관계
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 위험군 학생을 조기에 정확히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절선택 CBM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이도 보다는 높은 민감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점
의 절단점 점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전 연구들은 .9이상의 민감도에 해당되는 절단점
점수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절단점 점수를 추정하
였다(Catts et al., 2009).
ROC 곡선 분석의 결과물로 제공되는 AUC(Area Under Curve)는 선별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해석된다. AUC 지표는 0.5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지표값이 1에
가까울수록 선별의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는 최소한
AUC의 값이 .70이상일 경우에만 선별 검사로 의미 있는 것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 .70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Catts et al., 2009).
1) 연구문제 2의 분석 방법
연구문제 2는 어절선택 CBM의 기울기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종단적 자료에서
산출된 기울기의 측정학적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이 연구문제 2의 주된 목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이 가능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사용하였다. 잠재
성장모형은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분석방법으로 다
양한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Bollen & Curran, 2006; Duncan et al., 2006).
잠재성장모형은 추가적인 종속변수가 없는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과 추가적인
종석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조건 모형(conditional model)으로 구분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분석
된 무조건 모형은 발달적 추세의 검증과 함께 기울기와 초기값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무조건 모형의 기울기 값은 기울기 신뢰구간을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활용되었다. 기울기의 신뢰구간은 부스트랩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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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교정된 상 하위 90%의 신뢰구간’을 산출하였고, 신뢰구간에서 0의 값을 포함하지 않
을 경우 신뢰로운 기울기로 평가될 수 있다.
잠재성장모형의 조건 모형은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어절선택 CBM의 기울기 및 초기값과 종속변수인 읽기
위험군 집단의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FI(Comparative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의 모형적합도 지수
를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정도를 평가하였다. 위의 세 가지 모형적합도 지표는
0에서 1사이 범위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최소한 .90이상의 값을 나타낼 때 양호한 적합도
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Bollen & Curran, 2006; Duncan et al., 2006).

Ⅲ. 연구 결과
1. 기술 통계치
주분석에 앞서서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점수의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기술 통계치 결과들
검사 시기별

1학기
CBM

2학기
CBM

검사 점수의 기술 통계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1회기

4.31

3.38

0

20

1.01

1.06

2회기

5.03

3.58

0

20

0.94

0.90

3회기

8.31

4.83

0

23

0.45

-0.22

4회기

8.63

5.27

0

25

0.43

-0.30

5회기

9.19

5.48

0

30

0.68

0.47

6회기

10.60

5.95

0

30

0.45

-0.14

12.64

4.57

0

23

-0.71

-0.19

국어 종합 검사

기술 통계치의 결과에 따르면 평균값의 경우 매 회기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2> 참조). 3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대략 평균적으로 6점 정도의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산출된 검사점수의 정규성 검증을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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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월별 평균의 진전도 추세
확인하였고, 모든 검사점수에서 두 지표는 모두

–2와 2사이의 값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Kolmogorov-Smirnov와 Shapiro-Wilk 검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산출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검사의 점수들이 정규성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연구 문제 1: CBM 1단계의 신뢰도 타당도
단일 점수에 기반을 둔 보편적 선별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검사 점
수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서 제공하고 있다.
먼저 동형 검사 신뢰도는 인접한 측정 주기(예, 1회기와 2회기의 상관계수)에서 산출된
점수 간의 상관계수로 평가될 수 있는데, 산출된 상관계수의 범위는 .60- .85로 나타났다.

<표 2> 검사점수 간 상관계수
1학기 CBM

검사명
1회기
1학기
CBM

2학기
CBM

2회기

2학기 CBM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1회기

1

2회기

0.60

1

3회기

0.59

0.67

1

4회기

0.53

0.62

0.78

1

5회기

0.51

0.59

0.73

0.82

1

6회기

0.52

0.60

0.76

0.77

0.85

1

0.42

0.43

0.54

0.48

0.48

0.54

국어종합검사

* 위의 표에서 제시된 모든 상관계수 값들은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86 -

여승수 / 읽기 위험군 학생을 조기 선별하기 위한 보편적 선별(Universal Screening)검사의 측정학적 적합성: 교육과정중심측정(CBM)의 활용
또한 측정횟수가 증가할수록 더욱 안정적인 상관계수의 값이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5회기와 6회기 간의 상관계수가 .85로 가장 높게 산출되었다. 반면에 측정회기 간의
간격이 증가할수록 상관계수의 값들이 안정적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절선택 CBM과 국어종합검사 간의 상관계수는 공인 및 예측 타당도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1-5회기에서 실시된 어절선택 CBM 점수들과 국어종합검사 점수 간의 상관계수는
특별히 예측 타당도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상관계수의 범위는 .42 - .54로 나타났다.
특별히 6회기 어절선택 CBM 점수와 국어종합검사는 동시에 검사를 실시한 조건을 감안하
여 두 검사간의 상관계수는 공인 타당도(concurrent validity)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공인
타당도의 상관계수는 .54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의 결과와 함께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또 다른 예측 타당도의 결과로 해
석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표 3>에서 제공하고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3월 달부터 실시된 모든 어절선택 CBM의 점수는
국어종합검사 점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 독립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모
든 회기에서 사용된 어절선택 CBM의 점수는 국어종합검사의 점수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의
한 예측 변수로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회귀계수에 대

<표 3> 측정 회기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와 분류 정확성 결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검사명

회귀계수
(표준오차)

1학기

Odds

Odds 비율의 95%

비율

신뢰구간

(Exp(B))

상한

하한

분류
정확성(%)

1회기

.30***(.05)

1.35

1.23

1.48

.64

.73

70.5

2회기

.25***(.04)

1.29

1.20

1.40

.59

.73

69.6

.68

.76

74.0

.67

.79

75.7

.69

.78

75.1

.65

.79

74.7

.69

.79

75.7

.65

.76

72.9

.69

.79

76.0

.66

.77

74.2

.70

.81

77.5

1, 2회기

CBM

민감도 특이도

3회기

.28***(.03)

1.33

1.24

1.42

1, 2, 3회기
4회기

.25***(.03)

1.28

1.21

1.36

1, 2, 3, 4회기
2학기

5회기

CBM

1, 2, 3, 4, 5회기
6회기

.21***(.03)

.22***(.03)

1.22

1.24

1, 2, 3, 4, 5, 6회기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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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dds 비율의 결과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1.22에서 1.35 사이의 값으로 산
출되었다. 즉 어절선택 CBM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읽기 위험군 집단에 속하지 않을 확률
은 .22에서 .35배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산출된 민감도와 특이도의 값을 살펴보면, 먼저 1학기 점수들의
민감도 값은 .59에서 .67, 특이도는 .73에서 .79의 범위로 산출되었다. 즉 적은 차이지만 읽
기 위험군 학생들을 선별하는 것보다는 읽기 비위험군학생을 조금 더 정확히 선별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1학기의 점수에서 산출된 분류 정확성은 69.6%에서 75.7%의 값들로 산출되
었다. 즉 전반적으로 어절선택 CBM은 1학기에서 대략 70%이상의 정확성으로 두 집단을 분
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기의 검사 점수에서 산출된 민감도와 특이도의 값은 각각 .65 - .66, .76 - .79의 범위
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기 점수와 마찬가지로 특이도의 값이 좀 더 높게 산출
되었다. 2학기 어절선택 CBM의 분류 정확성은 72.9에서 74.7사이의 확률을 갖고 있는 것으
로 산출되었다. 1학기의 분류 정확성보다 전반적으로 다소 높은 수치로 산출되었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개별 독립변수인 어절선택 CBM 점수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산출함
과 동시에 이전에 수행된 어절선택 CBM 점수를 추가하여 민감도와 특이도, 그리고 분류
정확성을 재산출하였다. 1학기의 경우, 2회기의 점수만을 사용한 조건보다는 1,2회기의 점
수를 모두 포함하여 읽기 위험군 집단을 예측할 경우 좀 더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 그리고
분류 정확성을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기에 수행된 1,2,3회기의 점수를 모두
투입한 조건에서 산출된 민감도는 3회기의 검사점수만으로 산출된 민감도의 값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대신 특이도와 분류 정확성에서 작은 폭의 감소가 있었다. 6회기
동안 실시된 모든 검사 점수를 이용하여 산출된 특이도와 민감도, 그리고 분류 정확성의
값은 단일 점수의 조건으로 산출된 결과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는 ROC 곡선 분석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민감도의 값

<표 4> ROC 곡선 분석의 결과
검사명

1학기

2학기

ROC 곡선 분석 결과
절단점 점수

민감도

특이도

AUC

1회기 CBM

1.25

.90

.37

.74

2회기 CBM

1.75

.90

.33

.73

3회기 CBM

4.25

.90

.49

.80

4회기 CBM

4.25

.89

.32

.80

5회기 CBM

4.75

.91

.43

.76

6회기 CBM

5.75

.91

.5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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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학기 ROC곡선

<그림 4> 2학기 ROC 곡선

이 .90에 가까운 절단점 점수를 산출하였고, 전반적인 선별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AUC의 값을 추가적으로 산출하였다. 분석된 결과들을 살펴보면, 검사의 회기가 증가할수록
절단점 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높은 민감도의 값으로 인하여
특이도의 값은 .50이하의 결과가 나타났다. 전반적인 선별의 정확성 정도를 나타내는 AUC
의 값을 살펴보면 .73 - .81사이의 값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회기의 점수에 가장
높은 지표(.81)가 산출되었다.
위에서 제시된 <그림 3>과 <그림 4>는 선별의 정확성, 즉 AUC의 값을 시각적으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각각의 그림에서 표기된 대각선의 값은 전체
면적을 반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수치로 표기하면 .5의 값을 갖게 된다. 대각선의 값(.5)
은 선별적 정확성이 없는 평가의 지표로 해석되기 때문에 최대한 대각선에서 멀리 떨어진
곡선일수록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1, 2학기에 실시된 어절선택 CBM의 점
수들은 유사한 타원형의 곡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선별
의 정확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 문제 2: CBM 2단계의 신뢰도와 타당도
Fcuhs(2004)가 제안한 2단계 수준은 단일 점수가 아닌 어절선택 CBM의 기울기에 주된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즉 종단적 자료에서 산출된 기울기의 측정학적 적합성 검증이 2단계 분
석의 주된 목표가 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잠재성장모형 분석방법을 사용
하였다. 먼저 어절선택 CBM 점수의 종단적 추세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형 발달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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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무조건 모형의 결과
모형

변수

초기값
무조건
모형
기울기

회귀계수

표준오차

계수

4.25***

.16

변산

5.65***

.005

계수

.253***

.013

변산

.025***

.005

편차 교정된 90% 신뢰구간
하한

상한

3.99

4.51

.232

.274

***p<0.001

무조건 모형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에 따르면, 선형 발달에 기초한 무조건 모형의 적합도
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CFI = .79, IFI = .79, NFI = .78). 사
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2>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였다. <그림 2>에서 발달적
추세를 보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특별히 2, 3회기에서 큰 상승폭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비선형 발달 추세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유모수 모형에 기반한 무조건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산출되었다(CFI
= 1.00, IFI = 1.00, NFI = .99). <표 5>에서 제공된 무조건 모형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출된 기울기의 값은 .25, 초기값은 4.25로 나타났다. 즉 3월 달에 처음 검사를 실시했을
때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성취한 점수는 4.25이었으며,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매주 .25점수의
향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조건 모형은 기울기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되었
다. 기울기의 신뢰도는 부스트랩핑(bootstrapping) 추정 방법에 의해서 사출된 ‘편차가 교정된
90%의 신뢰구간’의 값으로 평가되었는데, 기울기의 신뢰구간은 .232에서 .274로 산출되었다.
즉 90%의 확률적 조건에서 기울기는 0이 아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보편적 선별에
의해서 어절선택 CBM을 사용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울기를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무조건 모형과 함께 추가적으로 조건모형을 분석하였다. 조건모형에서 독립변수는 어절
선택 CBM 점수에서 산출된 초기값과 기울기 값이며, 종속변수는 국어종합검사에서 읽기
위험군으로 분류된 집단의 이분항 변수였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조건 모형을 두 가지
조건(<그림 5>와 <그림 6>을 참조)에 따라 구분지어 분석하였는데, 첫 번째 조건 모형은
1학기에 수행된 어절선택 CBM 점수의 예측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
문에 1학기에 수행된 어절선택 CBM점수만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두 번째 조건 모형은 1, 2
학기의 전체 어절선택 CBM점수를 포함한 모형에서 예측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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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학기 기울기 예측 모형

<그림 6> 전 학기 기울기 예측 모형

활용되었다.
<표 6>의 결과에 따르면, 1학기 어절선택 CBM 점수에 산출된 기울기와 초기값은 2학기
말에 실시한 국어종합검사로 분류된 읽기 위험집단의 유무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학기동안 실시된 3번의 검사점수만으로도 향후 읽기 성취의
정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1, 2학기동안 실
시한 모든 어절선택 CBM 점수에서 산출된 기울기 초기값도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변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별히 잠재성장분석모형에서는 초기값의 통계적인 유의도
검증을 하고자 할 때 기울기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검증하게 되며, 마찬가지로 기울기의
통계적인 유의도 검증에서도 기울기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검증하게 된다. 그러한 점을 감
안한다면 초기값과 기울기의 변수는 독립적으로 읽기 위험군 집단을 선별할 수 있는 유의
한 예측변수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표 6> 조건 모형 결과
측정 시기
1학기(1-3회기)
어절선택 CBM
1, 2학기(1-6회기)
어절선택 CBM

경로 관계

⇒ 읽기 위험집단 유무
기울기 ⇒ 읽기 위험집단 유무
초기값 ⇒ 읽기 위험집단 유무
기울기 ⇒ 읽기 위험집단 유무
초기값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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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모형
경로계수

표준오차

0.049***

0.017

1.051***

0.350

0.070***

0.013

0.980***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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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읽기 장애 위험군 학생들을 조기에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이 가능한 어절선택 CBM의 측정학적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조기 선별을 위한 검사
는 특수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기 중재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
는 필요조건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된 국내의 연구와 검사개발은 충분치 않은 상황이었다. 특
별히 본 연구는 검사의 실행가능성(feasibility)에 초점을 맞추어 보편적 선별 평가체제의 틀
안에서 어절선택 CBM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의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본 연구
에서 산출된 구체적인 연구결과들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문제 1: 보편적 선별검사인 어절선택 CBM의 1단계 수준 신뢰도와 타당도는 적합
한가?
연구문제 1에서는 단일회기에서 측정된 어절선택 CBM 점수의 측정학적 적합성을 검증하
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먼저 개별검사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동형 검사 신뢰
도와 함께 공인 및 예측 타당도의 결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형 검사 신뢰
도(인접한 측정주기에 산출된 신뢰도)의 상관계수는 .60에서 .85 사이의 안정적인 값들이 산
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읽기 Maze CBM을 보편적 선별검사로 사용한
연구(Graney et al., 2010)의 결과(.63 - .87)와 매우 유사하였다. 즉 동일한 유형의 검사를 한
글로 개발하더라도 보편적 선별 및 CBM의 특성과 절차를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하면 유사
한 신뢰도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지지하고 있다. 또한 산출된 상관계
수를 학기별로 살펴보면 1학기 상관계수(.60-.78)보다는 2학기의 상관계수(.82-.85)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검사에 익숙해지면서 점차 안정적으로 검사에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공인 및 예측 타당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의 결과는 .42에서 .54의 범위로 산출되었다.
타당도의 경우 .45이상일 때 우수한 상관계수로 해석될 수 있는 준거(McMaster & Campbell,
2008; Campell, 2010)를 감안한다면 초기에 실시된 상관계수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우수한
타당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와 마찬가지로 1학기보다는 2학기의 상관계수
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Maze CBM의 공인 타당도를 검증한 Ardoin과
동료들의 연구(2004)의 연구에서도 여러 종류의 표준화 읽기검사들과 유사한 상관계수의 값
들(.31-.50)이 산출되었다.
연구문제 1에서는 특별히 예측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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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1, 2학기에 실시된 6번의 검사 점수들은 읽기
위험군 집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갓 입학하여 실시된 3월 달의 검사 점수조차도 유의하게 읽기 위험군 집단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로 산출된 분류 정확성
의 결과에서는 69.6%에서 77.5%의 높은 수치가 산출되었다. 이러한 분류 정확성의 수치는
이전에 실시된 검사결과들을 추가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독립변수로 포함할 경우 상
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분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실시된 검사결
과들을 추가적인 독립변수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는 지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기선별의 판단 준거로 활용될 수 있는 절단점 점수를 회기별로 추정하기
위하여 ROC 곡선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 2회기 검사에서 2점 미만의 점
수를 받을 경우 향후 위험군 집단에 속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단점 점수
는 1학기보다 2학기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2학기의 경우 4-5점 이하의 점수를 받는 학
생들은 읽기 위험군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OC 곡선 분석은
추가적으로 선별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지표인 AUC의 값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지표의 값
은 .73에서 .81의 사이의 양호한 값들이 산출되었다. 즉 어절선택 CBM은 73%이상의 확률로
정확하게 읽기 위험군 집단과 비읽기 위험군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문제 2: 보편적 선별검사인 어절선택 CBM의 2단계 수준 신뢰도와 타당도는 적합
한가?
본 연구에서는 어절선택 CBM의 기울기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종단적 자료 분석방
법인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였다. 먼저 잠재성장모형에서 산출된 1학기의 기울기는 .25였으
며, 통계적 검증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매주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대략
.25점씩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기울기 신뢰도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
하여 편차가 교정된 90%의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는데, 그 신뢰구간에서는 0을 포함하지 않
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즉 안정적인 기울기의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수행된 총 3번의 검사점수로 산출된 잠재성장모형의 분석결과에
따르며, 기울기와 초기값은 읽기 위험군 집단의 분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구분하여 예
측할 수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연구문제 1의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잠재성장
모형에서도 3월달에 실시된 초기값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 변수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정한 기간 동안의 상승한 비율을 나타내는 기울기의 값도 초기값과 마찬가지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예측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초기값에 해당되는 3월달의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거나 지속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학생들은 학기말에 읽기 위험군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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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학기에 실시된 3번의 검사결과만으로도 읽기 위험
군 집단을 기울기와 초기값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학기에 실시된 6번의 모든 검사점수를 활용하여 수행된 조건모형에서도 1학기 검사
점수만을 사용한 결과와 동일하게 기울기와 초기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 변수로 확인
되었다. 즉 1년 동안 측정된 6회기의 점수에 산출된 기울기의 값이 낮을수록 읽기 위험군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이전에 수행된 영어 Maze
CBM 기울기 타당도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Shin et al., 2000).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한글로
개발된 어절선택 CBM을 사용하여 기울기의 타당도를 검증했다는 점이 외국에서 수행된
CBM 연구와 구별된 차이점이 될 수 있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읽기 위험군 학생들을 보편적 선별 평가방법으로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어절선택 CBM의 측정학적 적합성을 평가한 연구의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연
구의 제한점들은 결과 해석 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에서 진행된 CBM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사례수가 매우 큰 연구에
해당되지만 여전히 일부 교육청에 소속된 초등학교 학생들만을 표집했던 연구의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추후 수행된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더 많은 시도교육청 소속의
학생들을 표집하여 측정학적 적합성 정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1학년 1, 2학기동안에 수집된 자료만으로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
도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타당도와 신뢰도가 2, 3학년에서도 여전
히 안정적인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될 수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집단검사로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어절선택 유형
의 읽기 CBM을 선택하였지만, 외국의 연구들은 주로 소리내어 읽기 유형의 CBM을 사용하
여 보편적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으로 진행될 CBM 연구에서는 소리내어
읽기 CBM의 측정학적 적합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다양한 표준화 읽기 검사를 사용하여 준거 타당도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준거 타당도로 사용된 검사의 차이로 인하여 타당도의 결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읽기 검사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단지 읽기 교과에 초점을 맞추어 보편적 선별 검사의 측정학
적 적합성을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교과영역에서 개발된 CBM의
측정학적 적합성 결과로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CBM은 다른 교과영역에서도 활
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읽기 이외의 교과에서도 동일한 보편적 선별 검사 연구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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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학습장애 분야 연구자 및 현장교사를 위한 시사점
앞서서 언급된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연구의 시사
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절선택 CBM은 초등학교 현장에서도 쉽게 적용이 가능한 장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교육현장에서 조기 선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어절선택 CBM은 CBM 본연의 특성들을 고스란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
사가 담당해야할 평가의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검사시
간이 2분에 불과한 점,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매우 간략한 점, 그리고 검사의 채점 이 간
단한 점들은 어절선택 CBM을 우리나라 초등학교 현장에 착근시킬 수 있는 중요한 특성들
로 고려될 수 있다.
둘째, 현재 교육부 혹은 교육청 주도로 전국 600개 이상의 초등학교에서 다양한 학력 향
상 프로그램(예, 두드림(Do-Dream)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부 및 교육청 주도의 교
육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들의 경우 체계적인 조기 선별 및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
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선애, 2014). 따라서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
는 학교에서는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검사 유형(어절선택 CBM)을 적용하여 읽기
위험군 학생들을 가장 이른 시기에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조기선별에 초점을 맞추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적용
이 가능한 읽기 조기선별검사의 측정학적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일선의 일부 교사 및 연구
자들은 갓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교과영역의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3월 달에 측정된 낮은 읽기
점수는 학년이 끝나는 시점인 학기말에서도 여전히 낮은 읽기 점수로 귀결될 수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마태효과(Matthew Effect)로 설명되는 교육현상으로, 낮은 성취
를 나타내는 학생들은 낮은 성취로, 높은 성취를 나타내는 학생들은 높은 성취로 종결되는
교육현상의 예로 설명될 수 있다(Stanovich, 1986). 따라서 조기 선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조기 선별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검증한 어절선택 CBM은 학습장애 진단의 대안적인 모형에 해당되는
중재반응모형의 1단계 수준에서 적용이 가능한 평가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로 기존 문헌에 따르면 보편적 선별 평가 방법을 중재반응모형의 1단계에서 사용되는 대표
적인 평가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Catts et al., 2009; Fletcher et al., 2006). 따라서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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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반응모형을 적용한 학습장애 연구나 교육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어
절선택 CBM을 중재반응모형의 1단계 평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읽기 위험군을 학생들을 조기에 선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절단점 점수들을 검사의 회기별로 제공하고 있다. 회기별로 제안된 절단점 점
수를 다양한 학생들의 정보와 함께 위험군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한 정보들로 활용한다면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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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iversal Screening for Early Identification of
Students at Risk for Reading:
An Application of Curriculum Based Measurement

Yeo, Seungsoo*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examine the technical adequacy of universal screening
measure (maze reading CBM), which is used for early identifying first grade students at risk for
reading. The participants were 391 students from four elementary schools. Correlation coefficients,
logistic regression, ROC curve analysis, and latent growth modeling were used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the appropriate technical adequacy of maze reading
CBM scores and slopes to identify students at risk for reading. Implication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Reading, Universal screening, CBM, Reliability, Predictive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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