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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지금까지 지능과 지능이론은 특수교육을 비롯한 교육관련 전문가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왔다. 지능에 대
한 통일된 견해가 없는 상황에서 지능의 구조와 인지 기능에 있어서의 개인차 등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계
속되어 왔다. 이 논문은 비교적 최근에 소개된 Cattell-Horn-Carroll 지능이론(이하 CHC 이론)의 관점에서
지능의 개념과 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CHC 지능이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
친 지능이론과 CHC 지능이론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통해 CHC 지능이론에 대한 이해의 틀을 마련하는데
있다.

<주제어> CHC 이론, 지능, 심리측정

Ⅰ. 문제 제기

수 있는 지능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조
광순, 2004; Wayne, 2003; Taylor, 2003), 이에 따라
검사 개발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지능 검사를 개발
하거나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검사를 개정하고 있다.

1. 연구의 의의

그러나 이렇게 개정된 검사의 대부분은 일부 하위
검사 도구를 정비하거나 컴퓨터 채점 프로그램을 도

지금까지 지능의 본질, 지능 검사, 지능과 성취도
와의 관계 등은 특수교육을 비롯한 교육관련 전문가
들의 공통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현재 다양한 지능이론과 지능검사가 소개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특수교육 교사와 심리진
단 관련 전문가들이 지능의 본질을 보다 잘 대변할

입하는 방식으로 외형을 바꾸었을 뿐, 지능 검사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지적 기능과 성취도를 사정하
는 측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Mascolo, 2002;
Flanagan & Ortiz, 2002).
이것은 새로운 관점에서 지능과 성취도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는 검사들도 마찬가지여서, 각 하위 검

* 이 논문은 대구대학교 BK21 특수교육 교육․연구단 7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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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정확하게 어떤 능력이나 성취도를 반영하는지

해 CHC 지능이론의 도출 배경과 지능의 본질에 대

에 대한 해석과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한 해석적인 틀을 수립하고자 한다.

있는 실정이다(Kamphaus, 1993; Miller, 2000).
지금까지 국내외에 소개된 지능이론은 크게 정보

2. 연구의 목적

처리 이론, 인지 변형이론, 인지 과정이론 등으로 구
분해 볼 수 있는데, 이 이론들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

이 연구의 목적은 CHC 지능이론의 형성에 영향

게 한정되어 있어 복잡한 인간의 인지 능력을 제대

을 미친 지능이론과 CHC 지능이론에 대한 이론적

로 반영하지 못하며(Flanagan & McGrew, 1997;

탐색을 통해 CHC 지능이론에 대한 이해의 틀을 마

Carroll, 1993, 1997; Horn, 1991, 1994), 일반적인 인

련하는데 있다.

지능력과 특정 인지능력 간의 상관관계, 인지 능력의
하위 구조와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한계
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McGrew, Flanagan,

Ⅱ. CHC 지능이론의 형성에 영향을

Keith, Vanderwood, 1997).

미친 지능이론

특히, 청각적 처리(auditory processing), 처리 속
도(processing speed), 단기 기억(short term memo
-ry), 장기 검색(long term retrieval), 인지적 유창성

1. 요인분석 방법과 ‘g’

(fluid intelligence), 구체적 지능(crystallized intellig
-ence) 등과 같은 특정 영역에서의 인지 발달은 개
인의 학업 성취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능 검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McGrew et al., 1997), 대부분의 지능 이론과 지능
검사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Miller, 2000).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연구자들
(Wayne, 2003; Sherman, 2001; Miller, 2000; McGr
-ew & Flanagan, 1998)이 기존의 지능이론들을 포
괄하고, 하위 검사에 대한 해석적인 틀을 제공하기
위해 Cattell-Horn의 ‘Gf-Gc 이론(Horn & Cattell,
1967; Horn & Noll, 1997)’과 Carroll의 ‘3층 인지 이
론(Carroll, 1993)’을 통합한 ‘Cattell-Horn-Carroll 지
능이론(McGrew, 1997; 이하 CHC 지능이론)’을 채택
하였고, 이를 통해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지능을 여
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CHC 지능이론에 관
련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CHC 지능이론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통

지능 검사의 이론적 기저에는 요인 분석 방법
(factor analysis method)이 있다. 요인 분석은 심리
측정에서 이용되는 양적인 측면(상관관계, 표준화된
측정 등)을 개발한 Galton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Miller, 2000).
Galton은 지적 능력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측정하
기 위해 객관적인 장치인 정신 능력을 사정하는 도
구를 이용하여 수천 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각각의
정신 기능을 밝히고, 그 중 높은 기능을 하는 사람들
의 점수를 분석하여 인간에게는 ‘일반적인 지적 능력
(g)’이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Jensen, 1980).
이어 Spearman(1923)은 지적 능력의 각 변인 간
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요인 분석 방법을
통해 그 원인이 단일한 일반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
지, 혹은 몇 가지 독립적인 구체적 요소의 작용에 의
한 것인지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Miller, 2000.
재인용). Spearman은 지능은 각각의 독립적․구체적
요소(s)뿐만 아니라 ‘g’라는 일반적․단일 요소를 반
영한다고 밝히고, 이것을 2요인 지능이론이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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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pearman, Carroll, Hermstein, Murray, Jensen,

이론(Thurstone, 1938; Thurstone & Thurstone,

Rushton 등의 요인 분석 이론가들은 지능 검사 점수

1941)에서 찾을 수 있다.

가 ‘g’를 가장 잘 반영하며, ‘g’가 인간의 지능을 설
명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본다(Carroll,

1) Spearman의 2요인 지능이론(‘g'이론)

1997).
요인 분석은 다변량 통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며, 특히 지능 검사에 관련된 요인 분
석은 서로 다른 지능 검사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널리 적용되고 있다.
한편, 지능의 구조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
도 대부분 IQ가 부분적으로 지적 기능의 다차원적
특징을 반영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Carroll, 1993).
따라서 ‘g’는 현재까지 인간의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표현하는 최선의 방법이다(Wayne, 2003).

Spearman의 2요인 지능이론, 즉 ‘g’ 이론은 일반
적인 요소(g)와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구체적인
요소(s)를 강조한다. Spearman을 포함한 일반적인
요소(g)를 인정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지능 검사에서
의 ‘g’는 일반적으로 지적 기능성을 측정하는 각각의
요소들의 달성 정도로 설명된다(Sattler, 1992).
‘g’는 일반적인 정신 에너지로써, 복잡하고 고차원
적인 지적 활동일수록 많은 양의 ‘g’가 요구된다
(Sattler, 1992; Wayne, 2003). ‘g’ 요소에는 일반적으
로 기능, 속도, 강도, 개인의 지적인 산출의 양으로써

2. 심리측정검사에 기초한 지능이론
인간의 지적인 활동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이론
(Sternberg, 1985; Kaufman, 1990; Das & Naglieri,
1997)들이 있지만,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 접근
방법은 심리측정 검사에 기초한 것이다(Neisser,
Boodoo, Bouchard, Boykin, Brody, Ceci, Halpern,
Loehlin, Perloff, Sternberg & Urbina, 1996, p.95).
Cattell-Horn-Carroll(CHC) 지능 이론은 심리측정
검사에 기초한 모델들 중에서도 인간의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 모델이다
(Daniel, 1997, 2000; Snow, 1998; Sternberg &
Kaufman, 1998).

추론되고 연합되는 정신 작용이 포함된다(Sattler,
1992; Miller, 2000).
Raven의 매트릭스 검사가 Spearman의 이론을 채
택하여, 지능 측정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Wayne,
2003). 매트릭스 검사는 ‘g’의 실질적인 부하와 지각
적 요구, 복잡한 정신적 노력 등을 측정한다. 이와
반대로, ‘g’와 관련이 적은 지능 검사들은 재인
(recognition), 회상(recall), 속도(speed), 시각-운동
능력(visual-motor abilities), 운동 능력(motor abilit
-ies) 등과 같은 특정 요소들(s)을 강조한다(Sattler,
1992).
Spearman의 ‘g이론'의 도식화는 <그림 Ⅱ-1>에
제시되어 있다.

CHC 지능 이론은 Cattell과 Horn의 ‘Gf-Gc 이론

g

(Horn & Cattell, 1967; Horn & Noll, 1997)’과
Carroll의 ‘3층 인지 능력 이론(Carroll, 1997, 1993)’
을 통합한 이론으로써 지금까지 개발된 여러 지능
이론들 중 가장 최신의 이론이자, 가장 포괄적인 이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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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

T5

T6

T7

T8

T9

론이다. CHC 이론의 근거는 Spearman의 2요인 지
능이론(Spearman, 1927)과 Thurstone의 다요인 지능

<그림 Ⅱ-1> Spearman의 ‘g’ 이론 모형

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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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urstone의 기본적인 정신 능력

(Primary Mental Abilities)

3) Cattell과 Horn의 ‘Gf-Gc’ 지능이론
Cattell과 Horn(Cattell, 1963; Horn, & Cattell,
1967; Horn & Cattell, 1967)은 유동적 능력(fluid

Thurstone(1938)의 지능 이론은 기본적으로 지능
을 단일한 특성이라기보다는 다차원적인 것으로 보
았다. Thurstone은 기본적인 정신 능력(언어, 지각
속도, 귀납적 추론, 수, 기계적 기억, 연역적 추론, 단
어 유창성, 공간 혹은 시각화)이라고 믿었던 특질들
(qualities)을 측정하기 위해 「Primary Mental Abili
라 어떻게 분리되는지 확인하려 했다(Wayne, 2003).
Thurstone은 인간의 지능이 어떠한 구성에 따라 체
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집단검
사를 통해 통계적으로 내적 상관관계를 밝히려면 집
단검사를 통해 내적 상관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
했다(Sattler, 1992).
Thurstone의 PMA 이론은 ‘g’가 7～9가지의 독자
적인 기본 능력의 한 차원 위에 존재한다는 관점이
다. 독자적인 기본 능력에는 귀납(induction : I), 추
론(deduction : D), 언어 이해(verbal comprehension
: V), 연상 기억(associative memory : Ma), 공간 관
계(spatial relations : S), 지각 속도(perceptual speed
: P), 수리(numerical facility : N), 단어 유창성(word
fluency: Fw) 등이 포함된다. Thurstone의 이론에
따른 후속 연구가 거듭되면서 독자적인 기본능력은
60개에 이르게 되었다(Carroll, 1993; Horn & Noll,
1997; Jensen, 1998).
Thurstone은 정신의 기능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요소(‘g’)에 대해 처음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는 의의가 있지만, 8가지 기본적인 요소 간에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Thurstone도
‘g’의 개념을 일부 수용하게 된다(신현기, 2002;
Jensen, 1998).
Thurstone의 ‘PMA 이론'의 도식화는 <그림 Ⅱ
-2>에 제시되어 있다.

intelligence; Gf)과 구체적 능력(crystallized inte
-lligence; Gc)에 기초를 둔 ‘Gf-Gc’ 지능이론을 고안
했다. ‘Gf-Gc’ 지능이론은 지적인 행동을 반영하는
10가지 전반적인 인지 능력을 포함시킨 다중 능력
모델이다(Horn & Noll, 1997).
1980년대 후반부터 지능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은
Horn과 Cattell의 ‘Gf-Gc’ 모델이 가장 인간의 인지
능력 구조를 가장 근접하게 분류하는 모델이라고 평
가했다. 이 중 Carroll(1993)은 지능에 관한 여러 논
문들을 분석한 후에 Horn과 Cattell의 ‘Gf-Gc’ 모델
이 인지능력의 구조에 대한 가장 근거 있고, 적절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유동적 지능(Gf : Fluid Intelligence)과 구체적 지
능(Gc : Crystallized Intelligence)이라는 두 능력은
Cattell의 초기 ‘Gf-Gc’ 이론(1941, 1957)의 명칭을 딴
것이다. 10가지 능력 중 나머지 8가지 능력은 수년에
걸친 체계적인 연구(Horn, 1965, 1968, 1985, 1988,
1991; Woodcock, 1994)의 결과에 따라 추가된 것이
며, 단기 기억(Gsm : Short-Term Memory), 시각적
처리(Gv : Visual Processing), 청각적 처리(Ga : Au
-ditory Processing), 장기 복구(Glr : Long-Term R
-etrieval), 처리 속도(Gs : Processing Speed), 정답
결정 속도(CDS: Correct Decision Speed), 수적인 지
식(Gq : Quantitative Knowledge), 읽기와 쓰기(Grw
: Reading and Writing)가 포함된다.
후속 연구를 통해 ‘Gf-Gc’ 이론이 확장되었지만,
Cattell(1943)의 초기 설이 유동성과 구체성이라는 두
가지 능력만을 가정했기

때문에

원래의 명칭인

‘Gf-Gc’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림 Ⅱ-3>에 Cattell-Horn의 Gf-Gc 이론의 도식
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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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Thurstone의 PMA 이론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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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Cattell-Horn의 Gf-Gc 이론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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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에 Horn은 Cattell의 ‘Gf-Gc’ 모델을 확

알려져 있다고 했다. PMAs에는 9가지 전반적인 능

장하여 9～10개의 ‘Gf-Gc’ 능력- 유동적인 지능(

력이 포함되며, 이 중 몇 가지는 전통적으로 ‘지능’으

Fluid Intelligence : Gf), 구체적인 지능(Crystallized

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Intelligence : Gc), 단기 습득과 검색(Short-Term A

일반적인 요인에 대한 이런 증거는 지능의 단일하

-cquisition and Retrieval: SAR or Gsm), 시각적 지

고, 통일화된 개념이 인간의 인지 능력을 완전하거나

능(Visual Intelligence : Gv), 청각적 지능(Auditory

적절하게 대변하지 못한다. Horn과 Noll에 의하면

Intelligence : Ga), 장기 저장과 검색(Long-Term St

몇 가지 지능들-논리적인 지능(Gf), 문화 변용으로부

-orage and Retrieval : TSR or Glr), 인지 처리 속

터 생긴 지식의 형성(Gc), 시각적 지능(Gv), 청각적

도(Cognitive Processing Speed; Gs), 정답 결정 속

지능(Ga), 단기 판단과 유지(SAR), 장기 기억 저장

도(Correct Decision Speed : CDS), 양적 지식(Quan

고로부터의 유창성과 검색 지능(TSR), 수적인 지식

-titative Knowledge; Gq). 읽기와 쓰기 Reading and

(Gq)-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더 잘 대변한다. 지적

Writing : Grw)-을 주장했다(Horn, 1988; McGrew,

인 처리 속도(Gs)와 의사결정 속도는 지능의 또 다

Werder, & Woodcock, 1991; Woodcock, 1994).

른 형태이다.

유동적 지능(Gf)은 비언어적이며 상대적으로 문화

Horn과 Noll(1997)은 중추 신경 체계, 유전적․환

로부터 자유로운 능력인 반면, 구체적 지능(Gc)은 발

경적 영향, 연령의 차이와 관련된 지능의 구조를 제

달에 있어서 문화에 노출됨으로써 발달하는 지식과

안하면서, 전반적인 지능은 다른 지능들의 연합에 의

기능이다. 또한, 유동적 지능은 적응과 새로운 학습

해 예견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전적․환경적 영

능력을 포함하며 정신 작용과 과정을 중요시하는 반

향의 결합과 손상, 교육과 같은 다른 요소들에 의해

면, 구체적 지능은 숙달되고 잘 다듬어진 인지적 기

영향을 받으며, 개인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나타난다

능으로써 정신적 성과와 성취와 관련된다(Sattler,

고 밝혔다.

1992).

즉, 전반적인 지능은 학습․연습․활용을 통해 증

유동적 지능(Gf)은 이해와 분석을 위한 귀납적, 연

가하게 되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신경학적기초를 감

역적, 연결적 추론을 요구하며, 자극 사이의 관계를

소시킬 뿐만 아니라 강도를 감소시킨다. 이것은 아동

해석하는 과제에 의해 측정된다. 구체적 지능(Gc)은

기 동안에 거의 모든 전반적인 지능이 증가하는 반

문화적 적응을 요구하는 과제에 의해 측정된다. 이것

면, 성인기 동안에는 Gc와 장기 기억(TSR)은 증가

은 구체적 지능이 언어적이고 일반적인 정보와 같이

되지만, Gf와 단기 이해와 기억(SAR), Gs 능력은 감

문화에 대한 친숙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복합적인

소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정보에 대한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와 문제 해결은
유동적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며, 정보의 단순한 회상

4) Caroll의 삼층 인지능력 이론

이나 재인과 같은 것은 구체적 능력을 측정하는 것

(Three-Stratum Theory of Cognitive

이다(Sattler, 1992).

Abilities)

‘Gf-Gc’ 이론은 1970년대까지 검사를 개발하고, 해
석하는데 널리 이용되었다. Horn과 Noll(1997)은 인
지 능력 검사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요인이 기본적인
정신 능력(PMAs: Primary Mental Abilities)으로써

Cattell-Horn의 Gf-Gc 이론과 유사한 3층 이론은
인지 능력의 구조를 계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Carroll, 1993a: Carroll, 1997). Carroll(1997)은 인간
의 인지 능력에 관한 주요 연구와 자신의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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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등 460건에 이르는 실험 연구를 분석하여, 인간의

의해 포함되는 구체적 능력의 위치도 각각 다르다

인지 능력은 계층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했다는

(Carroll, 1993a). ② Carroll의 모델은 장기 기억과

관점의 삼층 지능 이론을 개발했다(McGrew &

단기 기억 능력을 한 가지 요소(Gy)로 설정하고 있

Woodcock, 2001). 이 이론은 인간의 지적 능력의 특

는 반면, Cattell-Horn의 모델은 장기 기억과 단기

성을 설명하고, 지적 능력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과제

기억이 서로 분리되지만, 상호 연관이 있는 요소인

와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통합할 수 있다.

Glr과 Gsm으로 설정하고 있다. ③ Cattell-Horn의

3층 이론의 계층적 구조는 Spearman(1923; 1927),

모델과 3층 이론이 전반적인 언어적 지각 요소를 각

Holzinger(1936), Thurstone(1924), Vernon(1950), R.

각 Ga(Gf-Gc 이론)와 Gu(3층 이론)로 포함시키고

B. Cattell(1971), Horn(1988, 1991, 1994)과 같은 연

있지만, 3층 모델에서는 음성적 부호화와 같은 특정

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모델을 확장시킨 것이다.

청각적 능력은 Gc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3층 이론에서의 인지 능력은 보편성(generality)에

Cattell-Horn의 모델은 Ga를 반영한다고 본다. ④

따라 세 가지 층으로 조직화 된다. 일반적인 지능 요

Carroll의 모델은 ‘g(제3층)’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

소인 ‘g’가 가장 광범위한 수준(제3층)이며, ‘g’의 하

되는 일반적인 능력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위에는 “하위 영역 내에서의 다양한 행동에 영향을

Cattell-Horn의 모델은 ‘g’의 존재에 대한 Horn의 관

미치거나 지배하는 개인의 기본적인 구조적이자 오

점으로 인해(Horn, 1991; Jensen, 1998) 이를 포함시

래 지속되는 특징(Carroll, 1993a, p.634)”인 8가지 전

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적인 인지 능력(제2층)이 있다.
전반적인 능력에는 유동적 지능(Gf : Fluid Intelli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Cattell-Horn의

Gf-Gc 이론과 3층 모델은 지능이론 중에서 가장 선

-gence), 구체적 지능(Gc : Crystallized Intelligence),

구적이고 해석적인 것으로 평가된다(Flanagan et al.,

일반적인 기억과 학습(Gy : General Memory and

2000;

Learning), 전반적인 시각적 지각(Gv : Broad Visual

Flanagna, 1998).

Flanagan

&

Ortiz,

2001;

McGrew

&

Perception), 전반적인 청각적 지각(Gu : Broad Audi

Carroll(1993)은 여러 번에 걸친 검사와 관찰을 통

-tory Perception), 전반적인 복구 능력(Gr : Broad

해 개인의 심리적인 능력의 특징을 개관하고, 3층 지

Retrieval Ability), 전반적인 인지 속도(Gs : Broad

능이론을 구안했는데, 이 이론의 핵심은 개인에게는

Cognitive Speediness), 반응 시간/결정 속도(Gt :

각각 특징이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능력이 있다는 것

Reaction Time/Decision Speed)가 포함된다.

이다. 3층 능력의 존재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연령과

이 모델의 제1층은 약 70가지의 구체적 능력, 즉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험과 학습의 효과나 수행에 있어서의 특정 전략

지능 검사의 변인 분석을 통해 유추되었다. 여기에서

의 채택을 반영하는 고도로 제한된 능력을 반영 한

드러난 능력의 차이는 개인적 성숙과 학습 경험에

다”(Carroll, 1993a, p. 634).

따라 달라진다(Wayne, 2003).

Cattell-Horn의 Gf-Gc 이론과 3층 모델이 상당
부분 비슷하기는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다. 그
차이점은 ① 3층 모델은 수적인 지식(Gq)과 읽기/쓰
기(Grw)요소를 구분하지 않으며(McGrew, 1997; Mc
-Grew & Flanagan, 1998), 이 요소들은 Gf와 Gc에

<그림 Ⅱ-4>에는 Carroll의 3층 인지 능력 이론의
도식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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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능력간의 차이로 보았다. Carroll은 모든 기억
능력들을 한 가지 단일한 요소로 보았다. Horn은 단
기 기억, 장기 기억, 검색 능력간의 차이를 찾는 것
이 어렵다고 했다(Horn, 1988). 단기 기억의 한 부분

1) CHC 지능이론의 특징

으로써 연상적 기억을 포함시켰음(Horn, 1994)에도
불구하고, Horn(1988)은 장기 기억과 검색 능력(Glr)

Cattell-Horn-Carroll 지능 이론은 Spearman의 ‘g’
이론, Cattell과 Horn의 ‘Gf-Gc’ 이론, Carroll의 ‘요인
분석 연구(factor-analytic work)’에서 유래되었다.
McGrew는 Cattell-Horn의 ‘Gf-Gc’ 이론과 Carroll
의 ‘삼층 인지능력’ 이론을 비교하면서 이 두 이론을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McGrew & Flanagan, 1998).
McGrew가 밝힌 ‘Gf-Gc’ 이론과 ‘삼층 인지능력’ 이
론의 공통점은 두 이론이 모두 유동적(Gf)-구체적
(Gc) 지능으로 구성되는 전반적인 능력, 단기 기억
(일반적인

기억과

학습,

단기기억

습득과

검색

-Gsm), 시각적 처리(Gv)와 청각적(Ga) 처리, 저장과
검색(전반적인 회상 능력과 장기 연합 저장과 검색
-Glr), 두 가지 속도 능력(전반적인 인지 속도 혹은
인지적 처리 소도-Gs, 반응시간/결정 속도 혹은 정답
결정 속도-Gt)을 가정한다는 점이며, 차이점은 Carroll
은 한 차원 높은 수준의 ‘g’ 요소를 가정하지만,
Horn의 모델에서는 ‘g’라는 개념이 없다는 점이다.
Carroll과 Horn의 모델은 또한 일부 구체적 요소
의 위치에서의 차이가 있다. 즉, 전반적인 청각적 처
리 대신에 구체적인 지능(Carroll)의 하위에 읽기와
쓰기(Grw) 능력(Horn/Cattell)을 포함시키는 것, 전
반적인 수량적(Gq) 능력(Horn/Cattell)을 분리하는
대신에 유동적인 지능(Carroll)의 하위에 수적인 능
력을 두고, 전반적인 청각적 처리(Ga)(Horn/Cattell)
대신에 구체적인 지식(Carroll)의 하위에 음운적 인
식 혹은 음성적 부호화를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Carroll은 단기 기억 기술과 연상적, 의미적,
자유회상 기억 능력과 학습 능력을 일반적인 기억과
학습(General Memory and Learning) 요소의 부분에
두었다. Horn(1991) 단기 기억 기간, 장기 기억 용량,

하에서의 연상 기억의 측정을 확인했다. Carroll과
Horn은 명명의 유창성과 단어 유창성을 서로 다른
검색 요소에 두었다.
McGrew(1997)는 Cattell-Horn-Carroll(CHC) 이론
적 구조를 개발하면서 유동적 지능(Gf)으로부터 수
적인 추론/지식 요소(Gq)를 분리하고, 읽기와 쓰기
능력을 별도의 전반적 읽기와 쓰기 요소(Grw)로 나
누었다. 또한, 음운적 지식 능력을 청각적 처리 혹은
지능(Ga) 하에 두고, 연상 기억과 같은 기억과 검색
능력을 전반적인 검색(Glr) 능력의 하위에 두었다.
장기 검색(Glr), 단기 기억(Gsm), 처리 속도(Gs), 청
각적 처리(Ga), 시각적 처리(Gv), 구체적인 지능(Gc),
유동적 지능(Gf), 읽기와 쓰기 능력(Grw), 수적인 지
식(Gq)은 McGrew의 분석에 의해 주요 인지 능력
범위로 정해졌다.
McGrew(1997)는

Das의

PASS

이론(1990),

Gardner의 중다 지능 이론(1983), 구조 이론에 기초
한 요인 분석, 새로운 Gf-Gc 이론(기존의 Gf-Gc이
론은 두 가지 능력으로 되어 있지만, 새로운 Gf-Gc
이론은 9～10개의 능력을 가정한다)을 포함한 지능
의 구조에 관련된 이론적 틀들을 인정했다. 또한,
Carroll(1993)의 연구는 인간의 인지 구조를 밝히기
위해 최근 60～70년 동안 수행되어 온 지능에 관한
연구들을 요인 분석하여 완성한 것이다.
광범위한 요인 분석, 신경학적․발달적․유전적인
증거(Flanagan & Ortiz, 2001)들이 CHC 지능이론의
인지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성별-민족성의 교차 연구를 통해서도 해석력을 인정
받았다(Carroll, 1993; Gustafsson & Balk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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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h, 1997, 1999). 일반적으로 CHC이론은 현대의

(1) 유동적 추론(Gf: Fluid Reasoning)

다른 다면적 지능 모델에 비해 보다 완전한 조직에

유동적인 추론은 개인이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없
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이용하는 정신 작용

기초하고 있다(Flanagan & Ortiz, 2001).

을 망라한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작용은 개념을 인

<그림 Ⅱ-5>에는 CHC 지능이론의 도식이 제시

식하고, 패턴들 사이의 관계를 지각하고, 추측해서,

되어 있다.

암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추정하고, 정보를
인식하거나 전달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Carroll은 삼

2) CHC 지능이론의 인지 요인

층 인지 능력 이론에서 Gf를 여러 전반적인 능력들
CHC 이론은 McGrew 등(1991), Carroll(1993),
Woodcock(1994),

Gustafsson과

중 제3층에 있는, 전체적인 ‘g’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Undheim(1996),

개념화한다.

McGrew(1997)의 연구를 거치면서, 10가지의 전반적

유동적 추론에 포함되는 구체적 능력에는 일반적

인 능력과 전반적인 능력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70

인 연속적 추리(General Sequential Reasoning), 귀

여 가지의 구체적인 능력들을 밝히고 있다(Flanagan,

납(Induction), 양적인 추론(Quantitative Reasoning),

D. P., McGrew, K. S., & Ortiz, S., 2000).

피아제식

<그림 Ⅱ-6>에는 CHC 이론의 구조의 도식이 제

추론(Piagetian Reasoning),

추론

(Speed of Reasoning: RE)가 포함된다.

시되어 있다.

3층

g

2층

1층

T1

G1

PMA1

T2

G2

PMA2

T3

T4

T5

G3

PMA3

T6

T7

T8

<그림 Ⅱ-5> CHC 이론 모형의 구조

PMA4

T9

T10

T11

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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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반응
시간/속도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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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지각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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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관계

음성적
부호화
(종합)

의미적
기억

검사
수행률

선택
반응시간

시각적
기억

말소리
변별

자유회
상 기억

수의
유창성

의미적
처리 속도

빈칸
메우기
능력

폐쇄
속도

청각적
혼란자극
에 대한
저항력

관념의
유창성

문화에
대한
정보

철자
지식

폐쇄
유연성

소리
유형의
기억

연상의
유창성

일반적인
과학에
대한 정보

쓰기
능력

공간적
주사

일반적인
소리변별

표현의
유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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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도

관용적
지식

연속적
지각의
통합

시간적인
추적

명명의
유창성

의사소통
능력

읽기
속도

길이의
추정

음악적
변별과
판단

단어의
유창성

구어
산출과
유창성

지각에
있어서
의 착각

리듬의
보전과
판단

묘사의
유창성

문법적
감수성

지각의
교체

소리-강도
의 지속
변별

묘사의
융통성

외국어
능숙도

이미지

소리-빈도
변별

문제에
대한
감수성

듣기와
시발어

독창성/
창의성

절대 음감

학습
능력

유동적
추론
(Gf)

양적인
지식
(Gq)

구체적
지식
(Gc)

읽기와
쓰기
(Grw)

단기
기억
(Gsm)

시각적
처리
(Gv)

청각적
처리
(Ga)

일반적인
연속적
추리

수학적
지식

언어
발달

읽기
해독

기억
기간

시각화

귀납

수학
성취도

어휘적
지식

읽기
이해

학습
능력

양적인
추론

듣기
능력

구어
이해

작업
기억

피아제식
추론

일반적인
정보

추론
속도

외국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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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CHC 이론 모형의 구조

비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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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지식(Gc: Crystallized Ability)

지식(Mathematical

Knowledge),

수학

구체적 지식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문화 속에서 생

(Mathematical Achievement)가 포함된다.

성취도

활하면서 획득한 지식의 실현과 적용을 의미한다
(McGrew & Flanagan, 1998). 학습 할 수 있는 능력

(4) 읽기와 쓰기(Grw: Reading and Writing)

과 교육과 기타 경험을 통해 문화에 노출됨으로써

읽기와 쓰기는 Gc와 Gq와 마찬가지로 지식의 축

얻어지는 경험이 포함된다(Cattell, 1941). 구체적 지

적이 요구되는 능력이다. 읽기와 쓰기 지식에는 문자

식은 교육과 일상생활 경험을 거치면서 주로 언어적

를 이해하고, 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인 지식을 통해 획득된다.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기술이 포함된다.
언어발달(Language

또한 기본적인 능력(예를 들어, 읽기 해독, 철자 등)

Development), 철자적 지식(Lexical Knowledge), 듣

과 복합적인 능력(읽기 이해, 작문 등) 모두가 포함

기 능력(Listening Ability), 일반적인 정보(General

된다.

Gc의

구체적

능력에는

Information), 문화에 대한 정보(Information about

읽기와 쓰기의 구체적 능력에는 읽기 해독(Reading

culture), 일반적인 과학에 대한 정보(General Science

Decoding), 읽기 이해(Reading Comprehension), 구어

Information), 지리 성취도(Geography Achievement),

이해(Verbal Language Comprehension), 빈칸 메우기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Ability), 구어 산출과

능력(Cloze Ability), 철자 지식(Spelling Ability), 쓰기

유창성(Oral Production and Fluency), 문법적 감수성

능력(Writing Ability), 관용적 지식(English Usage

(Grammatical Sensitivity), 외국어 능숙도(Foreign

Knowledge), 읽기 속도(Reading Speed) 등이 포함된다.

Language Proficiency), 외국어에 대한 적성(Foreign
Language Aptitude) 등이 포함된다.

(5) 단기 기억(Gsm: Short-Term Memory)
단기 기억은 몇 초 내에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3) 양적인 지식(Gq: Quantitative Knowledge)

능력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인식된 정보의 이해와

양적인 지식은 수적․서술적․절차적 지식의 축적

유지를 의미한다. 단기 기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을 통해 달성되며, 기본적으로 수적인 정보의 이용과

번에 ±7 청크(chunks)까지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적인 상징의 조작이 필요하다. 양적인 지식과 양적

매우 제한적인 체제이다. Gsm의 예는 전화를 걸기

인 추론(Gf의 하위 범주인)은 현저하게 다르다. 양적

위해 전화번호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것과 과제를

인 지식이 개인의 획득된 수학적 지식의 저장을 반

완수하기 위해 특정 지시의 순서를 기억하는 것 등

영하는 반면, 양적인 추론은 양적인 문제를 해결할

이다. 단기 기억에 보유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

때 필요한 귀납적이고 연역적인 추론 능력을 나타낸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보는 몇 초 후에 상실

다. 예를 들어, 수학적 지능과 일반적인 수학적 지식

된다. Gsm을 활용해야 하는 새로운 유형의 과제가

이 요구되는 과제(예를 들어, 양에 관련된 상징의 의

주어졌을 때, 앞서 단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

미를 아는 것)에서는 양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반면,

는 상실되거나 개인의 기억으로 습득되어 장기기억

연속적인 숫자 과제에서 빈 칸에 들어갈 숫자를 찾

으로 보내진다.

는 문제(예를 들어, 1, 2, 4, 8, 16, …? )에서는 양적
인 추론이 필요하다.
양적인 지식에 포함되는 구체적 능력에는 수학적

단기 기억의 구체적 능력에는 기억 기간(Memory
Span), 학습 능력(Learning Ability), 작업 기억
(Working Memory)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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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각적 처리(Gv: Visual Processing)

청각적 처리의 구체적 능력에는 음성적 부호화:

시각적 처리는 시각적 도안과 자극에 대한 형성,

분석(Phonic Coding: Analysis), 음성적 부호화 : 종

지각, 분석, 종합, 조작, 변형, 사고에 관한 능력이다

합(Phonic Coding: Synthesis), 말소리 변별(Speech

(McGrew & Flanagan, 1998; Lohman, 1994). Gv는

Sound Discrimination), 청각적 혼란자극에 대한 저

사물을 조작하고, 공간적인 배열을 지각하며, 공간

항력(Resistance to Auditory Stimulation Distortion),

정위를 유지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시각적 패턴과

소리 유형의 기억(Memory for Sound Patterns), 일

자극을 효율적으로 역전시키거나, 회전시킬 수 있다

반적인 소리변별(General Sound Discrimination), 시

는 것은 공간 속에서 사물을 움직여 변화시키고, 공

각적인 추적(Temporal Tracking), 음악적 변별과 판

간 배치를 지각하고 조종하며, 공간정위를 유지할 수

단(Musical Discrimination and Judgement), 리듬의

있는 Gv 능력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보전과 판단(Maintaining and Judging Rhythm), 소

Gv의 구체적 능력에는 시각화(Visualization), 공

리-강도의 지속 변별(Sound-Intensity Duration Disc

간 관계(Spatial Relation), 시각적 기억(Visual Mem

-rimination), 소리-빈도 변별(Sound-Frequency Dis

-ory), 폐쇄 속도(Closure Speed), 폐쇄 유연성(Flexi

-crimination), 듣기와 시발어(Hearing and Speech

-bility of Closure), 공간적 주사(Spatial Scanning),

Threshold), 절대 음감(Absolute Pitch), 소리위치 측

연속적 지각의 통합(Serial Perceptual Integration),

정(Sound Localization) 등이 포함된다.

길이의 추정(Length Estimation), 지각에 있어서의
착각(Perceptual Illusions), 지각의 교체(Perceptual
Alternations), 이미지(Image) 등이 포함된다.

(8) 장기 기억과 검색
(Glr: Long-Term Storage and Retrieval)
장기 기억과 검색은 새로운 정보나 개념, 사고, 항

(7) 청각적 처리(Ga: Auditory Processing)

목, 이름 등과 같이 이미 습득한 정보를 장기 기억

청각적 처리는 전반적인 인지 능력들 가운데 가장

내에 저장하는 능력과 이 기억을 이후에 연합을 통

넓은 범주에 속한다. 청각적 처리 능력은 소리를 통

해 유창하게 검색하는 능력이다(Horn, 1991). Glr은

한 투입과 청력의 기능성에 따라 달라지며(Stankov,

개인의 이미 획득된 지식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Gc,

1994, p. 157), 청각적 자극 투입의 지각을 인지적으

Gq, Grw가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

로 조정할 수 있는 정도를 반영한다(Gustafsson &

가에 관한 것이라면, Glr은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

Undheim, 1996, p. 192). 청각적 처리에는 소리의 유

는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이후

형에 있어서의 미묘한 차이와 왜곡된 조건 하에서

에 검색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제시되는 음성의 변별뿐만 아니라, 청각적 자극들 유
형의 지각, 분석, 종합이 요구된다.
청각적 처리는 언어 이해(Gc)를 요구하지는 않지

장기 기억과 검색의 구체적 능력에는 연상적 기억
(Associative

Memory),

의미적

기억(Meaningful

Memory), 자유회상 기억(Free Recall Memory), 관

만, 언어 기능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Ga는

념의 유창성(Ideational

음성적 부호화와 같은 음성적 인식과 처리과 관련된

(Associational Fluency), 표현의 유창성(Expressional

대부분의 능력을 포섭할 수 있는 매우 광범위한 능

Fluency), 명명의 유창성(Naming Facility), 단어의

력이다.

유창성(Word Fluency), 묘사의 유창성(Figural Fluen

Fluency),

연상의

유창성

-cy), 묘사의 융통성(Figural Flexibility),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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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수성(Sensitivity to Problem), 독창성/창의성

Comparison Speed) 등이 포함된다.

(Originality/Creativity), 학습능력(Learning Ability)
등이 포함된다.

Ⅳ. 논의 및 결론
(9) 처리 속도(Gs: Processing Speed)
처리 속도는 지적인 민첩성이나 지적인 행동과 관

이 연구에서는 지능에 대한 새로운 해석적 틀이

련이 있다(Nettelbeck, 1994). 처리 속도는 인지 과제

될 수 있는 CHC 지능이론의 도입 배경과 이론적 구

를 유창하고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것, 특히 주의 집

조를 개관하였다.

중을 유지하는데 있어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의 과제

지금까지 지능과 지능의 본질, 그리고 지능검사가

수행 능력을 의미한다(McGrew & Flanagan, 1998,

산출하는 결과가 과연 진정한 의미의 지능인가에 대

p.24). 일반적으로 처리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과제

한 의문은 여러 지능이론들을 이끌었으며, 이들 중

에는 시간제한이 있고, 피검자의 기계적인 수행을 요

일부는 이론적․경험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이론도

구한다.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속도는 부수적인

있다.

요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속도제한은 피검자가 다

CHC 지능이론은 ‘g'이론, ’Gf-Gc'이론, ‘3층 지능

른 인지 영역에 할당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제한

이론’을 통합하고, 각 이론이 가진 장점만을 채택하

하는 역할을 한다(Kali, 1991).

여 만든 비교적 최신의 이론이다. 즉 CHC 지능이론

처리 속도의 구체적 능력에는 지각 속도(Percep

은 기본적으로 지능을 다중구인으로써 상정하고 있

-tual Speed), 검사 수행률(Rate of Test Taking),

으며, 일반적인 능력인 ‘g'가 10가지 전반적인 능력

수의 유창성(Number Facility) 등이 포함된다.

과 전반적인 능력 하위의 구체적인 능력에 의해 설
명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위계화시킨 것이다.

(10) 결정/반응 속도

그러나 특정 이론이나 지능의 구조에 대한 설명만

(Gt: Decision/Reaction Time or Speed)

으로 인간의 인지구조나 지적능력을 완전하게 해석

처리 속도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서로 구별되는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아직까지는 지능을 일반적인

능력이 결정/반응 속도이다. Gs와 Gt는 공통적으로

‘g'요인으로 파악할 것인가, 다중구인으로서 볼 것인

빠른 반응을 요구한다. 그러나 Gs가 자극이나 과제

가에 대한 합의된 결론도 없는 실정이다.

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하며 1초

따라서 CHC 지능이론의 관점에서 지능을 체계적

혹은 1/1000초 단위로 측정되는 반면, Gt는 비교적

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이 충족될

긴 기간의 노력을 요구한다(McGrew & Flanagan,

필요가 있다.

1998, p.25). 즉, Gs 과제는 피검자에게 주어진 기간

첫째, CHC 지능이론이 설정하고 있는 전반적 지

내에 신속하게 반응하기를 요구하는 반면, Gt 과제

식과 구체적 지식의 위계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

는 피검자가 정답 반응을 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

다. 특히 읽기와 쓰기(Grw)의 구체적 능력인 철자지

간이 걸리는지를 측정한다.

식과 쓰기능력, 읽기 이해와 구어이해 등은 구체적

Gt에는 단순 반응 시간(Simple Reaction Time),

능력 간의 중복 요소로 보이며, 읽기와 쓰기(Grw)의

선택 반응 시간(Choice Reaction Time), 의미적 처리

구체적 능력인 읽기 속도와 결정/반응 속도(Gt)의 구

속도(Semantic Processing Speed), 비교 속도(Mental

체적 능력인 의미적 처리 속도 등은 현실적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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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Genshaft,

&

P.

L.

Harrison(Eds.).

둘째, CHC 지능이론의 타당성이 증명되기 위해서

Contemporary intellectual assessment : The

는 경험적이고 이론적인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

ories, tests, and issues(pp. 122-130). N. Y.:

이다. 현재 CHC 지능이론은 다양한 사회․문화․인종적

Guilford.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널리 연구되고 있다.

Cattell,

R.

B.(1963).

Theory

for

fluid

and

이러한 노력이 상당 기간에 걸쳐 충분히 이루어진다

crystallized intelligence : A critical experim

면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쟁은 줄어들 것이다.

-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현재 관점에 따라 지능을 단일한 요소, 다중요소

54, 1-22.

들의 집합, 혹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수준 등

Cattell, R. B.(1971). Abilites : Their structure,

으로 다양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growth, and action. Boston : Houghton

우리가 지능의 본질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지능이

Mifflin.

론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CHC 이론은 지능을 설명하는 해석적인 틀로써,
또한 지능과 각종 수행능력을 예측하는 하나의 준거
로써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Daniel, M. H.(1997). Intelligence Testing :

Status

and trends. American Psychologist, 52(10),
1038-1045.
Daniel, M. H.(2000). Interpretation of intelligence
test

scores.

In

R.

Sternberg

(Ed.),

Handbook of intelligence(pp. 477-491).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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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Cattell-Horn-Carroll theory : A Review of the
Literature

Hyeon-ok Park*
<ABSTRACT>
Over the years, intelligence and intelligence theory have received much attention in the critical
literature. Attempts to define the construct of intelligence and to explain and classify individual
differences in cognitive functions have been characterized by significant variability for decade.
This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Comprehensive CHC theory.
Some of the most popular models include Carroll's Three-Stratum Theory of Cognitive Abilities,
Gardner's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the

Cattell-Horn

Fluid-Crystallized(Gf-Gc)

theory,

Feuerstein's Theory of Structural Cognitive Modifiability, the Luria-Das Model of Information
Processing, and Sternberg's Triarchic Theory of Intelligence.
The Cattell-Horn-Carroll(CHC) theory of cognitive abilities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well-validated model of cognitive abilities. CHC theory is grounded in more than half a century of
factor analytic research, and developmental studies of cognitive abilities, genetic heritability research,
and neurocognitive analyses have contributed to its validity base. CHC theory is a recent synthesis of
the Cattell-Horn Gf-Gc theory and the Carroll three-stratum theory of cognitive abilities.
CHC theory is a structured multiple intelligence theory that provides a framework to conduct
psychoeducational assessments.

<Key Words> Cattell-Horn-Carroll theory, Intelligence,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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