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연구 제6권 제2호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2011, Vol. 6, No. 2, 245-264.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의 수준 및 요인 구조
이 한 얼 (대구대학교)
조 인 수 (대구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의 수준 및 요인 구조를 분석한 것이다. 검사 도구는 지
원강도척도(Supports Intensity Scale)의 제1부 지원요구척도(Supports Needs Scale)를 번안
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의 수준은 성별에 따른 차이
가 없으며, 연령별로 16～18세에서 19～21세 또는 22～24세보다 높은 지원요구가 나타난다.
16～18세 연령에서의 높은 지원요구는 학령기의 지적장애인들에게 비교적 많은 교육적 기
대를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령에 따른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를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개인들의 지원요구를 연령에 따라 파악해보는 추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는 장애 정도에 따라 중도․최중도, 중등도, 경도의 순으로 높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 정도에 따른 사회성 및 적응행동 상의 결핍이 클수록 더 높은 지원
요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원요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단일요인 구
조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단일요인 구조모형의 자료에 대한 적
합도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요구는 단일요인 구조모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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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의의
지적장애인들은 학령기에 통합교육 및 전환교육을 통하여 학령기 이후 지역사회의 일원
으로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지적장애인들
이 지역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 적절한 사회성 및 바람직한 적응행동 기술을 갖출 수 있
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적장애인들은 그들이 가진 도전적 행
동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통합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그 결과 사회성 기술과 바람직한
적응행동을 발달시키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Swanton et al., 2010).
지적장애학생의 삶의 질 향상 및 성공적이고 실질적인 사회 통합을 위하여 개별적인 특
성을 존중하고, 독특한 교육적 요구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강조되고 있다(조인수, 2005;
Sitlington & Clark, 2006). 지원은 사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및 그와 관
계를 맺는 방식의 변화에 따라 점차 강조되어온 개념이다. Thompson 등(2004b)은 이러한
변화들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를 지닌 사람의 생활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둘째, 장애를 유발하는 조건에 대한 기능적인 서술(functional descriptions)의 활용,
셋째, 생활연령에 적절한 활동에 대한 초점, 넷째, 소비자 주도적 서비스의 등장, 다섯째,
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개별화된 지원의 준비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개인에 맞는 개별화된 지원요구 측정은 IEP 및 ITP 계획을 수립하는데 효과적이다. 기
존에 IEP 및 ITP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되었던 다양한 적응행동척도는 진
단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개인과 환경적․맥락적 상황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개별
화된 계획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세밀하고 정확한 측정이 이루
어진다 할지라도 적응행동 상에서 비슷한 능력을 가지는 개인들이 가지는 특성이 다르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맥락적 상황은 더욱 다양한 까닭에 개개인의 지원에 대한
요구의 수준과 유형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Thompson 등(2002a)은 지원이란 “개인의
관심과 복지를 촉진시키고 개인적 자립과 생산성 강화, 상호의존적인 사회에서 더 많은 참
여, 지역사회 통합의 증대,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는 자원과 전략”이라고 하였다. 개별화된
교육 계획을 개발할 때 필요로 하는 지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계획
과정이 개인에게 고정되거나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 사회에 개인이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을 확인하고 계획할 수 있으며, 장애인과 그들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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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가치 있는 결과를 제공하는 미래 지향적이고 결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
이다.
과거에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측정 방법에 따른 진단, 판별 및 계획이 지
적장애인들에게 제시되었다. 하지만 시대적 요청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표준으로 하여 장애를 판별 및 중재하려는 데에서 벗어나 그들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지원을 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를 사정하는 도구
가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지만 그들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하여 일관된 결과를 얻거나 이론
적 구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Thompson 등(2002b)은 명확하지 않고 체계적인 평
가가 되지 못하게 복잡한 지원요구의 특성에 대해 ‘불안정한 구조물(slippery construct)’이
라고 하였다.
지적장애인의 다양한 지원요구를 파악하고 복잡한 사정 도구를 적용하여 분석하는 일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다. 그리고 사실 지원이란 용어도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원의
적절한 적용으로 지적장애인들의 기능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대에서 지적장애인
들의 지원요구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에서는 지원요구 사정 도
구로 지원강도척도(Supports Intensity Scale)가 개발되었으며(Thompson et al., 2004a), 프
랑스어, 이탈리아어, 카탈루냐어, 스페인어, 중국어, 히브리어, 독일어 등으로 번안되어 지
원요구척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Schalock et al., 2008).
지원요구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논의는 개인이 가진 장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적
장애인 개개인에 맞추어진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인 까닭에 지원요구를 보다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하
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원요구의 요인 구조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연구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지원요구의 타당도나 요인 구조를 밝히기 위한 연구 대부분은 기존의 표준화된 척
도와 견주어 볼 때 신뢰도와 타당도에서 납득할 만한 수치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Thompson et al., 2004b; Bossaert et al., 2009; Kuppens et al., 2010; Smit et al., 2011),
요인 구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시된 연구 대상자의 변인들 중에서 지원요구의 수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는 성별, 연령별,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요구를 살펴보며, 명확하게 드
러나지 않는 지원요구의 요인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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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인간의 지원 요구에 대한 측정은 개인의 특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개인이 가진 사회성 및 적응행동 기술과 그 환경 간의 불일치를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
생태학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지적장애인들의 지원 요구를 정확
히 측정할 수 있다면, 그들 개개인에게 맞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에 적절히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변인에 따른 지원요구
수준 및 요인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지원요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
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인의 변인에 따른 지원요구의 수준을 밝힌다.
둘째.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의 요인 구조를 밝힌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특수학교와 장애인시설에서 만 16세～24세까지의 지적장애인을 대상
으로 연령별로 고르게 표집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성별과 장애 정도도 함께 고려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배경변인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와 같이 전체 182명의 지적장애인들 중에서 성별에 따라 남녀가 각각
53.3%, 46.7%이며, 연령에 따라 16～18세 34.1%, 19～21세 32.4%, 22～24세 33.5%이며, 지
능 지수를 기준으로 한 장애 정도에 따라 경도 35.2%, 중등도 31.3%, 중도 25.8%, 최중도
7.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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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자 배경 변인
변 인
성 별

생활 연령

장애 정도
(지능 지수)

빈 도(N)

비 율(%)

남

97

53.3

여

85

46.7

16～18세

62

34.1

19～21세

59

32.4

22～24세

61

33.5

경도 (50 이상)

64

35.2

중등도 (35～49)

57

31.3

중도 (20～34)

47

25.8

최중도 (20 미만)

14

7.7

182

100

전 체

2. 연구 도구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AAMR(Thompson et al., 2004a)이
개발한 지원강도척도(Supports Intensity Scale: SIS)의 제1부 지원요구척도(Supports
Needs Scale)를 번안하여 검사지를 구성하였다. 지원강도척도는 지원체제에서 지원요구의
패턴과 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설계된 다차원적 척도로서 특별한 의학적 그리고 행동적
지원 욕구를 규명할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삶의 활동 영역에 걸친 개인의 지원요구를 평가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표준화된 도구이다(Thompson et al., 2004b; AAIDD, 2010). 지원요
구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지원요구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분석
하위 척도

신뢰도 계수

SIS 메뉴얼의 신뢰도 계수

가정 생활

.93

.95

지역사회 생활

.95

.95

평생 학습

.97

.97

고용

.99

.97

건강과 안전

.95

.94

사회적 활동

.96

.96

전 체

.99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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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원요구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각 하위 척도별로
.93 이상을 나타내어 지원강도척도 매뉴얼(Thompson et al., 2004b)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
찬가지로 사정 도구로서 충분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지원요구척도는 6개의 지원 하위척도 및 49개 생활 활동(life activitie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구성은 <표 3>와 같다.

<표 3> 지원요구척도의 구성
하위 척도

활동 문항

가정
생활

① 화장실 사용하기 ② 의복 관리하기 (세탁하기 포함) ③ 식사 준비하기 ④ 식
사하기 ⑤ 집안 관리하고 청소하기 ⑥ 옷 입고 벗기 ⑦ 목욕하기와 개인위생·몸
단장 요구 관리하기 ⑧ 가전제품 조작하기

지역사회
생활

① 지역사회에서 장소 이동하기 (교통) ② 지역사회 상황의 레크리에이션/레저활동
에 참여하기 ③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이용하기 ④ 친구와 가족 방문하기 ⑤ 자신이
좋아하는 지역사회 활동(교회,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기 ⑥ 물건과 서비스를 쇼핑하
고 구입하기 ⑦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상호작용 하기 ⑧ 공공건물과 상황에 접근하기

평생
학습

① 학습활동에서 타인과 상호작용 하기 ② 훈련/교육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③
문제해결전략을 학습하고 사용하기 ④ 학습용 공학 사용하기 ⑤ 훈련/교육 상황에
접근하기 ⑥ 기능적 교과(신호 읽기, 거스름돈 계산하기 등)를 학습하기 ⑦ 보건과
체육기술을 학습하기 ⑧ 자기결정기술을 학습하기 ⑨ 자기관리전략을 학습하기

고용

① 직무/과업의 조정방안에 접근하기/수용하기 ② 특정 직무기술을 학습하고 사용
하기 ③ 공동 근로자와 상호작용 하기 ④ 감독자/코치와 상호작용 하기 ⑤ 일과
관련된 과업을 수용 가능한 속도로 완성하기 ⑥ 일과 관련된 과업을 수용 가능한
질로 완성하기 ⑦ 직무배치를 변경하기 ⑧ 고용주로부터 정보와 보조를 탐색하기

건강 및
안전

① 약물치료 받기 ② 건강·안전상의 해이함을 피하기 ③ 건강․간호 서비스를 획득
하기 ④ 보행하기와 이동하기 ⑤ 응급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 학습하기 ⑥ 영양
있는 식사 유지하기 ⑦ 신체적 건강과 피트니스 유지하기 ⑧ 정서적 웰빙 유지하기

사회적
활동

① 집안에서 사회적 활동하기 ② 타인과의 레크리에이션/레저활동에 참여하기
③ 집밖에서 사회적 활동하기 ④ 친구 사귀고 유지하기 ⑤ 개인적 요구에 관해
타인과 의사소통하기 ⑥ 적절한 사회적 기술 사용하기 ⑦ 연애관계와 친밀관계
맺기 ⑧ 자원봉사활동 하기

지원요구척도(SNS)의 각 항목별 점수는 빈도(frequency)와 일일지원시간(daily support
time), 지원 유형(type of Support)의 세 가지 차원에 따라 지원의 강도가 채점되며(0～4
점),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빈도는 각각의 목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횟수를 측정하며, 각 항목별 점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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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월 1회보다 적은 횟수가 필요할 때(0점), 월 단위로 지원이 필요할 때(1점), 매주 단위
로 지원이 필요할 때(2점), 매일 혹은 더 많은 지원 횟수가 필요할 때(3점), 지원이 매시간
혹은 더 자주 지원이 필요할 때(4점)를 나타낸다. 일일지원시간은 지원이 제공되는 날에
지원이 필요한 시간의 양에 대한 정보를 측정하며, 특정 항목에서 지원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때(0점), 일일지원시간이 30분 미만으로 필요할 때(1점), 30분에서 2시간 미만으로 필
요할 때(2점),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으로 필요할 때(3점), 4시간 이상으로 필요할 때(4점)
를 나타낸다. 지원 유형은 개인이 항목에 있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의 속성
을 측정하며, 어떠한 종류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 때(0점), 단지 점검하기만을 요구할 때
(1점), 구두나 몸짓 촉구하기를 요구할 때(2점), 활동을 하기 위해 특정 신체 보조를 필요
로 할 때(3점), 전적인 신체적 보조가 필요할 때(4점)를 나타낸다.

<표 4> 지원 요구의 세 가지 차원에 따른 지원의 강도
지원의 강도

평정
척도

특징

지원 요구의 차원
빈도

일일 지원 시간

지원 유형

지원이
요구되지 않음
(no support
needed)

0

특별한 영역에서 시
특정
영역이나 지원이 월 1회보
어떠한 종류의 지
간이 필요하지 않거
상황에서 지원이 다 적은 횟수가
원도 필요하지 않
나, 지원이 필요하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할 때
을 때
않을 때

간헐적
(Intermittent)

1

필요에 따른 지 월 단위로 지원이 하루에
30분미만의 단지 점검하기만을
원
필요할 때
지원이 필요할 때
요구가 필요할 때

제한적
(Limited)

2

제한적인 지원

확장적
(Extensive)

3

특정
환경에서 매일 혹은 더 많 하루의 지원이 적어 활동을 하기 위해
정규적으로 요구 은 지원 횟수가 도 2시간 이상 4시간 특정 신체 보조를
되는 지원
필요할 때
미만 정도 필요할 때 필요로 할 때

4

가장 정도 높은
전반적 환경에서 지원이 매시간 혹
하루 지원 시간이 4 지원의 유형으로
항구적으로 요구 은 더 자주 지원
시간 이상 필요할 때 전적인 신체적 보
되는 지원
이 필요할 때
조가 필요할 때

전반적
(Pervasive)

하루의 지원 시간이
매주 단위로 지원
구두나 몸짓 촉구
30분에서 2시간미만
이 필요할 때
하기가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세 가지 차원에서 채점하여 각 항목의 점수를 나타내며, 항목을 합산하여 각 하위영역
별 지원요구 점수를 나타낸다. 지원요구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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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지적장애인의 지원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내용타당도가 검토된 검사지를 토대로
하여 면접자들에게 지원요구척도의 개념과 검사지 작성 요령을 설명하였으며, 검사지 작성
요령을 충분히 익힌 면접자들을 구성하였다. 지적장애인의 교육과 훈련을 맡고 있는 학교
및 시설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검사의 의의를 설명하고 측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표집 기관 및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면접자들은 각 기관의 교사 및
직원에게 면접 대상자에 대한 응답을 받아 검사지를 작성하였으며, 2011년 6월 1일부터 8
월 31일까지 수집된 182여 건의 표본을 이용하여 자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자료 처리
연구된 자료의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척도의 변인별로 차이 검
증(t 또는 F)을 실시하였다.
둘째,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의 요인 구조를 밝히기 위해 지원요구의 하위척도간 상관
관계 분석(Pearson’s r) 및 요인 고유값을 1이상으로 두고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탐색적 요인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처리 분석 프로그램은 PASW ver.18 및 AMOS ver.18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의 수준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하위 척도에 따라 변인별(성별, 연령별,
장애 정도)로 차이 검증(t 또는 F)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원요구의 변인별 차이 검증 결과, 장애 정도에 따라 모
든 하위척도에서 .1% 수준의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난다. 전체점수에서 장애 정도로 중
도․최중도(M=383.9, SD=76.00), 중등도(M=299.4, SD=102.53), 경도(M=206.8, SD=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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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지원요구점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F=61.46), 다른 하위척도에서도 장애 정
도에 따라 동일한 순으로 지원요구 하위척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원요구 전체점수에서 5% 수준의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나며
(F=4.37),

16～18세(M=328.6,

SD=114.62),

22～24세(M=285.5,

SD=117.57),

19～21세

(M=270.0, SD=107.22) 순으로 지원요구점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위척도에서는 가
정생활(F=6.58), 건강 및 안전(F=4.80)에서 1% 수준의 통계적 유의차는 나타나며, 고용활
동(F=4.43)에서 5% 수준의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난다.

<표 5> 지원요구의 변인별 차이 검증

성 별
하위 척도

남

여

(N=97) (N=85)

연령별
t

16～18 19～21 22～24
(N=62) (N=59) (N=61)

(M, SD)

장애 정도
경도 중등도

F

중도 및
최중도

(N=64) (N=57) (N=61)

F

가정생활

46.5
47.5
(21.17) (22.70)

-.31

54.3
40.5
45.8
(21.84) (20.85) (20.87)

6.58**

30.0
48.3
63.5
(16.62) (19.08) (14.82)

62.14***

지역사회생활

47.1
47.0
(18.95) (19.30)

.03

51.2
43.4
46.3
(17.94) (18.71) (19.99)

2.62

31.9
48.4
61.6
(15.58) (15.40) (12.53)

65.42

평생학습

53.9
54.5
(21.46) (21.47)

-.18

59.4
50.4
52.7
(20.96) (20.27) (22.21)

2.99

38.9
54.3
70.2
(17.12) (18.67) (15.40)

52.64

고용활동

52.5
49.9
(18.96) (22.23)

.86

57.4
47.6
48.6
(20.32) (19.46) (20.64)

4.43*

37.7
51.5
65.3
(16.71) (20.53) (13.81)

40.30***

건강 및 안전

45.8
47.5
(19.98) (20.74)

-.56

52.8
42.2
44.6
(19.93) (19.22) (20.47)

4.80

32.8
47.4
60.4
(17.08) (19.15) (14.02)

42.18

사회적

50.4
47.5
(19.56) (21.44)

.93

53.4
46.0
47.6
(21.23) (18.20) (21.25)

2.28

35.5
49.5
62.8
(16.46) (19.84) (14.92)

39.61

전 체

296.2 294.0
(111.73) (120.08)

.13

328.6 270.0 285.5
(114.63) (107.22) (117.57)

4.37*

206.8
299.4
383.9
(88.52) (102.53) (76.00)

61.46***

**

***

***

***

***

* p<.05, ** p<.01, *** p<.001

성별로 살펴보면, 지원요구의 모든 하위척도에서 통계적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으며, 전
체점수에서도 남성(M=296.2, SD=111.73)과 여성(M=294.0, SD=120.08)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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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의 요인 구조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의 요인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탐색적 요인분석

표본 적절성 측정치는 일반적으로 .5보다 작은 경우 요인 분석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연구 자료의 요인 분석 적합성을 검증하는 지수인 표본 적합도(sampling
adequacy) KMO(Kaiser-Meyer-Olkin) 값은 .91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자료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요구의 하위척도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지원요구 하위척도간의 상관관계
가정
생활

지역사회
생활

평생
학습

고용
생활

건강․
안전

사회적

SNS
전체

가정생활
지역사회생활

.84***

평생학습

.87***

.88***

고용

.86***

.84***

.90***

건강․안전

.86***

.78***

.82***

.86***

사회적

.80***

.79***

.83***

.89***

.87***

전 체

.94***

.92***

.95***

.96***

.92***

.92***

*** p<.001

<표 6>은 지원요구 하위척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로, 7개 측정 변수들 간의 상
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차가
나타나며, 7개의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계수(Pearson’s r)는 .78～.96으로 나타나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요인의 개수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요인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여 실시한 지
원요구의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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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원요구의 탐색적 요인 분석
SNS 하위척도

요인1

가정생활

.93

지역사회생활

.92

평생학습

.95

고용

.96

건강 및 안전

.92

사회적

.92

전체 설명량

87.12%

지원요구의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요인수는 1개인 것으로 나타난다. 스크리 곡선을 검
토한 결과에서도 요인수는 1개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요인은 전체 분산 중
87.12%를 설명한다.

2)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모형이 자료에 적합하다는 영가설을 평가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통계치는 카이제
2

곱(χ )이다. 하지만 카이제곱 통계치는 자유도에 민감하기 때문에(Bentler & Bonett, 1980),
모형 검증을 위해 단독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자유도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적합
도를 평가하기 위해 자료의 분산과 공분산이 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수량화한 적합
도지수들을 함께 보고하는 것이 권장된다(Marsh et al., 1998). 모형의 전반적인 부합도를
평가하는 절대적합지수로는 적합지수(GFI), 조정된 적합지수(AGFO)를 선택하였다. 기초모
형에 대한 제안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해주는 증분적합지수로는 상대적합지수(CFI), 표준적
합지수(NFI)를 선택하였으며, 제안모형의 복잡성과 객관성의 차이를 비교해 주는 간명적합
2

지수로 간명표준적합지수(PNFI), 간명적합지수(PCFI)를 선택하였다. χ /df는 5이하, GFI,
NFI, CFI는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해석되며, PNFI, PCFI는 .60 이상이면
양호하지만 높을수록 우수한 모형이고(김계수, 2001), AGFI는 .80을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2

다(허명회, 양경숙, 2007). 그리고 χ 과 다른 적합도 지수들간에 표본의 크기로 인한 결과
2

2

불일치가 있으면 χ 보다 NFI나 χ /df의 결과를 따른다(Bollen, 1989).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요구의 단일요인 구조모형을 구성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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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e2
e3
e4
e5
e6

1
1
1

가정생활
지역사회생활
평생학습

1
1
1

.94
.91
.95
지원

.96

고용

요구

.92
건강 및 안전

.92

사회적

[그림 1] 지원요구 단일요인 구조모형

지원요구의 구조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지원요구 구조모형의 적합도 통계치
구조모형

χ2

df

χ2/df

GFI

AGFI

CFI

NFI

PNFI

PCFI

단일요인

81.76

14

5.84

.87

.81

.95

.95

.88

.89

2

지원요구의 단일요인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에서 χ (df=14)=5.84(p<.001)로 산출되어
단일요인 구조모형과 실제자료를 나타내는 모형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χ
2

/df(5.84)도 5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나며, GFI(.87)는 .90보다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자료를 설명하기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FI(.95), NFI(.95)는 .9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며, AGFI(.81)은 .8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PNFI(.88), PCFI(.89)
도 .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지원요구는 단일요인 구조인 것으로 나타나며, 확인적 요인 분
석 결과 지원요구의 단일요인 구조모형은 대부분의 적합도 지수에서 양호한 결과가 나타
나 지원요구 요인 구조의 적합도를 잘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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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의 수준 및 요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 대상을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소재 4개의 고등학교 특수학급, 3개의 특수학교, 3개의 장애인생
활시설, 2개의 장애인재활시설의 지적장애인 182명으로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
상의 표집은 다양성 확보와 연구의 편의를 위한 두 가지 차원을 고려하여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고등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
재활시설로 나누어 표집하였다. 연령에 따라 다양한 대상을 선정하고자 학교와 시설에서
고르게 표집하였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 학령기에는 고등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학령
기 이후에는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재활시설에서 고르게 표집하였다. 또한 각 학교나 시
설에서 표집 대상의 성별에 따른 비율을 동등하게 두어 연구 대상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면접자들이 접근하기에 이동거리가 가깝고 연구 조사에 협
조적인 응답자들이 분포한 학교나 시설의 지적장애인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사정 도구를 이용하여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를 측정하는데 있어 정확한 측정을 위해 응답
자의 연구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많은 문항을 측정함에 따라 비교
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응답자의 면접자에 대한 협조적인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의 제한점으로 더 많은 연구 대상을 표집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전국적으로
고르게 표집하지 못하였다. 연구자로서는 면접자와 응답자를 적절히 선정하여 성별, 생활
연령, 장애 정도에 따른 연구 대상 변인을 다양하게 표집하려는 노력으로 지역분포의 부족
에서 오는 한계를 상쇄하고자 하였다.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매우 다양하며 인간이 속한 환경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Bronfenbrenner(1979)에 의해 제시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
체계로 나누어 인간이 속한 환경을 분류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변인을 살펴보면, 미시체계
는 개인의 특성을 포함하며 그 개인이 속한 가장 인접한 환경과 관련된 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별, 연령, 출생순위, 장애유형, 장애정도, 중복장애 여부와 같은 개인 특성 변인
및 부모의 소득 정도, 종교, 양육태도, 양육참여정도, 가족기능과 같은 가정환경 변인이 있
다. 중간체계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반영
하는 변인이며, 외체계는 개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더 큰
환경으로 친척, 이웃, 동네, 가족의 친구, 관련법과 서비스가 포함된다. 또한 거시체계는 하
위문화나 문화전반에 걸쳐 존재하거나 또는 존재할 수 있는 하위체계의 형식과 내용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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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특정문화에서 강조되는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중간체계 및 외체계에 관련된 변인과
문화 간의 차이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거시체계에 관련된 변인은 연구에 고려하지 않았다.
미시체계에서 가정환경 변인은 연구 대상의 연령이 16세 이상인 관계로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참여정도와 같은 변인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으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변인이 많아 현
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조사연구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타당성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에 대한 변인으로
성별, 연령, 장애 정도를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연구에서 많은 관
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
가지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또
는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재활시설에서 16～24세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성별에 따른 지
적장애인의 지원요구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성별(남 53.3%, 여 46.7%)을 변인
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첫 번째 목적과 관련하여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의 수준은 성
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성별에 따른 지원요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환경적․맥락적 상황에 대한 변인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성별보다 연령별, 장애 정도에 따른 변인에 따라 더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지
적장애인의 지원요구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적
인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제한이 있다.
연령에 따라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과 기술의 내용 및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
에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도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겠지만
지적장애인은 학령기 전에 운동기술, 신변처리, 자기보호기술과 관련된 지원을, 학령기에는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기술, 학습과 관련된 지원을, 학령기 이후에는 경제생활, 작업
기술, 고용과 관련된 지원을 주로 필요로 할 것이다. 지적장애인들이 성장해가면서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지원요구의 수준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Kuppens 등(2010)의 지
원강도척도의 요인 타당도 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지원요구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
았지만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서 지적장애인의 연령에 따라 50세 이상(75.02%)과 50세 미
만(24.16%)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표집하였으며, Smit 등(2011)의 지원강도척도(SIS)의 신
뢰도와 타당도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21～30세(12%), 31～40세(29%), 41～50세(40%),
51～60(19%)세의 연구 대상자를 표집하였다.
지원요구의 선행연구에서 연령별 변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넓은 연령대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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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으로 집단화하여 연령에 따른 지원요구의 차이 변화를 살펴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
히, 학교에서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전후하여 연령에 따른 지원요구의 차이
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단계, 사
회로 전환하여 적응하는 단계, 사회로의 전환이 어느 정도 정착된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
계에 16～18세, 19～21세, 22～24세의 연령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연령별에 따
른 지원요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요구 전체점수와 가정생활, 건강 및
안전, 고용활동의 하위척도에서 연령별 16～18세, 22～24세 19～21세 순으로 지원요구점수
가 높게 나타난다. 학령기에 지적장애인들은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에서 그들의 행동과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요구받지만 학령기 이후에는 교육적 요구가 줄어들고 장소나 상황을
변화시켜야 하는 경우가 적어지는 까닭에서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가 16～18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를 연결해볼 수 있다. 하지만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는 개인에 따라 편차
가 크게 나타남으로 이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지원요구를 연령에
따라 파악해보는 추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장애 정도를 살펴보면, 지적장애란 용어가 사용되기 전까지 정신지체의 진단 및 분류는
지적 능력에 바탕을 두고 지능 지수를 준거로 장애 정도를 구분하였다. 정신지체의 용어를
지적장애로 변경되고 인간의 기능성에 대한 측면이 강조되면서 AAIDD(2010)에서는 인간
의 지원 요구에 기초한 분류를 강조하며 이전의 지능 지수에 의한 진단과 분류를 지양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장애를 분류하는데 지능 지수가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현실적으로도 지능 지수를 참고하여 지적장애를 분류하고 있다. 이영철(2007)은 지적장애
를 병리학적 관점, 심리측정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행동주의적 관점, 사회지원체제로서
의 관점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장애 정도는 지적장애를 분류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지적장애를 분류하는 것은 기능주
의적 패러다임에 의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지능수준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에 따른 분류
는 지능지수의 -2 표준편차에서 -3 표준편차에 해당하는 경도 지적장애(지능 지수 56 이
상 70 이하), 지능지수의 -3 표준편차에서 -4 표준편차에 해당하는 중등도 지적장애(지능
지수 41 이상 55 이하), 지능지수의 -4 표준편차에서 -5 표준편차에 해당하는 중도 지적장
애(지능 지수 26 이상 40 이하), 지능지수의 -5 표준편차 이하에 해당하는 최중도 지적장
애(지능 지수 25 이하)로 구분하였다.
Buntinx 등(2008)은 연구에서 지능 지수로 분류한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요구척도(SNS)
의 하위척도별로 지원요구 점수를 제시하였으며, 그 기준을 경도 70～51, 중등도 50～36,
중도 35～20, 최중도 20이하로 구분하였다. 또한 구분된 기준을 바탕으로 결과치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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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지만 이와 동일한 지능 지수를 기준으로 연구 대상의 배경 변인을 표집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Thompson et al., 2002a; Thompsom et al., 2004b; Thompson et al., 2008;
Smit et al., 2011). 따라서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지적장애를 분류한 기준을 바탕으로
경도(지능 지수 50 이상, 35.2%), 중등도(지능 지수 35 이상 50 미만, 31.3%), 중도(지능 지
수 20 이상 35 미만, 25.8%), 최중도(지능 지수 20 미만, 7.7%)로 나누어 이에 따른 지적장
애인의 지원요구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장애 정도로 변인을 설정하였다. 지원요
구는 전체점수와 모든 하위척도에서 장애 정도에 따라 중도․최중도, 중등도, 경도의 순으
로 지원요구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가 지원요구의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지원요구를 필요로 한다는 선행연구
와 일치한다.
두 번째 연구 목적인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의 요인 구조에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지
원요구는 단일요인 구조에 적합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시한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지원요
구의 단일요인 구조모형은 지원요구의 구조모형 적합도를 비교적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지적장애인 14,86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Kuppens 등(2010)의 SIS 요인 타당도에
관한 연구는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하여 지원요구의 6가지 하위척도에 따른 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와 해당 항목간의 요인 상호관계가 충분히 높게 나타났음을 밝
히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지원요구의 요인은 가정생활, 지역사회생활, 평생학습, 고
용, 건강 및 안전, 사회적 활동의 6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요구의 6가지 하위척도는
단일요인 구조인 것을 알 수 있다. 지적장애인들의 지원요구가 그들의 생활환경을 중심으
로 6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단일요인 구조로 설명되는 그들의 지원요구는 총체적
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Harries 등(2005)은
지원요구의 하위척도 일부와 개념적 적응행동과의 관련성을 밝혔으며, Smit 등(2011)은 지
원강도척도의 하위척도 중 가정생활, 지역사회생활, 평생학습, 고용, 건강 및 안전, 의료지
원과 실제적 적응행동과의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아직까지 지원요구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연구가 이루어진 초기 단계로 지원요구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
지 않았으며, 특히 지원요구의 요인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지적
장애인의 지원요구에 맞추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지원요구의 요인구조를 명
확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의 수준 및 특성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연구 대
상을 폭넓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 연구 대상의 표집 지역, 연령 등의 변인들을 더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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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여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
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지적장애인에 대한 중재와 지원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화된 프로파일과 그에 맞게 최적화된 계획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요구 사
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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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evels and Factor Structure of Supports Needs
in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Lee, Han-Eol (Daegu University)
Cho, In-Soo (Daeg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evels and factor structure of supports
needs in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upports needs indexed by SectionⅠ
Supports Needs Scale of Supports Intensity Scale translated in Korean.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s needs was no difference depending on gender and,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ith 16～18 years showed higher Index of supports needs than
19～21 years or 22～24 years according to age. Higher Index of supports needs in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ith 16～18 years signified that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t school age were required relatively high expectations, thu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follow-up study that examine supports needs on individuals'
growth in order to realize clearly supports needs in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depending on age. Supports needs were indexed high severe․profound, moderate, mild
in oder according to level of disabilities, such a result signified that require higher
supports needs according to level of disabilities as more deficit of sociality and
adaptive behavio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supports needs produced one factor
structure.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supports needs was favorable goodness
of fit one factor structure model reproduced by empirical data. thus supports needs
was indicated one factor structure model.
Key Words : Intellectual Disabilities, Supports Needs,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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