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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분석을 통한 중재가 지적 장애아동의
*

인지기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

강 영 심 ** 1)

Ⅰ. 서 론
기술문명이 급격한 속도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고, 인지와 같은 내적인
정신과정이 중요한 교육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이해하는 등의 인지 기능은 아동으로 하여금
급변하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지적 능력의 결핍은 학업적인 면은 물론 사회․정서적인 면의 전반적인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는 아동들을 주체적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중의 하나
는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인지는 감각, 지각, 이미지 형성, 이해, 판단, 사고 규칙 등 인간이 사물이나 사상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거나 그 지식을 사용할 때 작용하는 모든 정신적 과정 내지는 기능을 총칭
한다. 이러한 인지 능력과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개념이 지능이기 때문에 지적 장애아
동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지능검사에서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성취를 보이는 아동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적 장애아동을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는 지능을 변화될 수 없는 고
*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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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실체로 믿었던 심리측정이론가들의 관점에 입각해서 개발된 표준화 지능검사가 대부
분이다. 지능에 대한 관점은 변화되고 있으며 지능의 관점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지
능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능의 측정방법 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대표적인 비판점은 표준
화 지능검사는 지금까지 아동이 학습한 결과 즉 선행학습에 대한 정태적인 측정만 하기
때문에 학습잠재력에 대한 적절한 지표가 되지 못하며, 검사 결과는 단순한 분류의 기능만
을 할 뿐 교육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강영심, 1998a).
지능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으로는 지능이 단일한 인지 기술이 아니라 많은 인지
기술들의 집합체이며, 그 인지 기술은 영역일반성이 아니라 영역특수성을 갖고 있으며, 선
천적이며 고정, 불변한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역동적이라
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되는 지능의 관점에 비추어 본다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의 준거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Mayer, 2000). 첫째는 하나의
전체적인 능력이 아닌 개별적인 각각의 기술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둘째는 문제 해결된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이어야 하며, 셋째는 일반적인 전체 맥락 속에서가 아닌 영역특수적
이고, 넷째는 기본 기능을 습득한 후가 아니라 기본적 기능 습득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고
차원의 사고기술이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전술한 변화되는 지능관에 부합되는 지능 측정 방법과 그에 따른 적절한 인지 기능 향
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입장으로 인간의 인지능력 혹은 지능에 대한 역동적 접
근이 있다(강영심, 1998a, 1998b；김언주 & 최애숙, 1996；신현기, 1995；전윤식, 1992；최
진승, 송연숙, & 김진숙, 1998；Feuerstein, Rand, & Hoffman, 1979；Ginsburg, 1986；
Gupta & Coxhead, 1988；Haywood, Filler, Shifman, & Chatelanat, 1975；Lidz, 1991；
Samuels, 1986). 역동적인 평가방법은 검사 과정 내에 교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과 지향
적인 한 번의 검사 결과를 강조하는 정태적인 접근과는 달리 학습 활동을 관찰하고 학습
자가 학습해 나감에 따라 어떤 장애 요인이 있는지를 진단해 나가는 과정 지향적인 수행
평가이다. 즉 검사 과정 중 훈련 단계에서 검사자는 특별한 교육적 중재를 하고 그 중재에
대한 반응을 통해 아동의 잠재 능력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이러한 역동적 평가 방법이 특수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강영심(1998)의 연구 결과를 토대
로 제시하면 첫째, 아동의 학습과 수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 어떤 인지 과정을 가르쳐야 하
는지, 어떤 환경적 조건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기 때문에 특수아동을
위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둘째, 인
간의 지능을 변화 가능하고 적절한 교수나 중재를 제공하면 상당 부분 수정 및 향상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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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가정을 하고 평가 과정에도 훈련 후의 변화도를 중요한 변수로 여기고 있으며, 셋
째, 아동이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각 아동의 독특한 학습 스타일에 맞추어 평가
가 이루어지고 또한 중재를 통해 특수아동들에게 자신감이나 성취감을 고양시켜 주기 때
문에 동기 부여의 역할을 하며, 넷째, 특별한 과제에 따라 다양하게 교수를 실시하기 때문
에 장애아동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어 강점을 계속 발전시키고 약점은 적절한 중재를 통
해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는 점이다.
특수교육에서 적절한 평가와 그에 따른 중재 방법의 도입이 시급한 시점에 본 연구는
역동적 평가의 기본 틀 속에서 수행되었다. 다시 말하면 지적 장애아동의 과제 수행 상에
범하는 오류를 분석하여 그 오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지 기능을 개선 보완해 주
는 중재 프로그램을 받았을 때 전통적인 강의식 중재 교수를 받은 집단이나 통제 집단에
비해 장애 아동들의 인지 능력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오류분석을 통한 중재가
지적 장애아동의 인지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밝혀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리하여 최근에 교육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역동적 평가의 실제를 통해 전통적인 지
능관과 그에 따른 검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지적 장애아동의 인지기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오류 분석을 통한 중재 방법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 특수학급이 있는 세 학교의
2, 3학년에 재학 중인 지적 장애아동 45명과 각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교사이다. 이들 지
적 장애아들은 두 부류의 아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지적인 수준과 학업 성적이 부
진하여 특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아동들로 오전이나 오후에 두 시간씩 특수학급
에서 국어와 수학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는 아동들이고 다른 부류는 특수학급에 배치는
되지 않았지만 담임 교사의 판단에 의해 특별한 교육적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들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도구인 레이븐 표준 매트릭스 검사(Raven's Standard Progressive Matrices) 60문항에
서 각 문항 당 1점씩으로 30문항으로 재구성된 사전검사용 검사 도구에서 10점 이하를 받
은 아동을 지적 장애아동으로 하였다. 따라서 여기에는 특수학급에서 시간제 특수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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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아동과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들이 있다. 매트릭스 사전 검사를 통해 1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아동들 중에서 각 집단이 동질집단이 되도록 각 학교에서 15명씩 선
정하는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통제 집단, 실험집단 1, 실험집단 2에 할당되었다. 지
적 장애아동 선정 기준을 레이븐 표준 매트릭스 검사 점수 10점으로 한 것은 지적 장애아
동의 대표적인 집단인 정신지체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을(강영심, 1996a, 1996b, 1998a,
1998b) 토대로 한 것이다.

2. 연구 과정
본 연구는 1998년 5～7월 세 달에 걸쳐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 대상인 지적 장애아동을
선정하는데 4주 걸렸으며 선정 과정에 지적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레이븐 표준 매트릭스
검사를 실시하여 인지 기능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1, 2의 아동들은 개별적으로 중재를 받고 나서 사후검사용 레이븐 표준 매트릭
스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동들마다 사후검사를 받은 시기는 달랐지만 조건은 같았다. 통
제집단의 아동들은 실험집단의 개별적인 중재가 모두 끝나는 시점에 집단적으로 사후검사
를 받았다. 각 집단에 대한 추후 검사는 한 달 후에 집단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 장애아동들이 범하는 오류를 분석하여 그러한 오류를 낳게
하는 요인인 결핍된 인지 기능을 보완해 주는 중재를 적용했을 때 실제로 지적 장애아동
의 인지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단계는 지적 장애아동들이 과제
를 수행하는 과정에 범하는 오류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인지 기능을 도출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 단계는 도출된 인지 기능을 실제 지적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중재하여
중재를 받은 후에 어느 정도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는지를 파악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1) 오류 관련 인지 기능 분석을 기초 연구

예비연구로 지적 장애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역동적 평가 방법의 기본 과정인 검사-중재재검사 단계를 개별적으로 실시하면서 지적 장애아동의 결핍된 인지 기능의 유형과 특성
을 분석하였다. Feuerstein과 Feurstein(1991)에 의하면 인간을 정보처리자로 볼 때 정보 처
리 과정을 투입, 처리, 산출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인지기능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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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을 경우는 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투입단계
의 장애로는 부정확한 지각, 무계획적, 충동적, 비체계적 탐색행동, 수용적 언어 도구와 개
념의 결핍, 시간적․공간적 방향감각의 상실, 정확성과 정밀성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의 결
핍, 여러 정보원을 동시에 관련 지울 수 있는 능력의 부족 등이 있다. 처리단계의 장애로
는 문제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 적절한 자극이나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결핍, 자발적인 비교능력의 결함, 사상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의 결핍, 추리능
력과 가설검증 능력의 결핍, 계획적 능력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산출 단계의 장애에는
자기 중심적 대화, 자기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도구의 결핍, 시각적 이
행능력의 결핍, 반응의 치밀성과 정확성에 대한 필요성의 부족, 시행착오적 행동, 충동적
행동 등이 있다. 본 예비연구에서는 특수학교 초등부에 재학 중인 경도 정신지체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레이븐 표준 매트릭스 검사를 역동적 평가방법으로 실시하여 중재를 위한 오류
의 종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레이븐 표준 매트릭스 검사에서는 ① 시간적․공간적 방향
감각의 상실, ② 크기, 형태, 및 양에 대한 보존 개념의 결핍, ③ 여러 정보원을 동시에 관
련 지울 수 있는 능력의 부족, ④ 부정확한 지각, ⑤ 시행착오적인 충동적 행동, ⑥ 비교
능력의 부족이 오류와 가장 관련이 있는 인지 기능으로 밝혀졌다.
(2) 오류분석을 통한 중재가 인지 기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성 검증

두 번째 단계는 오류분석을 통한 중재가 인지 기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제집단, 실험집단 1, 실험집단 2의 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전, 사후, 및 추후
검사 통제집단 실험설계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통제집단의 지적장애 아동들에게는 어떠한
실험적 처치도 가하지 않고 사전, 사후, 및 추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 1의 지적 장
애아동들을 대상으로는 레이븐 표준 매트릭스 검사 훈련용을 가지고 전통적인 강의식 교
수로 중재를 제공하였는데 구체적인 과정은 검자사 및 훈련자가 아동 옆에 앉아서 각 문
항마다 과제의 특징을 설명하고 설명을 들은 후 아동이 과제에 대한 답을 하면 맞는지 틀
린지 피드백을 준다. 이때 피드백은 교정적 피드백과 지원적 피드백을 같이 사용했으며,
답이 맞으면 아동으로 하여금 답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게 하고, 틀리면 훈련자가 설명을
하면서 같이 답을 찾으면서 차례대로 과제를 해결한다. 실험집단 2의 지적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는 레이븐 표준 매트릭스 검사 훈련용을 가지고 예비 연구에서 도출된 오류와 관
련된 인지 기능을 교정하는데 초점을 두면서 중재를 한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강의식
교수 중재의 목적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다면 오류분석을 통한 중재의 목적은 과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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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과제와 관련된 인지 기능인 시간적․공간적 방향 감각, 크기, 형태, 및 양에 대한
보존 개념, 여러 정보원을 동시에 관련 지울 수 있는 능력, 정확한 지각, 계획적인 행동,
비교 능력을 보완해 주는데 있다. 실험집단 2의 아동들은 개별적으로 각 과제마다 전술한
여섯 가지 인지 기능을 점검하면서 해결하는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실험연구에서 각 집단
의 검사 및 중재 실시자는 각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교사이다. 실험집단 1의 담당 특수교사
에게는 연구자가 구두로 전통적인 강의식 중재 방법을 설명하였다. 실험집단 2의 담당 특
수교사는 지적 장애아동에 대한 중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자를 통해 오류 관련 인지기능
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중재 방법 실습을 포함하는 훈련을 받았다.

2. 실험 자료 및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전 검사, 중재용 자료, 사후 검사 및 추후 검사로 사용된 도구는 레이븐
의 표준 매트릭스 검사이다(Reven, 1960). 매트릭스 검사는 일종의 도형을 통한 추론 능력
검사로, 비교와 유추를 통한 추론과 공간적인 지각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서로 관련된 하
나의 전체를 조직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이 검사도구는 A, B, C, D, E의 5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군마다 12문항으로 되어 전체 6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무의미한
도형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도형들은 그냥 무작위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과
원리에 입각해서 나열되어 있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게스탈트식
의 접근을 하여 주어진 도형 자극이 갖고 있는 내적인 구조적 특성을 지각적으로 찾아내
거나 논리적 조작을 통한 분석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60문제 중에서 짝수 번호와 홀수 번호로 나누어 각 30문항으로 구성된
두 동형 검사를 만들었다. 이 두 검사에 대한 반분신뢰도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 45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92의 신뢰 계수로 나타나 신뢰로운 결과를 얻었다. 짝수
문항으로 이루어진 과제는 사전 검사, 사후 검사 및 추후 검사용, 홀수 문항으로 이루어진
과제는 중재용 자료로 활용하였다. 채점은 각 문항당 1점씩 30점 만점으로 정답을 맞힌 수
가 곧 개인의 점수가 된다.

3. 자료 분석
사전 검사, 사후 검사 및 추후 검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SPSS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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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집단별 사전-사후 간, 사전-추후
간 인지 기능 향상의 정도를 밝히기 위해서는 t-검증을, 집단 간 사전-사후 간, 사전-추후
간 인지 기능 향상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일원변량분석과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결 과
1. 집단별 사전-사후 간, 사전-추후 간 인지 기능 향상의 정도
<표 Ⅲ-1>은 레이븐 표준 매트릭스 검사에 대한 각 집단의 중재 전 사전 검사와 중재
후 사후 검사간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이다. 검사 결과는 통제집단을 제외한 중재를 받은
두 실험 집단에서 의미 있는 향상을 보였다(실험집단 1：t=5.07, p<.001, 실험집단 2：
t=10.81, p<.001). 그리고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간의 평균 차의 양을 살펴볼 때 오류
분석을 통한 인지 기능 중재를 받은 집단이 전통적인 강의식 교수로 중재를 받은 집단보
다 많은 진전을 보였다.

<표 Ⅲ-1> 집단별 매트릭스 검사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집 단

N

M

SD

t

통제집단

사전
사후

15
15

6.87
7.20

2.30
2.21

.73

실험집단1

사전
사후

15
15

6.87
9.93

2.30
2.58

5.07

사전

15

6.87

2.30

사후

15

12.33

3.18

실험집단2

***

10.81***

*** p<.001
통제집단 ：어떠한 처치도 받지 않은 집단
실험집단 1 ：전통적인 강의식 교수로 중재를 받은 집단
실험집단 2 ：오류분석을 통한 인지 기능 중재를 받은 집단

<표 Ⅲ-2>는 레이븐 매트릭스 검사에 대한 각 집단의 중재 전 사전 검사와 한 달 후의
추후 검사간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검사 결과는 통제집단을 제외한 중재를 받은 두
실험 집단에서 의미 있는 향상을 보였다(실험집단 1：t=3.58, p<.05, 실험집단 2：t=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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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그리고 실험집단의 사전, 추후 검사간의 평균 차의 양을 살펴볼 때 오류 분석을
통한 인지 기능 중재를 받은 집단이 전통적인 강의식 교수로 중재를 받은 집단보다 인지
기능의 향상이 더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2> 집단별 레이븐 매트릭스 검사의 사전-추후 검사 비교

집 단

N

M

SD

t

통제집단

사전
추후

15
15

6.87
7.20

2.30
2.43

.89

실험집단 1

사전
추후

15
15

6.87
9.20

2.30
2.30

3.58

사전

15

6.87

2.30

추후

15

11.40

2.97

실험집단 2

*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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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집단 간 사전-사후 간, 사전-추후 간 인지 기능 향상의 정도
<표 Ⅲ-3>은 중재 후 사후 검사 결과를 집단 간 비교를 위해 실시한 변량분석과 두 집
단씩 개별적으로 분석한 Scheffe 검증의 결과이다. <표 Ⅲ-3>에서 볼 수 있듯이 세 집단
간에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13.73, p<.001), Scheffe 검증의 결과에서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1 간에는 .05수준에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2 간에는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Ⅲ-3> 집단 간 레이븐 매트릭스 검사의 사후 검사 비교

집 단

n

M

SD

통제집단

15

7.20

2.21

실험집단 1

15

9.93

2.58

실험집단 2

15

12.33

3.18

F

Scheffe 검증
통제 집단 실험 집단1 실험 집단2
*

***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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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4>는 레이븐 매트릭스 검사에 대한 추후 검사 결과를 집단 간 비교를 위해 실시
한 변량분석과 두 집단씩 개별적으로 분석한 Scheffe 검증의 결과이다. <표 Ⅲ-4>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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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듯이 세 집단 간에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9.92, p<.001), Scheffe 검증
의 결과에서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1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통제집단과 실험집
단 2 간에는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Ⅲ-4> 집단간 레이븐 매트릭스 검사의 추후 검사 비교

집 단

n

M

SD

통제집단

15

7.20

2.43

실험집단 1

15

9.20

2.31

실험집단 2

15

11.40

2.97

F

Scheffe 검증
통제 집단

실험 집단1

실험 집단2
***

9.92***

*** p<.001

Ⅳ. 요약 및 고찰
본 연구는 지적 장애아동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적 장애아들이 범하는 오류를 분석하여 그러한 오류를 낳게 하는 요인인 결
핍된 인지 기능을 보완해 주는 중재를 적용했을 때 실제로 지적 장애아들의 인지 기능 향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대상은 초등학교 2, 3학년에 재학중인 아동
들 중 레이븐 표준 매트릭스 검사 30문항에서 10문항 이하로 맞힌 지적 장애아동 45명과
각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교사 3명이었다. 이들 아동들은 15명씩 실험집단 1, 실험집단 2,
통제 집단으로 의도적 표집을 통해 할당되었다. 통제집단의 아동들은 어떠한 실험적 처치
를 받지 않았고, 실험집단 1의 아동들은 사전 검사 후 전통적인 강의식 교수로 중재를 받
고 난 다음 사후 및 추후 검사를 받았으며. 실험집단 2의 아동들은 사전 검사 후 오류 분
석을 통한 인지 기능 중재를 받고 난 다음 사후 및 추후 검사를 받았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 전과 사후 검사간에는 통제집단을 제외한 두 실험 집단의 지적 장애 아동들
의 인지기능이 의미 있는 향상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오류 분석을 통한 중재를 받은 집단
이 전통적인 강의식 교수로 중재를 받은 집단보다 많은 진전을 보였다.
둘째, 중재 전 사전 검사와 한 달 후의 추후 검사간의 점수를 통하여 획득된 인지 기능
이 일정기간 유지되는지를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통제집단을 제외한 두 실험 집단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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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들이 습득된 인지 기능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 오류 분석을 통한 인지 기능 중재를 받은 집단의 지적 장애 아동들이 전통적
인 강의식 교수로 중재를 받은 집단보다 더 유의미한 점수를 보여 주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오류분석을 통한 중재가 지적 장애아동의 인지 기능 향상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또 다른 중재방법으로
사용된 전통적인 강의식 교수를 받은 실험집단 1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오류분석을 통한 중재가 다른 중재 방법에 비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우수한 중재방법
이라는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인지에 대한 역동
적 입장에서 수행되었고 역동적 평가에 대한 연구의 역사가 아주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
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필요한 많은 실증적인 연구 중의 하나로 조
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연구대상과 검사도구의 선정과 적용 방법, 두 실험집단의 지적 장애아동에게
제공된 중재 방법,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방법 면에서 고찰하면서 앞으로 요구되는 연구 내
용을 함께 제언해 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인 지적 장애아동을 선정하는 기준으로써 레이븐 표준 매트릭스 검
사 결과 10점 이하만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물론 의도는 전통적인 지능관에 비판하면서 역
동적인 입장을 취하자는 것이었지만 레이븐 표준 매트릭스 검사 30문항 중 10문항이하로
한 것은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많은 한계를 내포한다. 전통적인 지능검사는 물론 다양한
인지기능 평가를 통한 대상을 선정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실제 역동적 평가 방법이나
중재 방법을 적용하여 효과성을 알아본 많은 연구들도(Budoff & Corman, 1976；Burn,
1983；Campione & Brown, 1987；Meyers, Pfeffer & Erlbaum, 1985；Campione, Brown,
& Ferrara, 1982；Ferrara, Brown, & Campione, 1986；Feuerstein, Rand, & Hoffman,
1979；Kaniel, 1992) 지능에 대한 정태적 측정과 역동적 측정을 하여 인지 기능의 향상을
비교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둘째, 검사도구와 관련해서 본다면, 본 연구에서 지적 장애아동의 인지기능이 향상 정도
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검사도구는 레이븐 표준 매트릭스 검사이며 이것을 다시 두 동형
검사로 만들어 하나는 사전, 사후 및 추후 검사용으로 사용하고 하나는 실험중재용으로 사
용하였다. 여기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사전, 사후 및 추후 검사용으로 모두 같은 레
이븐 표준 매트릭스 검사를 사용한 점이다. 세 번에 걸친 동일 검사도구는 중재의 효과라
기보다는 반복적인 검사 실시에 따른 효과가 내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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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적 장애아동들에게는 검사의 반복효과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강영심,
1996a, 1996b, 1998a, 1998b)가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인지 기능도 단일 검사에 의한 측정이 아니라 다양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측
정한다면 더욱 구체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중재 방법에 대해서 전통적인 강의식 교수방법과 오류분석을 통한 인지기능 중재
간에 분명한 차별이 부족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강의식
중재 속에도 결핍된 인지기능을 교정하거나 개선시키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했다. 특히 좋은 프로그램일수록 개별적인
각각의 기술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문제 해결 과정 중심이어야 하며, 영역특수적이고, 고
차원의 사고기술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Mayer, 2000) 고려한다면 앞으로 특정 과제와 특
정 인지 기능간의 관련성을 밝혀내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
료의 수집과 분석 방법과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 점수와 그에 대한 통계적 검
증을 통한 양적인 분석으로는 다양한 특성의 지적 장애아들의 인지기능과 향상의 정도를
정확하게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다. 양적인 분석과 함께 아동의 지적인 장애 정도에 따른
인지 기능과 중재과정에 보여주는 변화의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질적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본 연구 결과와 제언한 내용을 토대로 좀더 체계적인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면 현장에서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들의 결핍된 인지기능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학교는 아동들로
하여금 급변하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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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iveness of Error-Analysis Based Intervention on the
Enhancement of Cognitive Function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Young-Sim Kang

Disenchantment with traditional intelligence test has prompted an examination of
alternative assessment procedures that accurately and adequately measure children's
intellectual ability. In view of this important concern over better assessment and
intervention approaches, the present paper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error-analysis based
intervention on the enhancement of cognitive function on Raven's Standard Progressive
Matrices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Forty-five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from the second and third grades children in three elementary schools were
assigned to three groups. One group was control group；a second, experimental group
1 received a traditional didactic mediation with Raven's Standard Progressive Matrices
for training materials；and third group, experimental 2 group received an error-analysis
based intervention Raven's Standard Progressive Matrices. Results indicated that two
experimental groups out-performed the control, and experimental 2 group received an
error-analysis based intervention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experimental group 1 received a traditional didactic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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