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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학습장애 진단 및 판별절차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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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학습장애가 특수교육의 한 장애범주로 들어간 이래로 지금까지 학습장애의 정의 및 진단
판별에 대해서는 “hot issue”로 계속되어 왔다. 특히 학습장애는 IDEA에 유일하게 판별절차가
기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별과정에 대한 논란이 가장 많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도 예
외는 아니다. 최근 미국 장애인교육법에서 학습장애 판별에 관한 수정사항에 따라 지능-성취
불일치 개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과 함께 학습장애 판별의 한 대안으로서 중재반
응모델을 제안하였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들이 현재 학습장애 진단 및 판별절차에서 RTI를
사용하고 있다. RTI 기본 취지나 원리들은 좋은 것으로 보이며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
이 충족되어 잘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가 하면 실제로 RTI가 효
과적이라는 연구보고도 있다. 한편 한국은 한 번도 적용된 적은 없지만 2005년에 이 개념이
소개된 이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런 시점에서 미국 여러 주에서 RTI를 통해
실제로 학습장애 판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몇 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습장애 판별 절차를, 적격성
결정에서 사용하는 절차, RTI 단계 및 실시과정, 평가 및 진전도 모니터링, 행동관찰, 부모참
여, SLD 적격성 판별 기준 등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RTI의 문제
점은 무엇인지를 논의하였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RTI를 적용하여 학습장애를 진단 판별할
때 해결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주요어 : 학습장애, 진단 및 판별, 중재반응(RTI), 불일치모델, 교육과정중심측정(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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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에서는 학습장애를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의 학업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미
국의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이하 IDEA로 표기)의 정의를 모
체로 하고 있다. 이 정의로부터 과연 전문가나 교육현장에서 교사나 관련 종사자들이 학습
장애를 어떻게 진단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법의 한 장애범주
로 들어간 이래로 지금까지 학습장애의 정의 및 진단․판별에 대해서는 학습장애 분야에서
“hot issue”로 계속되어 왔다. 논의의 수준은 많은 진전을 보여 왔으나 학습장애의 진단․판
별의 논란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 역시 IDEA에 유일하게 학습장애 영역만 판별절차가 기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별과정에 관한 논란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영역이 학습장애이다. 미국은 학습장애 범주
가 장애인교육법의 한 범주로 들어가면서 학습장애 출현율이 200%까지 증가했던 적도 있
었다(MacMillan & Speece, 1999). 이에는 물론 1970년대 이후에 정신지체 진단이 IQ-1SD에서
-2SD로 바뀌면서 정신지체로 진단 받았던 아이들의 일부가 학습장애로 진단되었던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교육연차보고서(2008)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 중 학습장애는
9.4%(6,754명)로 정신지체(56.3%; 40,222), 지체장애(12.3%; 8,788), 정서 및 행동장애(10.7%;
7,681)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2003년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습장애가 18%에서 차츰 감소하여 2008년도에는 9.4%로
보고되었다. 이는 학습장애가 학령기 특수교육 대상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와 대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조와 관계없이 국경을 초월해서 학습장애 분야에서 현
재 진단․판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습장애로 잘못 진단되거나
혹은 학습장애로 진단되어야 할 학생이 진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IDEA 2004 개정안의 학습장애 판별에 관한 수정사항에 따라 지능-성취 불일치 개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과 함께 학습장애 판별 대안으로서 중재반응모델(Response-toIntervention: 이하 RTI로 표기)이 제안되어왔다. 이것은 미국이 초등교육법의 개정과 2002년
이후 추진해온 NCLB(No Child Left Behind) 정책을 강화해 오면서 각 주의 지역교육청들이
tree tier model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과 맞물려 진전되어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학습장
애 분야에서는 tree tier model이 RTI로 사용되면서 각 주들이 학습장애 진단 및 판별절차에
적용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2005년도에 중재반응모델의 개념이 소개되면서 학습장애
분야의 전문학회, 세미나, 전공 수업 등에서 개념적으로 계속 거론되어 왔다. RTI가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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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습장애 판별을 위해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지만 RTI의 취지가 좋고 실행하기 위해 필
요한 조건들이 충족되어 잘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그
러나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점들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IDEA 2004 개정에서 학
습장애 판별과정의 하나로 RTI를 권고한 이후 미국에서 학습장애 판별이 어떻게 이루어지
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먼저 미국 IDEA 2004년도에 제시된 학습장애 판별에 관한 수
정사항과 2006년에 나온 일부개정안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살펴보고, 둘째, 몇 개의 주에서
현재 학습장애 판별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절차들을 알아보며, 셋째, 현재 제기되고 있는
RTI의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RTI를 적용하여 학습장애를 진
단․판별할 때 선행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미국 IDEA에서 제시한 학습장애의 판별과정:
2004년도와 2006년도에 제시된 Federal Regulation의 비교
미국에서 특정학습장애(specific learning disabilities: SLD) 판별과 관련하여 2004년 IDEA의 개
정사항의 핵심을 보면 첫째, 지역 교육청(Local Education Agency)이 학습장애 적격성 판별에
있어서 대상 학생이 다음의 영역(구어 표현, 듣기 이해, 쓰기 표현, 기초적인 읽기, 읽기 이
해, 수학계산, 수학추론)에서 성취와 지적 능력에 현저한 불일치를 보이는지 여부를 반드시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지역교육청은 대상 학생의 학습장애 적격성 판별절차의 부분
으로 대상학생이 과학적, 연구 기반 중재(scientific, research-based intervention)에 반응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판별과정에 대한 연방정부의
법령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2004년도와 2006년도 개정된 법령 내용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살펴본
결과 현재 학습장애 진단 및 판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아동이 SLD를 갖고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지적능력과 성취 간의 심한 불일치 기준
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과학적인 연구 기반 중재에 대한 아동의 반응에 기초한 과정 사
용을 허용한다. 게다가 아동이 SLD를 갖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다른 대안적인 연구 기
반 절차의 사용 또한 허용한다.
둘째, 학습장애 유무를 결정하기 위해 아동은 자신의 연령과 주에서 인정하는 학년기준
에 적합한 학습경험과 교수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영역 중(예: 구어표현, 듣기
이해, 쓰기, 기초적인 읽기기술, 읽기 유창성 기술, 읽기 이해, 수학계산, 수학문제해결) 하
나 이상에서 연령이나 주에서 인정하는 학년 기준에 만족할 만큼 적절하게 성취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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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특정학습장애 판별에 관한 IDEA 2004와 2006년 법령 비교
년도

2004

2006년 8월 14일
300.307 특정학습장애(SLD)

(a) 주정부는 300.309에서 제시한 SLD 적
격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추가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능력-성취 사이의 현저한 불일치를
SLD진단에 사용하는 것을 금할 수 있
다.
(2) 능력-성취 사이의 현저한 불일치를
SLD 진단에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3) SLD 진단 절차의 일부로 과학적인 연
구기반 중재에 대상학생이 반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적용 할 수
있다.
(4) SLD 진단에 있어 그 밖에 대안적인 연
Federal

구 기반 절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

Register

다.

Department

(a) 일반 원칙. 주정부는 아동이 SLD를 갖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300.309의 기준
을 반드시 적용해야만 한다.
(1) 아동이 SLD를 갖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
해 지적 능력과 성취간의 심한 불일치 기
준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과학적인, 연구 기반 중재에 대한 아동의
반응에 기초한 과정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3) 아동이 SLD를 갖고 있는지를 결정 하기
위해 다른 대안적인 연구 기반 절차의 사
용을 허용할 수 있다.
(b) 주정부의 기준과의 일관성. 공공기관은
아동이 SLD를 갖고 있는지를 결정함에 있
어 (a)에 의해서 채택한 주정부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300.309 특정학습장애 유무 결정하기(Determining the existence of a specific learning

of

disabilities)
Education (a) 진단위원회는 SLD 적격성 유무를 다음 (a) 300.306에 진술된 진단위원회는 아동이 SLD
(Part Ⅱ)
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과 같은 경우 결정할 수 있다.
(1) 대상학생이 그의 나이에 적합한 학습경

(1) 아동이 자신의 연령과 주에서 인정하는

험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구 다음의

학년기준 (State-approved grade-level standards)

한 영역 혹은 그 이상의 영역에서 그의

에 적합한 학습경험과 교수를 제공받았음

나이에 비하여 성취하지 못할 때,

에도 불구하고 다음 영역 중 하나 혹은

(i) 구어 표현

그 이상의 영역에서 자신의 연령이나 주

(ii) 듣기 이해

에서 인정하는 학년기준을 만족할 만큼
적절하게 성취하지 못한 경우,

(iii) 쓰기(written expression)
(iv) 기본적인 읽기 기술

(i) 구어 표현

(v) 읽기 이해

(ii) 듣기 이해

(vi) 수학계산

(iii) 쓰기(written expression)

(vii) 수학문제해결

(iv) 기본적인 읽기 기술
(v) 읽기 유창성 기술
(vi) 읽기 이해
(vi) 수학계산
(vii) 수학문제해결

(2004년도의 내용은 김애화(2005)의 “2004 미국 특수교육법 개정에 즈음하여 살펴본 특수교육 동향,” 한국
특수교육학회 2005 추계학술대회 자료집에서 발체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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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특정학습장애 판별에 관한 IDEA 2004와 2006년 법령 비교
년도

2004년

(계속 1)

2006년 8월 14일

300.309 특정학습장애 유무 결정하기(Determining the existence of a specific learning
disabilities)
(2) (i) 과학적인, 연구기반 중재에 대한 반

(2) (i) 과학적인 연구기반 중재에 대한 아동

응을 평가하였을 때, 대상학생이 (a)

의 반응에 기초한 과정을 사용했을 때

(1)에서 제시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a) (1)에서 언급한 한 가지 이상의 영역

영역에서 주에서 인정하는 결과를 만

에서 아동이 자신의 연령 혹은 주에 인

족시킬 만한 충분한 진전도를 보이지

정하는 학년기준을 만족시킬 만큼 충분
한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경우.

못했을 경우
(ii) 적절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진단 위

(ii) SLD 판별과 관련된 진단위원회에 의해

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상

서 결정된 것으로 아동이 연령, 주에서

학생이 지적발달에 비해 수행, 학업,

인정하는 학년 기준, 지적발달과 비교

혹은 둘 다에서 강점과 약점을 모두

해 볼 때 수행, 학업, 혹은 둘 다에서

보이는 경우

강점과 약점 패턴을 보이는 경우,

(iii) 진단위원회는 다음의 결과로 나타날

(3) 진단위원회는 (a) (1)과 (2) 에서 발견된
것이 일차적으로 다음의 결과로 인한 것

때 SLD로 진단하지 않는다.
Federal

(1) 시각, 청각, 운동장애

Register

(2) 정신지체

(i) 시각, 청각, 혹은 운동장애

Department

(3) 정서장애

(ii) 정신지체

(4) 문화적 요인

(iii) 정서장애

(5) 환경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

(iv) 문화적 요인

of
Education

이 아님을 확인한다.

(Part Ⅱ)

(v) 환경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
(vi) 제한된 영어 유창성(limited English pro
ficiency)
(b) 진단위원회는 SLD로 의심된 학생에 대 (b) 진단위원회는 SLD로 의심된 아동의 학습
해서 진단과정 중에 다음의 데이터를

부진(under achievement)이 읽기와 수학에서

고려해야 한다.

의 적합한 교수부족 때문이 아님을 확신

(1) 대상학생이 의뢰 전, 혹은 의뢰과정
중에 초중등교육법에서 요구하는 전문

하기 위해 평가 시 다음의 것들을 고려해
야 한다.

적 자격을 갖춘 일반교육교사가 제공

(1) 아동이 의뢰 전 혹은 의뢰과정 중 자격

하는 양질의, 연구기반교수(high-quality

을 갖춘 사람에 의해 일반교육환경에서

research-based instruction)를 받았어야 한

적합한 교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다.

자료

(2) 그 기간동안 대상학생의 진전도에 대

(2) 교수하는 동안 학생의 진보에 대한 공식

한 지속적인 평가 결과를 대상학생의

적인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면서 합리적

부모에게 제공하였어야 한다.

인 간격으로 학업성취를 반복 평가하여
학생 부모에게 제공 했었던 서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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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특정학습장애 판별에 관한 IDEA 2004와 2006년 법령 비교
년도

2004년

(계속 2)

2006년 8월 14일

300.309 특정학습장애 유무 결정하기(Determining the existence of a specific learning
disabilities)
(c) 대상학생이 일정기간 동안 제공되는
Federal
Register
Department
of
Education
(Part Ⅱ)

양질의, 연구기반 교수와 평가를 받

(c) 공공기관은 아동이 특수교육과 관련서

비

스를 필요로 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평가

고도 적절한 향상을 보이지 않을 경

의뢰 시 부모의 동의를 즉시 요청해야만

우,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한다. 그리고 반드시 시간계획표를 첨부해

를 결정하는 진단평가에 대한 의뢰

야 하며 아동의 부모와 자격을 갖춘 전문

를 한다.

가위원회가 모두 연장할 것을 서면으로 동

(d) 일단 특수교육 필요 여부를 위한 진
단평가에 의뢰된 대상학생은 정해진
시간 내에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의뢰 전에 아동이 (b)(1)과 (b)(2)에 기술된
것처럼 교수가 제공되었고 적절한 기간이
지난 후에 적절한 진보를 하지 못한 경우
(2) 아동이 평가에 의뢰될 때마다

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기존의 영역에 읽기 유창성 기술이 첨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과학적인 연구 기반 중재에 대한 아동의 반응에 기초한 과정을 사용했을 때 8개의
영역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의 충분한 진보를 하였는지를 볼 때 2004년도에는 주에서
인정하는 학년 기준만 적용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주의 학년 기준 이외에 아동 자신의 연
령으로도 볼 수 있게 제시하고 있다.
넷째, SLD 판별과 관련하여 진단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수행, 학업, 혹은 둘 다 에
서의 강약점 패턴을 2004년도에는 아동의 지적발달에만 비교하여 보았으나 2006년도에는
이외에 학생의 연령, 주에서 인정하는 학년 기준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섯째, 학습장애 판별시 배제조항으로 일차적으로 시각, 청각, 혹은 운동장애, 정신지체,
정서장애, 문화적 요인, 환경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였으나 2006년
도에는 이외에 “제한된 영어 유창성(limited English proficiency)”을 첨가하고 있다.
여섯째, SLD로 의심된 아동의 학습부진(under achievement)이 읽기와 수학에서 적합한 교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는 그냥 자격을 갖춘 교사가 양질
의 연구 기반 교수를 제공해야 하고 중재에 대한 진전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그 결과를
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고만 언급하던 것을 2006년도에는 일반교육환경에서 적합한 교수를
받았다는 것을 제시하는 자료와 학업성취에 대해서 공식적인 평가를 포함해서 합리적인 간
격으로 반복 평가하여 부모에게 제공했다는 서류에 근거하여 판별하도록 하여 좀더 확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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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실질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일곱째, 아동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특수교육 적격
성 평가에 의뢰를 하는 경우에 대해 2004년도에는 아동이 일정기간 동안 양질의 연구 기반
교수를 받고도 적절한 향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해 2006년도에
는 이외에도 아동이 평가에 의뢰될 때마다 특수교육 적격성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써 RTI의 단계를 모두 거치지 않고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뢰된 아동
들은 부모와 진단위원회의 양방이 서면으로 연장하지 않는 한 평가에 대한 스케줄을 부착
하게 하여 좀더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미국의 학습장애 진단 및 판별절차
IDEA 2004년 개정이후 미국의 여러 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SLD 판별절차에 대한 지침서
들을 편의에 의해 검색하였다. New York, Messachusets, Iowa, North Dakota, Washington,
Minnesota 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SLD 판별 절차를 살펴보았다. Minnesota의 경우 현재
교육과정에 기초한 측정을 하고 있고 RTI에 의한 이중불일치에 입각하여 학습장애를 판별
하고 있으나 학습장애 판별 절차에 관한 실제 지침서는 1998년에 개정된 것을 현재 사용하
고 있어서 내용면에서는 불일치 개념 적용이 많았고 전반적인 내용이나 절차가 IDEA 2004
와 2006년도 개정 전의 것이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Messachusets의 경우도 2007년 1
월에 제시한 지침서를 사용하고 있고 SLD 결정 기준은 연방정부의 법령 그대로 따르고 있
으며 RTI에 대한 언급도 있으나 자세하지 않았고 교육부에서 SLD와 RTI에 관한 양식과 부
수적인 지침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New
York, Iowa, North Dakota, Washington 주에 국한된 자료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의 각 주들도 학습장애 판별과 관련해서는 연방정부의 법령과 규정을 따르고는
있으나 RTI 운영에서는 주 나름대로 적용하고 있어 적용 과정이나 정도, 범위,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정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기는 쉽지가 않아 주별로 살
펴보았다.
1. New York(2007년 12월)
1) 적격성 기준을 위한 절차 선택
New York 주에서는 IDEA의 요구와 함께 Research & Educational Service(2007년 12월)에서
제시한 RTI를 선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부수적인 보호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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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 지역교육청은 특수교육 의뢰 시작시 부모의 권리를 포함시키며 대상학생이 모든 일반
학생들에게 제공했던 것 이상의 중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 지역교육청은 RTI 기준과 중재-진전도 모니터링 수준에 대한 과정을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
◦ 지역교육청은 관련된 사람들이 RTI를 일관되면서도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 읽기영역에서 연구 기반 중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명확히 정의한다.
◦ 유치원~4학년 학생들의 경우 읽기영역에서는 심한 불일치 기준 사용을 금지하되
2012년 7월까지 부수적인 시간을 허락한다.
◦ “다른 대안적인 연구 기반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해야 아직 확실하지 않다.
2) SLD 결정 기준
New York주에서는 특수교육위원회(CSE: Committee on Special Education)에서 적격성을 진단
하며 IDEA의 SLD 결정 기준인 §300.309(a)(1)(2)(3)의 기준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3) RTI 단계
기본적으로 3단계 중재 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며 단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계 I: 선별과 집단 중재
◦ 위험에 있는 학생들이 선별됨
◦ 그리고/혹은 주나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검사에 의해서 선별됨
◦ 짧은 기간 동안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진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주 실시함
◦ 일반교육을 받는 동안 보충교육 혹은 중재를 개별 혹은 소집단으로 받음
◦ 교육을 마쳤을 때 유의하게 학업 진보를 보인 학생은 중재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음
(2) 단계 Ⅱ: 목표화된 중재
◦ 단계 I인 일반학급에서 적절한 진보를 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 좀 더 특별히 고안된 서비스를 제공함
◦ 중재 강도가 더 세고 소집단으로 제공하며 일반교육과정에 첨가하여 제공 함
◦ 중재에 반응하지 않거나 진보를 보이지 않는 학생은 단계 Ⅲ 중재를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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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Ⅲ: 강도가 높은 중재와 종합적인 평가
◦ 학생의 기술 결함에 초점을 맞춘 개별화된 중재이면서 강도가 높은 중재 제공
◦ 중재에 반응이 없는 학생은 초기 특수교육평가에 의뢰함
4) RTI에 의한 SLD 적격성 판별
◦ 부모의 동의를 받은 다음 특수교육위원회가 종합적인 특수교육평가를 계획함
◦ 확실히 의심되는 장애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평가를 실시함
◦ RTI 과정에서의 평가는 학생의 기술과 능력에 초점을 두며 단계 I, Ⅱ, Ⅲ에서 수집된
자료들이 특수교육 적격성 결정에 고려된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기반중재에 대한 학
생의 반응은 개별적인 평가의 한 구성요소일 뿐이다. 모든 평가 결과에 기초해서 특
수교육위원회는 §300.309의 기준에 의거하여 SLD를 결정함

2. Iowa(2007년 5월)
1) 적격성 기준을 위한 절차 선택
Iowa주는 교육부에서 특수교육 적격성 기준(Iowa 교육부, 2006)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주
에서는 IEP 팀이 RTI를 통해 SLD 아동을 판별하도록 하고 있다.
2) 표준화된 검사의 실시
Iowa 주의 규정은 SLD를 결정할 때 지능과 학업성취 간의 불일치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
서 IEP 팀은 아동의 전체 혹은 개인 평가의 일부로만 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부모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고 다른 데에서 얻을 수 없는 교수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실시한다. IEP 팀은 다양한 영역(예, 교수, 교육과정, 환경, 학습자)
에서 다양한 유형의(예, 검사, 면접, 관찰) 정보를 얻는다.
3) 평가 계획
아동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적격성에 관한 모든 자료에 대한 평가 및 자료수집을 60일
이내에 모두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개별적인 교육평가
부모는 개별적인 교육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개별적 교육평가는 수행 불일치, 교육 진
보, 교수적 요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되며 IEP 팀은 개별적인 교육평가 결과가 결
정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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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찰
관찰은 평가의 일부이며 반드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IEP 팀
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일반교육과정에서 관찰을 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에서의 행
동과 학업수행에 대한 관찰정보를 서류로 작성한다.
6) SLD 결정 기준
IEP 팀은 다양한 자료로부터 (a) 시간경과에 대한 아동의 교육적 진보 (b) 연령 혹은 적합
한 기준과의 불일치, (c) 연령 혹은 학년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교수가 특수교육 서
비스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면 특수교육 적격자로 판별을 한다.
Iowa 주도 IDEA의 SLD 결정 기준인 §300.309(a)(1)(2)(3)의 기준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
나 Iowa 교육부에서는 “SLD” 혹은 “특수교육 적격자(Eligible Individuals)”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 아동이 SLD 평가 기준에 부족하여 “SLD”로 판별할 수는 없으나 특수교육 서비스
가 필요하다면 비범주적인 용어인 “특수교육 적격자”로 판별할 수 있다.

3. North Dakota(2007년 7월)
1) 적격성 기준을 위한 절차 선택
North Dakota에서는 RTI와 불일치 모델 둘 다를 사용하고 있다. 이 주에서는 중재팀 과정
(Intervention Team Process)이 RTI를 관할하며 이 팀은 학생의 자료를 검토하여 문제를 파악
한 후 아동이 성취해야 할 목표와 중재전략, 진전도 평가 등 계획을 세우며 교실에서 장애
아동은 물론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수와 교수적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교사와 교장을 돕는
교육지원 시스템역할을 한다.
3) 특수교육 평가 시작 시기
충실하게 수행된 중재에 기초한 2-3개의 자료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학생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연령에 적절하게 성취 혹은 진보하지 못하거나 주에서 인정하는 학년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할 때 의뢰를 한다. 학생의 진보와 개별적 중재는 정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서
류로 작성한다.
4) 부모의 특수교육평가 요구
지역 교육청과 부모가 학생이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동의할 때 중재
팀 과정은 특수교육평가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법 규정에 따라 부모는 언제라도 평가를 요
구할 수 있으며 만일 부모의 요구를 거절할 시 지역 교육청은 문서화된 통지서를 제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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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5) 진단위원회
적격성 집단은 아이의 부모,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포함되는데 아동의 일반교사(교사가
없다면 또래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일반교사), 혹은 취학전 아동을 위해서는 또래 아
이를 가르칠 자격이 SEA(State eudcational agency)에서 부여된 사람, 그리고 적어도 한 명은
학교 심리학자, 언어병리사 혹은 reading specialist 등 개인적 진단 검사를 수행할 자격이 있
는 사람이 포함된다.
6) 평가 단계
연방정부가 제시한 평가과정을 적용하여 North Dakota 교육부가 2007년에 만든 지침을
따른다. 이 주의 RTI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연방정부에서 제시한 SLD 결정기준인
§300.309(a)(1)(2)를 고려하기 전에 학생이 연령이나 주에서 인정하는 학년기준에 적합한 학습
경험과 교육을 제공받았으며 모든 단계가 평가계획대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
일치 모델 과정도 §300.309(a)(1)(2)(ii)를 결정하기 전에 평가계획에 제시된 대로 모두 완성되
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단순히 결과에 기초해서 불일치를 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RTI 과정

불일치 모델 과정

SLD의 초기평가에서 모든 단계가 수행되며 학생의 profile, 개인적 정보, 평가계획, 종합적인 서면 평
가보고서 등이 완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단계들이 반드시 순서대로 수행될 필요는 없다.
진단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함
① 적어도 한번의 학급관찰을 포함해서 중재팀 과정으로
부터 나온 자료를 검토하며 일반교육과정에서 아동의
진전도를 확인한다. 아동의 학습과 행동 패턴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3번의 관찰이 권고되며 관찰은 특수교
육에 의뢰하기 전 중재과정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② 아동이 자신의 연령 혹은 주에서 인정하는 학년 기준
에 적절하게 성취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아동이 연령
혹은 주에서 인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킬 정도로 충분한
진전도를 보이지 않았음을 결정한다.
③ 결함이 일차적으로 배제조건 때문이 아님을 결정한다.
④ 종합적인 서면 평가보고서를 완성한 후 일차적 장애
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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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업성취수준 결정
RTI 과정

불일치 모델 과정

① 적격성과 서비스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해서 학생이 그동안 습득해온
학업성취수준을 결정한다.

① 동일

② 진단위원회는 특수교육에 대한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학생의 연령
이나 주의 기준을 적절하게 성취하지 못했거나 연령이나 주에서 인정

② 진단위원회는 특수교육의
적격성 결정시 학생의 능

하는 기준을 충족시킬 정도로 충분한 진전(율)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을

력과 학업성취 수준 간

확인한다.

불일치가 재하는지를 입

지침

③ 기대 수준 이하로 수행을 하는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계획하
기 위해 IEP팀은 학생의 기능발달 수준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한다.
④ 학생의 성취수준과 학급의 수행 분석은 학생이 특별히 고안된 교수가

증한다.
③ 동일
④ 동일

필요한지를 결정하게 해준다.
정보

학급수행(작업표본, 오류분석, 시험 등), 학급관찰, 면접, 표준화된 검사 자

유형

료

동일
평가과정은

평가과정은 학생의 독특한 학습수준을 분석한다.

정보
해석

① 학생의 학업성취를 특정한 점수, 학년 수준, 혹은 백분위보다는 범위로
진술한다(예, 평균, 평균보다 밑/평균보다 위).
② 학생의 성취와 주에서 인정하는 학년 기준과 또래들의 연령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한다(예, 목표, 목표선, 경향선, 진전도 모니터링)
③ 모든 정보들이 이 단계에서 윤곽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더라도 중요한
정보는 모두 수집되고 문서화되며 주의 깊게 검토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의

① 동일
② 평가단계에서 모든 정보
자료가 학생에게 사용될
필요는 없지만 진단위원회
는 모든 중요한 정보를 모
으고, 기록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단위원회는 과학적 연구 기반 중재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평가한 자료
진전도

에 근거하여 학생이 자신의 연령 혹은 주에서 인정하는 학년 기준을 적절

율

하게 진보하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기대된 진보와 비교해서 시간경과에

결정

따른 아동의 진전도를 검토한다. 또한 획득된 기술과 교수와의 관계에서

없음

교수의 중재 강도와 시간, 중재와 진보율 모두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표준화

진단위원회가 부수적 정보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이에 지능검사가 포함될

된

수 있다. 지능검사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실시되며 지능검사 중 언

검사

어성 검사는 언어학습과 관련이 높아 SLD에 영향을 미치므로 SLD의 일반

실시

적인 학습능력의 한 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과학
적인
연구
기반
중재에
대한
반응
평가
방법

동일

지역교육구청은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중재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따라 평가한다.
① 중재를 받기 위해서 하위 20%에 있는 학생들을 집단(예, 학급, 학년,
혹은 학교)으로 조직한다.
② 집단 중재에 있는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③ 학생이 연속해서 4개의 데이터가 목표선에 도달하지 못하면 중재를 변
경한다.
④ 집단 중재에서 두 번 실패하면 학생을 개별적인 중재로 옮긴다.
⑤ 개별적인 중재에 있는 학생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1번 모니터링 한다.
⑥ 학생이 개별적인 중재에서 1번 실패하면 특수교육평가에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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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능력수준 결정
RTI

불일치 모델 과정

과정

능력수준의 추정은 검사결과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의 보고, 담임이 아
닌 다른 사람에 의해 수행된 학급관찰, 부모의 관찰 모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없음

일반적으로 개인의 능력수준은 표준화된 지능검사에 익숙해 있지만 해석시 상당
한 주의가 필요하며 능력수준을 결정할 때 한 검사점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수준의 범위(예, 평균, 평균 밑/위)를 결정해야 한다.
진단위원회는 SLD를 판별하기 위해서 학생이 연령과 능력에 상응하는 기능을 보

불일치
결정

이지 않는다는 것과 능력과 성취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판단해야 한
없음

다. 또한 진단위원회는 학업영역에서 불일치를 결정할 때 그 학업영역의 불일치
가 전체 기능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불일치는 특수교육 제공 없이도 교정
될 수 있는 것인지를 반드시 고려한다.
인지능력과 학업성취 결과들이 타당하고 신뢰로울 때, 그리고 학생의 전반적인 기
능이 정확하고 종합적인 것으로 판단될 때 인지능력과 학업성취의 비교가 적합하
다. 모든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불일치를 결정할 때 다음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학업

① 지적 혹은 인지 능력의 측정과 학업성취 측정 결과 학생의 수행에 유의한 차

성취와
인지
능력
비교

이가 있는가?
없음

② 학업성취도 측정에 대한 학생의 수행이 학급 동료들의 평균 수행과 비교할 때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CBM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
③ 학업성취를 측정하기 위해서 형식적 검사가 사용되었다면, 비형식적인 검사에
서 나온 결과들이 이를 확인해주는가 혹은 불일치하는가?(비형식적/교육과정에
기초한 결과들이 반드시 형식적인 검사 결과들을 확인 혹은 지지해 주어야 한
다는 것에 유의할 것)

9) 사회 혹은 문화적 배경의 영향
아동의 문화, 인종, 언어, 환경의 노출이 실제로 검사도구의 고유의 특성과 다르다면 그
검사 점수는 개인의 학습능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 환경,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
10) 일차적인 장애 결정
학습장애에서 배제요인은 완전한 배제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983년 학습장애공동
협회에서 SLD가 다른 장애 혹은 박탈조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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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애가 있을 시 SLD를 결정하기 위해서 학생은 반드시 다른 장애가 원인이 되어왔던
것 이상으로 어려움을 보여야 한다. 일차적 장애는 진단위원회가 결정하며 만일 학생이
SLD 이외에 다른 장애를 갖고 있다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학급에서의 수행을 본다.
11) 서면 평가 보고서 준비
진단위원회는 모든 정보로부터 발견된 것들을 종합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
는 다른 전문가와 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하되 의미 없이 검사 점수를 되
풀이해서는 안된다. 학교는 부모에게 적격성 결정에 대한 보고서와 서류의 복사본을 제공
해야 한다.
SLD를 위한 평가보고서에는 아동이 SLD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진술, SLD 결정에 기초
가 되는 진술, 관찰을 통한 아동의 행동과 학업기능과의 관계에 대한 진술, 의학정보, 아동
의 연령 혹은 주에서 인정하는 학년 기준을 적절히 성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충분히 진보하
지 못하고 있다는 진술 혹은 특수교육이나 관련된 서비스 없이는 교정할 수 없는 능력과
학업성취간의 불일치가 있는지에 대한 진술, 배제조항에 대한 결정, 만일 아동이 RTI에 참
여하고 있다면 과학적 연구기반중재는 (1) 교수 전략들과 학생으로부터 수집된 자료, (2) 아
동의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① 제공된 일반교육 서비스와 학생의 수행 정도와 특성
과 관련된 주의 정책, ② 아동의 학습율 향상시키는 전략, ③ 평가를 요청하는 부모의 권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Washington(2006년 6월)
1) 적격성 기준을 위한 절차 선택
Washington 주도 기본적으로 RTI를 채택하고 있고 있다. Washington주에서는 IDEA 2004에
서 제시한 RTI 이전부터 K-12 읽기모델을 사용해왔으며 이것이 RTI 유사한 것이라고 진술
하고 있다. 따라서 K-12 읽기모델과 RTI를 체계적으로 잘 조정한다면 수학, 쓰기 등의 교과
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Washington주에서는 문화, 지역, 언어학적 다양
성으로 학교들이 RTI를 같은 방식으로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게 맡기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 RTI 단계
이 주의 RTI 단계는 [그림 1]에서 보여 주고 있듯이 단계 I에서 단계 Ⅲ으로 갈수록 각
단계는 점점 더 강한 수준의 서비스를 나타내며 학생들은 단계에서 단계로 유동적으로 움
직인다. 이 단계들은 적격성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요구를 지원한다. 따라서 RTI는 배치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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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행동
강 도 높은 중재

강 도 높은 중재
III

개별 학생
목표화된 평가에 기초
주 1회 진 전 도 모 니 터 링

1 -5 %

1 -5 %

개별 학생
목표화된 평가에 기초
주 1회 진 전 도 모 니 터 링

전 략적 인 중재
몇 명 의 위 험 학생 들
높은 효율성
월 2회 진 전 도 모 니 터 링

전 략적 인 중재
II

5 -1 0 %

5 -1 0 %

몇 명의 위험학생들
높은 효 율 성
월 2회 진 전 도 모 니 터 링

핵 심적 인 교수
모든 학생들
예방적, 선행적
모든 학생들의 핵심적인
학업기술을 벤치마크로
적 어 도 년 3회 점 검

핵 심적 인 교수
I

80 -9 0 %

80 -9 0 %

모든 학 생 들
예방적, 선행적
모 든 학 생 들 의 사 회 ·행 동 적
기술을 벤치마크로
적 어도 년 3회 점검

[그림 1] 학교 지원의 3단게 모델

이 아니고 융통성 있는 서비스 모델이다. 각 단계별로 특성, 중재, 모니터링, 중재결과에 대
한 결정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단계 I: 핵심적인 교수(core instruction)
① 특성
단계 I에서 모든 학생들은 핵심적인 교육과정(core curriculum)으로 일반교사로부터 질적으
로 우수한 과학적 중재기반 교수를 받는다. 단계 I 교수는 일반교육 환경에서 일어나며, 모
든 학업 내용 영역과 행동․사회적 발달 등 모든 발달 영역을 포함한다.
② 위험아동 선별
단계 I에서, 모든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선별은 1년에서 적어도 3번 이루어진다(예, 가을,
겨울, 봄). 3번에 걸쳐 얻어진 점수는 학생의 수행과 진보율이 증가, 감소, 혹은 머물러 있
는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선별은 일반적으로 CBM(Curriculum Based Measurement: 이하
CBM)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 결과에 기초하여 약 80% 이상의 학생들이 단계 I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만일 교수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있다면 학교는 학교 전
체로 일어나고 있는지 혹은 학급의 특정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해야 한다. 핵심적
인 교육과정이 효과적이라면 위험 학생들에 대한 선별을 하여 진전도 모니터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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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별도구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 즉, 교육청의 평가, 현재 존재하는 데이터, 학급의 자
료; CBM; 기타 다른 측정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cutoff 점수만을 갖고 단계 Ⅱ로 이동
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④ 진전도 모니터링
기대했던 대로 학생이 진보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시간경과에 따른 학생의 학업성
취를 보는 것으로 단계 I에서는 기준에 못 미치는 위험 학생들을 선별하여 진전도 모니터
링을 해야 한다.
진전도 모니터링에도 CBM이 사용된다. 학급관찰, 주 혹은 교육청 단위의 평가, 표준화된
검사 결과들은 중재의 효과를 측정할 때 고려된다.
단계 I에서 위험 아동에 대한 진전도 모니터링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팀이 학급 수준에서
학생이 어떠한 지를 결정하게 해주며 반응의 부족은 향상률 혹은 진보 기울기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것은 중재가 좀더 제공되지 않는다면 기대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라는 것을 예측하게 해 준다. 단계 I에서 위험 학생에 대해 5주 이상 진전도 모니터링을 실
시하면 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2) 단계 Ⅱ: 전략적 중재
① 특성
전략적 중재는 교육과정에서 기대된 기준을 성취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단계 II
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5-10%이다. 전략적 중재는 단계 1에서 제공된 교육과정 교수를 보충
하며 학생의 요구에 맞추어져야 하고 중재계획이 진술되어야 한다. 적절한 전략 중재의 선
택은 학생들이 단계 II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며 적절한 간격으로 진보 모니터링을 하면서
중재효과가 검토된다.
② 중재기간 및 횟수, 집단 크기
전략중재는 지속기간이 약 9-12주(약 2-3달)이며 즉각적으로 배치되어 실행된다. 중재는
일반적으로 3-6명 정도의 소집단으로 제공되며 교실이나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단계 Ⅱ의 중재는 주당 3-4회기, 한 회기당 30-60분씩 이루어진다. 교수는 훈련된 사람에 의
해 제공되어야 하고 결정팀에 의해 선정된 중재 전문가에 의해 감독되어야 한다. 전략 중
재에서 프로그램 선택은 학업 영역 당 2-3개 이하로 하고 행동의 경우는 교육청 혹은 학교
전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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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진전도 모니터링
단계 Ⅱ에서의 진전도 모니터링도 CBM을 사용한다. 진전도 모니터링은 단계 I 보다는 더
자주 수행되며 보통은 결정팀에 의해 결정되며 한달에 적어도 2번 이상은 해야 한다. 진전
도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학생 중재 계획의 수정여부를 알려주게 된다.
④ 중재 결과
단계 Ⅱ에서 성공적인 학생은 단계 I에 다시 통합된다. 그러나 학생이 단계 Ⅱ의 전략적
중재를 충실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능숙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학생은 단계 Ⅲ의
강도 높은 중재를 받게 된다.
(3) 단계 Ⅲ: 강도 높은 중재
① 특성
단계 Ⅲ의 강도 높은 중재는 단계 Ι과 Ⅱ의 중재에 대한 반응 부족을 분석하여 목표화된
평가에 기초하여 개별화된 중재를 하며 빈도와 지속시간을 증가시켜서 학생의 학습률을 촉
진하도록 설계된다. 이 강도 높은 중재는 단계 I에서 제공된 것과 단계 Ⅱ에 의해서 지원된
교수를 더 향상시켜 지원하거나 혹은 빈도를 높이고 지속시간을 늘여서 중재를 할 수 있
다. 그러나 중재를 해왔지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단계 I과 단계 Ⅱ의 중재를
바꿀 수 있다.
② 평가 및 평가 도구
강도 높은 중재를 선정하기 전에, 목표화된 평가가 단계 Ⅲ에 들어갈 때 실시된다. RTI
데이터 분석에 덧붙여 학생의 교수적 요구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직접 측정을 하며
학생의 기술 결함을 판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목표화된 평가는 reading specialist, Title
1/LAP 교사, 학교 심리학자, 특수교사, 특별히 훈련된 일반교사, 혹은 다른 specialist가 수행
한다. 목표화된 평가는 면접, 관찰, 오류분석기법, CBM, 표준화된 평가, 기능적 행동평가 등
을 포함한다.
③ 중재 결과
단계 Ⅲ에서 성공적인 학생들은 이전의 단계 혹은 핵심적인 교육과정으로 돌아갈 수 있
다. 단계 Ⅲ에서 성공하지 못한 학생은 특수교육 평가나 다른 장기간의 계획(예, 부수적인
단계 Ⅲ)에 의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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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TI와 행동
학업적으로 문제가 되는 아동들은 많은 경우 문제행동을 나타낸다. RTI에서 체계적으로
수집된 행동자료는 행동지원을 위한 결정시 기초가 된다. [그림 1]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Washington 주의 RTI 다단계 접근에서는 행동과 학업 모두를 평가하고 중재하는 것을 의미
한다.
4) RTI 시스템 내에서 아동 발견의 의무
RTI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장애아동을 발견해야 하는 교육청의 의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 교사, 기타 다른 사람들도 언제라도 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학교는 단계와
과 관계없이 특수교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의뢰하기 위해 훈련되어 있어야 한
다. 이것은 학생이 의뢰되기 위해서 반드시 다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나 교육청은 아동이 이미 의뢰과정에 있고 요구된 시간 내에 특수교육 적격성을 결정
하는 과정에 있는 경우에도 RTI 중재를 계속할 수 있다.
5) 부모 참여
모든 단계에서 부모의 참여는 성공적인 RTI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이 된다. 결정팀의 구성
원으로서 부모는 학생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학교는 교육과정 시작시
가능한 초기에 부모를 참여시킨다. RTI 내에서는 일반학급에서의 학생의 진보를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교육청과 학교는 RTI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부모에게 제공해야
하고 RTI 과정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준비해야 한다. RTI가 일반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별, CBM, 다단계내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부모의 서면 동의는 필요
하지 않다. 그러나 학생이 중재에 실패하고 특수교육 적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RTI에 의한 SLD 적격성 판별
Washington주는 IDEA 2004에 따라서 지적인 능력과 학업성취간의 심한 불일치를 고려하
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IDEA는 교육청이 사용하는 SLD 기준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SLD 판별절차
에 대한 분명한 지침서를 제공받을 때까지 Washington 주는 RTI 자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적합한 CBM이 적용되면서 적어도 단계 Ⅱ까지 적용된 후에 학생의 학업성취에서의 반응
부족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첫째, 같은 연령의 학생들의 학업성취보다 유의하게 더
낮을 때, 둘째, 학생의 학업성취의 향상과 또래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향상되는 것 간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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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을 때 반응이 없는 것으로 고려된다. 그리고 학업성취 부족을 설명하는 다른 정보
의 부족은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특수교육을 위해 일단 의뢰가 되면 교육청은 초기 평가를 통해서 장애 유무를 위한 평가
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단계 Ⅲ에서 왜 학생이 반응을 못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가 없다면 초기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초기 평가 전에 교육청은 부모나 보호자로부
터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는다. 종합 평가에서 부수적인 평가를 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종합평가는 평가위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학생에 대한 공식적인 관찰을 포함한다.
그러나 평가전에 최근 평가위원에 의해 관찰이 이루어졌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현존
하는 자료들이 특수교육 서비스의 필요성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SLD와는 다른 범주의 장애
를 포함해서 평가를 해야만 한다.
SLD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RTI를 통해 모아진 평가 자료가 학생이 또래 아이들의 수준보
다 유의하게 밑으로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평가집단은 다음 세 질문에 반드시
“Yes” 할 수 있어야 SLD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일반교육과정에서 강도 높은 단계 Ⅲ 중재를 적어도 두 번 충실하게 제공받았으나 학
생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학생이 반응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로 학생이 또래
아이들 보다 유의하게 더 적은 비율로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
(2) RTI에 기초하여 학생의 저성취의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다음 4개의 기준에서 적어도
2개를 충족하는 자료가 있는가?
◦ 학생이 현재 학년 수준에서 7 퍼센타일 이하로 /혹은 전 학년 수준에서 16 퍼센타일
이하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CBM 점수
◦ 표준화된 검사 점수의 -1.75 SD
◦ CBM 점수와 다른 데이터들은 학생의 중간 수행이 적어도 2.0의 불일치 비율로 학년
배치의 또래들 보다 밑이라는 것을 보여줌
◦ CBM 점수, 학급 수행, 관찰, 그리고 적합하다면 표준화된 평가에 의해 결정된 현재
학년 배치보다 학생의 교수 수행 수준(instructional performance level)이 두 학년 이하일
때
(3) 평가집단은 학생이 또래 아이들과 동등한 수준의 일반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혹
은 진보하기 위해서 수정이 없이는 일반교육환경에서 가능하지 않아 특별히 고안된 교수를
필요로 하는가?
SLD로 결정하기 전에, 평가집단은 학생의 학습문제가 일차적으로 배제조항에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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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평가집단은 또한 제한된 영어 유창성, 수학에서의 교수부
족, 적합한 읽기 교수의 부족으로 인해 위의 기준에 대해 Yes라고 답한 것도 제외한다. RTI
접근을 사용해서 SLD를 판별할 때 평가집단은 장애가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불리하게 영향
을 미치지 않으며 학생이 특별히 고안된 교수를 필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특수교육 적
격자”로 결정하지 않는다.
만일 평가집단이 “학생은 특수교육서비스에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면, 평가보고서는 학생
이 필요로 하는 강도 높은 중재와 기타 특수교육 서비스를 추천을 해야 한다. 평가보고서
는 IEP개발에 필요한 정보는 물론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 수정, 조정, 학교 직원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청은 IEP팀을 소집하기위한 단계를 취해야만 한다.
아동이 Washington주의 심한 불일치 기준표(State of Washington's Severe Discrepancy Tables )를
적용하기 이전에 SLD로 결정된 학생은 교육청이 RTI를 실행하기 시작할 때 특수교육 서비
스를 위한 적격자로 남게 된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생을 재평가할 때 학생이 계속해서 특
수교육 서비스의 적격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료의 일부분으로 RTI 결과를 사용
해야만 한다. RTI 시스템에서, 학생에게 제공된 특별히 고안된 교수는 학생이 이미 일반교
육환경에서 받고 있는 과학적인 중재와 질적으로 우수한 교수를 보충하는 것이어야만 한
다. RTI 시스템에서는 질적으로 우수한 교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학생이 특별
히 고안된 교수가 필요한지를 결정할 수 있다

VI. 학습장애 판별에 관한 RTI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IDEA 2004 이후 연방 법령의 개정에 따라 RTI의 사용이 각 주마다 진행속도나 수준은
다름을 알 수 있다. SLD 정의나 유무 결정기준은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의 기준을 따르지만
SLD 판별과정에 있어서는 주에 따라 전적으로 RTI만을 혹은 RTI와 불일치 모델을 병행하
여 사용하기도 하고 아직 RTI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진행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과도기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RTI는 확산되고 있으며, 불일치 모델을 사용
하고 있다하더라도 SLD 판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실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wait
to fail)”으로 비판 받아왔던 능력-성취 불일치 모델과는 어느 정도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학교가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으며 학습장애
진단 및 판별에 있어서는 중재와 판별을 연결시켜서 학습장애의 진단을 진척시키고 있다고
도 볼 수 있다.
게다가 RTI는 초기 학년에 질적으로 우수한 교수를 단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일반학생들
은 물론 저성취를(혹은 학습부진을) 보이는 학생들의 학업수행 향상과 심각한 문제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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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는 차원에서 매우 가치가 있으며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학업 실패 위험 학생들을
선별하고 평가 자료에 기초해서 교수와 중재에 대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요구에
적합한 중재를 제공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특수교육에 의뢰되는 수를 감소시키
고 결과적으로 학습장애의 과잉판별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서 중재과정에서 이루어진 교수와 평가들이 문서로 입증이 되어야 하고 부모가
초기부터 개입이 되어야 하므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중재과
정에서 이루어진 교수와 누적적으로 이루어진 평가들이 문서로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함으
로써

아동의 학업과 행동을 교육하고 판별하는 데에 있어서 일반교사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불일치 모델을 RTI와 병행하여 진단하는 North Dakota의 경우 불일치 모델 적
용에서는 단순히 표준화된 검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결과가 비형식적인 검사자
료에 의해 입증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의 불일치 모델과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RTI와 함께 수정․보완된 접근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체계적인 RTI 접근이 과연 얼마만큼 미국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몇 개 주의 학습장애 진단
및 판별절차 검토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연방정부에서 제시한 SLD의 유무 기준이나 판별절차를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각 주
에서 선택한 RTI 접근은 각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맡기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단계의
체계적 접근, 단계에서 단계로의 이동, 특수교육에의 의뢰 기준 등에서 객관적인 것 보다는
주관적인 요소들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다.
둘째, 다단계 접근인 RTI는 거의 모두 3단계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각 단계의 목적은 비슷하나 각 주마다 절차나 내용이 조금 씩 다르다. 각 단계에서의
중재를 얼마 동안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 평가는 어떻게 얼마나 자주 실시할 것인
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가 분명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학교나 지역교육
청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해 준다.
셋째, RTI 접근에서의 초점이 읽기, 수학, 쓰기, 행동 모두를 다루는 주도 있지만 주로 읽
기에 맞추어져 있거나 읽기와 수학에 국한되어 있다. 게다가, 읽기는 주로 기본적인 읽기나
읽기 유창성, 수학은 주로 수학 계산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비교적 중재나 측
정이 수월할 수 있으나 읽기이해, 수학문제해결, 쓰기, 학습장애 관련 기타 다른 기술이나
기능 습득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중재나 측정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중재에 대한 반응을 측정과 프로그램과 평가 모두에서 문제
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넷째, Washington 주의 경우는 특히 중재에 대한 반응의 부족을 결정할 때 연령이나 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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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정하는 기준을 사용하면서 3단계에서의 결정 기준을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주에서는 중재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 부족과 진전도율을 어
떻게 측정하여 결정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고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다섯째, RTI에 의거한 SLD 적격성 의뢰는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재
에 대한 반응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그리고 충분한 진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즉, RTI
는 결정시 교육중재에 대한 결과와 진전도만을 보기 때문에 이 논리대로라면 지속되는 학
습부진이나 저성취 아동들은 모두 SLD에 속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학습부진을 보인 저성
취 아동들은 RTI를 통해 학습의 향상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아동들 중 배제
조건(예, 정신지체, 시각․청각장애 등)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들은 전형적인 SLD, 다른 요인
으로 인한 저성취(공존장애 포함), 특히 지능이 -1SD∼-2SD인 아동들이 속해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교육중재의 결과를 점수만으로 볼 때는 이 아동들이 하위 범주집단으로(예, 하위
5%ile, 15%ile 등) 구분될 수 있지만 이 아동들이 왜 저성취를 보이는가는 다를 수 있다. 따
라서 저성취를 보이는 아이들이 정말 SLD 때문인가? 지능의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문제인
가를 감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RTI에 의해서는 불분명하다고 하겠다.
여섯째, 앞의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Minessota와 Washington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표준화된 검사에서의 수행의 cutoff가-1.75SD이다. 즉 표준화된 검사에서 -1.75
(1SD가 15이라면 26점), 즉 76이상인 경우 자동적으로 SLD로 진단할 것인가이다. -1.75SD를
cutoff 점수로 사용할 경우 특히, 지적인 면에서 IQ 75-80 혹은 85 사이에 있는 학생들의 경
우 저성취를 보일 것이며 진전율도 낮을 것이므로 RTI에 의한다면 III단계에서 모두 걸릴
수 있는 아동들이며 적격성 결정에서도 SLD로 판별될 가능성이 높은 아동들이다. 그러나
Swanson(2006)은 중재결과와 인지과정과 관련하여 “누가 SLD를 가진 학생인가” 라는 논문에
서 SLD 정의에서 지능은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하였다. 즉, SLD는 지능이 85 이상
이면서 읽기 그리고 수학에서 25%ile 이하에 속하는 학생들이면서 효과적인 교수방법으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성취하는 학생들보다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인지과정과 관련해서는 음운인식과 작동기억들은 SLD 하위 유
형들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Swanson이 지적한 것처럼 지
능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나 각 주 판별절차과정에서 이에 대해 분명히 제시하지 않고 있고
특히 IQ 76∼80 혹은 85 사이에 있는 학생들의 저성취에 대한 언급이 어떤 주도 명확히 하
고 있지 않다.
일곱째, SLD 판별과정에서 RTI 과정의 책임을 맡는 집단이 다양하다. 특수교육위원회
(CSE), 중재팀 과정(Intervention team), 결정팀, 진단위원회(MDT), IEP 팀, 전문가 집단
(professional group member 혹은 group member)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어진 팀이 맡고 있다.
§300.504에 의하면 전문가 집단의 경우 부모와 자격을 갖춘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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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담임교사(아동이 일반교사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아동의 연령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교사), 혹은 학년보다 낮은 아동을 위한 아동의 일반교사, 아동의 연령을 가르치기 위해
SEA(State eudcational agency)에 의해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학교 심리학자, 말-언어
병리사, reading specialsist 등과 같이 적어도 개인적 진단 검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
한 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RTI 과정에서의 집단 구성원을 결정
하는 것은 학교나 교육청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마다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SLD와 공존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배제조건에서의 1차적 장애들이 SLD와 공존해
서 나타날 때에 대한 언급이 Washington 주를 제외하고는 없다. 게다가 SLD는 두뇌와 관련
된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SLD의 기원이 ADHD의 기원과 비슷하고 특성도 서로 겹
치는 경우가(약 30%) 있어 ADHD와의 관련성이 높을 수도 있으나 RTI는 단지 교육중재의
결과만을 보기 때문에 공존장애에 대한 사항을 간과하고 있다고 하겠다.
아홉째, RTI는 주로 저학년에 적용된 경우가 많다. SLD 판별과 관련해서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수준에서도 RTI 시스템의 접근에 대한 지침이 나와
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국내에 RTI 적용 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
학습장애 진단 및 판별 과정의 일부로 RTI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전제되어야 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연구를 통해서 각 교과별로 과학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중재가 어떤 것들이며 어
떤 구성요소들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야 하고 효과적
인 중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RTI는 진전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중재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진보율을 측정하여
단계마다 결정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정확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는 평가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어야 하고 이를 수행할 일반교사, 특수교사, 심리검사자(혹은
school psychologist), 관련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임상경험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사용할 타당하고 신뢰로운 평가 도구 및 체제가 각 영역별로 갖추
어져 있어야 한다.
셋째, 학습장애 진단 및 판별에 관련된 예를 들면, 일반교사, 특수교사, 심리검사자, 기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구성과 이들의 전문성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지금까지 파악된 RTI는 주로 CBM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성상 각 영역(읽기,
수학, 쓰기 등)에서 특정 기술이나 기능만을 대상으로 이루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읽기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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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대다수 기본적인 읽기나 읽기 유창성을, 수학의 경우는 수학의 사칙연산에 국한된
경우가 많이 있어왔다. 물론 이 능력들이 각 영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초이자 핵심요
소이긴 하지만 소리내어 읽기만을 잘한다고 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단순히 계산
을 잘한다고 해서 그 학생이 수학을 잘하는 것은 아님을 교육자들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다. 교육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각 영역 내에서 반드시 꼭 이수해야 하는 것들을 모두
포함시켜서 RTI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우리나라에서 만일 RTI가 적용된다면 저학년의 경우(즉, 1, 2, 3학년) 일단 단계적
인 중재를 받은 후 SLD를 결정할 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한 범주인 발달지체1)(학령기이면서 9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와의 관
련성과 차별성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SLD의 경우는 *두뇌와 관련된 문제들을 배제할 수 없는 장애영역이므로 교육적
인 접근 이외에 의학적인 접근 또한 병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는 RTI가 체
계적으로 진행되면서도 의학적인 접근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RTI 과정을 통해 SLD 적격성 평가에 의뢰된 아동들 중에는 표준화된 인지력 검
사에서 -1.75SD~-1SD에 속한 아동들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불일치모
델을 적용할 것인지 혹은 인지능력은 정상범위여야 하므로 “SLD는 인지능력이-1SD이상이어
야 한다”라고 정할 것인지를 진단팀 결정해야 한다. 한편, 인지능력 면에서-1.75SD와-1SD사
이에 있는 학생들도 SLD에 포함시키야 한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SLD를 인지적인 측면에서
하위 유형(subtype)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SLD를 Type I(+2SD 이상),
Type Ⅱ(+2SD~ 0), Type Ⅲ(0~-1SD), Type IV(-1.75SD ~-1SD) 등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 학
업성취도와 진전도율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과 경향들을 제시하여 진단할 때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덟째, RTI를 통해서 학습장애 진단 및 판별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
교육시스템 내에서 three tier model이 잘 이루어져야만 RTI가 의미있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이를 담당할 교사들이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이 모든 범위의 학생들
을 다룰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고 현직에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는 재교육이나 연수를 통
해서 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일 RTI를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RTI가 자리매김하기까지 교육, 행정, 교육청, 교원, 학
부모, 각 영역의 검사자, 관련된 사람들 모두 각 입장에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2008)에 따르면 발달지체란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ㆍ
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
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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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에 항상 “학생”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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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view on the Procedures of Diagnosis and Identification
for Specific Learning Disabilities in the United States

Ockryeo Kang*

Sungdoo Hong**

Kijyung Lee***

Ienai Kim***

Dongil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identification procedures of specific learning disabilities(SLD)
which have been using in the United States. Recently, under IDEA reauthorization 2004 and 2006,
provisions of IDEA allowed school districts to use RTI as an alternative method for identifying SLD
instead of the IQ-achievement discrepancy model. Thus, in order to identify SLD, most of states are
using RTI. The basic purposes and principles of RTI sound like resonable and ideal. Moreover, recent
research shows that RTI is effective educational practices within schools to bring high quality
instruction to all students including learning disabilities. However, when reviewing identification
procedures of SLD by using RTI of several states, we can see that the United States is in a
transition period and even RTI recommended are still questionable. Thus, we indicated and discussed
some important questions with regard to scientific, research-based interventions/instructions, progress
monitoring, evaluation system, eligibility criteria, limitation of measurement in subject areas, use of
standardized tests, cognitive ability, comorbidity with other disorders, and so on. Finally, we
mentioned some issues to be solved before RTI is applied to identification of SLD in Korea.
Key words : Learning Disabilities, Diagnosis & Identification, RTI, Discrepancy Model, 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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