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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적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자신

I. 들어가며: 지능과 지능검사

의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총체적 능
력(p.7)이라는 Wechsler(1958)의 지능 정의가 가장

지능이라는 구인(construct)은 지속적으로 많은 주

널리 알려져 있다. 기존의 지능 이론을 간략히 정리

목을 받아 왔고 다양한 논쟁과 논박을 불러 일으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ynolds & Gutkin,

왔다.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 심리학자, 교육학자뿐만

1999).

아니라 일반인들도 지능의 의미에 대해 자신의 견해

첫째,

전통적

심리측정이론은

개인차

심리학

를 밝혀 왔다. 지금까지 새로운 지능의 정의가 계속

(differential psychology)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심

제안되었으며, 각각의 정의는 그에 대항하는 정의를

리측정이론 연구자들의 기본가정은 잠재적인 능력이

불러일으키는 자극제 역할을 해왔다. 특히 교육

및

지적 능력 변량의 대부분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전통

특수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정의로 제안된 지능은 복

적인 심리측정 이론가들 가운데에는 단일특성이 모

잡하면서도 비교적 잘 정의된 개념이지만, 그 외의

든 정신 능력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학자들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피

(Spearman, Vernon), 다특성 혹은 다요인으로 지능

상적인 아이디어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어떤 지능

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는 다요인 이론가들

이론가들에 의하면, 지능에 있어 과정의 효율성이 중

(Guilford, Thorndike, Thurstone)이 있다. 그러나, 대

요하다고 한다. 즉, 학생이 주어진 과제를 주어진 시

부분의 이론가들은 지능이 이 두 모델의 연속선상

간에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또 어떤

중간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에 의하면, 지능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개념간의

이후에 Carroll(1993)은 인지능력의 위계이론을 제

관계를 아는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이론가들은 지

시하였다. 이는 Spearman의 g요인과 유사한 일반적

능의 기원(선천적인 것인가 또는 습득된 것인가)의

인 단일 능력 요인, 광의의 능력 요인들(broad

맥락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거의 모든 지능이론들이

ability factors)로 설명되는 두 번째 계층의 요인들

몇 가지의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이

(예, 결정지능, 유동지능), 그리고 많은 부분이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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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Thurstone에 의해 밝혀졌던 50개 혹은 그 이상의

(Successive) 의 지능 모형(PASS)이다. PASS 모형

주요(또는 협의의) 능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Carroll

은 Luria(1980)의 인간의 인지기능에 관한 초기이론

의 위계 이론은 과거 연구에서 요인 분석한 결과를

을 발전고 타당화한 것이다. Luria는 처음으로 정보

종합한 것이며 앞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리라 예

처리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 보고하였고, 이후 다른

상된다.

학자들에 의해서 타당화되었다. 첫 번째 기능은 환경

둘째, 정보처리이론은 다른 어떤 이론들보다 지능

자극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주의집중이다. 두 번째 기

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학문적 접근을 시도

능은 정보의 습득, 유지 및 처리를 담당하는데, 이를

하고 있다. 인류학, 컴퓨터공학, 교육학, 언어학, 심리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여러 정보를 통합된 방식으

학 연구를 바탕으로 정보처리이론 지능연구자들은

로(동시적으로) 한번에 처리하는 것과 정보를 계열에

개인이 감각자극을 투입하여 실제 결과를 산출해내

따라 시간적으로 조직하여(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

는 정보처리과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Sternberg, 1985).

이다. 세 번째 계획 기능은 개인이 인지활동을 분석

정보처리 모델에서 나온 많은 이론들 가운데 가장

하고 문제해결전략을 개발하여 그 해결방법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Sternberg(1985)의 지능 삼두이론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Das와 그

(triarchic theory)이다. 삼두이론은 개인의 내적, 외

의 동료들(1994)은 PASS 모형이 장애아동의 특수교

적 세계 및 그의 삶의 경험과 같은 중요한(influential)

육 지원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요소들을 결합시키는 매우 복잡하고 고도로 통합된

세 번째 지능이론의 범주는 앞의 두 이론에서 언

정신 작용 체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Sternberg

급되지 않은 이론들을 포함하고 있는 광범위 영역이

는 각 세 영역의 기본 구성 요소 및 그 기제를 자세

다.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Gardner(1997)의 다중지능

하게 설명하였다. 이러한 특정한 문제해결 전략과 관

이론(MI)이다. 특히, Gardner의 이론은 다요인 이론

련된 작용이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도 나타날 수 있

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지능이나 운동지능과

지만, 그 이면에 있는 가치와 기제는 문화에 따라 다

같은 지능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아

양할 수 있다고 한다. 예컨대, 어떤 문화권의 아동은

직 Gardner의 이론을 타당화한 학술 문헌은 많지 않

과거 경험과 그 문화권에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능

지만, 교육관련 전문가들은 지적 기능에 관한 새롭고

력(기술)을 활용하여 다른 문화권의 아동에 비해 새

혁신적인 관점으로서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로운 환경적 요구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다. 따라

Gardner의 지능이론이 구체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서 한 문화권에서 지적(intelligent)이라고 간주되는

지능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한 점은 모든 개인은 독특

것이 다른 문화권에서도 꼭 그러하다고 볼 수는 없

하고, 자신만의 특수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특수교

다. Sternberg 이론의 특징은 세 영역(보다 높은 차

육적 아이디어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다중지능이론

원의 문제해결기술, 그러한 문제해결기술을 완성하기

은 정신지체와 학습장애 전문가들에게 커다란 시사

위한 실행요소, 필요한 정보에 주의집중하고 비교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수 있는 지식 습득 요소)에서 어떻게 정보처리가 이
루어지는 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었지만 여전히지
능이라고 구인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이

또한 다음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지능 이론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차이가

Das, Naglieri, Kirby(1994)의 계획(Planning), 주의집

지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런 점에서,

중 (Attention), 동시처리(Simultaneous), 순차처리

지능은 추론된 실재로서, 우리가 현재 행동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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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거나 미래 행동의 차이를 예측하는데 사용하

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지능검사란 단지 학습한 내

는 구인이다.

용을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어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구인”인 지능을 측정하

이론가들은 지능검사를 언어적인 것 또는 비언어적

는 지능검사는 행동의 표집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인 것으로 특징짓고, 다른 학자들은 지능검사를 문화

검사에서의 개인의 수행이 이론에 따라 해석되는 방

적으로 편파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여전히 공정

식이 다양하지만, 각 검사문항들은 단순히 표집된 행

한 측정도구라고 반증한다. 지능검사가 측정하는 것

동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른 종류의 행동 표집이 지

이 무엇인가에 관한 모든 주장들은 실제로 나름대로

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대개의 경우, 표집된

의 근거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 이론 그리고

행동의 종류는 검사제작자가 가지고 있는 지능에 관

주장들의 상대적 가치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특성과

한 개념을 반영한다. 행동의 표집들은 다른 제작자에

지능검사 문항이 재고자 하는 특성 사이의 상호관련

의해 다른 방식으로 묶이는데, 대부분 제작자가 지능

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기존에 상용화된 지능검

의 개념을 보는 방식에 근거한다.

사 영역은 다양하지만 이러한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실제로 어떤 학생의 지능을 평가하고자 할 때, 결

제시되는 문항들을 묶어 볼 수 있다. 대부분 지능검

정된 영역의 모든 문항을 모두 실시하는 것은 불가

사의

문항은

변별(discrimination),

일반화

능하다. 어떤 검사들은 표집한 행동이 서로 겹치기도

(generalization),

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림I-1>에서와 같

(general knowledge), 어휘(vocabulary), 귀납(induction),

이 검사A와 D가 다른 행동을 표집할 수 있다. 그리

이해(comprehension), 순서 배열(sequencing), 세부 인식

고 이 두 검사 모두는 검사E에 의해 표집된 행동의

(detail recognition), 유추적 추론(analogical reasoning),

일부도 평가한다. 그러나, 영역 안의 모든 행동을 표

형태 완성(pattern completion), 추상적 추론(abstract

집한 검사는 없다(Salvia & Ysseldyke, 2001).

reasoning), 기억(memory)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

운동 행동(motor behavior), 상식

어 있다(Salvia & Ysseldyke, 2001).
발달장애 아동의 진단과 교육에 지능 검사를 적용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상당한 논란과 쟁점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지능 검사는 단순히 행동의 표집
을 측정하는 것이며 지능검사 종류에 따라 다른 행
동을 표집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단순히 지능검사
를 쓰는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입장을 벗어날 수 있다. 이제 발달장애에 접근하는
하나의 틀로서 지능과 지능검사를 진지하고 심각하
<그림I-1> 행동 표집으로서의 지능검사(Salvia &
Ysseldyke, 2001)

게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지능과 발
달장애라는 커다란 주제 하에서 첫째, 정신지체와 학
습장애 진단과정에서 지능의 역할을 살펴보고, 둘째,

지능검사에 의해 표집된 행동의 특성을 확인하는

발달장애의 진단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능 및 지능검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다. 지능검사는 학생이 학습을

사에 대한 쟁점을 정리한 후, 셋째, 지능 및 지능 검

통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

사의 전망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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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신지체와 학습장애의 정의 및 진단
: 이중 준거에서의 지능의 역할

Practice in Mental Retardation)를 출판했다. 이 지
침서를 개발하게 된 근본적 이유가 서문에 반영되어
있다: 정신지체가 무엇인지, 그것이 개인과 사회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충

발달기(18세-22세 이전)에 발생하는 아동기 발달

족시켜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현

장애는 다양하지만 본 장에서는 지능과 깊은 관련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요구되고 있다.(p.ⅹⅳ ) APA

있는 정신지체와 학습장애의 정의와 진단 준거를 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신지체는 (a)일반적인 지

펴보고자 한다. 특히 정신지체와 학습장애는 진단과

적 기능에서의 유의한 제한성; (b) 그와 동시에 적응

정에서 지능을 포함한 이중준거(dual criteria)를 적

기능의 유의한 제한성; 그리고 (c) 지능과 적응상의

용하며 이 때 지능검사 결과에 의하여 장애 진단이

제한성이 22세 이전에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p.13)

달라지기 때문에 지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신

APA의 정의를 검토해보면, 1983년도 AAMR 정

지체는 지능과 적응행동의 준거가 동시에 적용이 되

의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적응행동 대신에 적응

며 학습장애도 지능의 범위와 기초학습기능 성취도

기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출현시기의 상한

의 준거를 동시에 적용하게 된다.

연령이 18세에서 22세로 연장되었다. APA지침은 장
애정도에 따른 분류체계(즉, 경도, 중등도, 중도, 최

1. 정신지체

중도)를 권장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 장애정도는
네 범주의 IQ점수와 그에 대응하는 적응 기능의 공

20세기 전반에는 Tredgold와 Doll에 의한 초기 정

존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Jacobson & Mulick,

신지체 정의가 가장 대표적이다. Tredgold(1937)는

1996, p.14)고 말하고 있다. <표II-1>는 정신지체의

정신 박약(mental deficiency)”을 “타인으로부터의

분류와 지능 및 적응 기능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감독, 조정, 또는 외부 지원이 없이, 개인이 그의 동
료들과 속한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표II-1>

정신지체의 분류

방식과 정도의 정신발달이 되지 않는 박약 상태
(p.4)”라고 정의하였다. Doll(1941)은 정신지체의 정

정신지체 IQ 점수
의 정도
범위

의 요소로 (1) 사회적 능력의 장애이고 (2) 정상 이
하의 정신능력이 나타나며 (3) 발달에 장애를 가져오
며 (4) 발달기에 나타나고 (5) 기질적인 원인을 가지
며 (6) 본질적으로 치료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였
다. Doll의 정의는 초기 정의 중에서 두드러지며, 정

경도
중등도
중도
최중도

55-70
35-54
20-34
20미만

IQ 분류
표준
편차
-2
-3
-4
-5

SD
SD
SD
SD

공존하는 적응기능
제한의 범위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영역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영역
모든 영역
모든 영역

비고. 적응기능의 제한은 생활연령에 따라 기대되는 수행수

신지체의 정의에 계속적인 영향을 끼쳐왔으며, 처음

준 이하이며, 2 SD 또는 그보다 낮을 때 심각하다고 할 수

네 요소는 현대 정의에서도 발견된다.

있다.

이후에 Jacobson과 Mulick를 주축으로 한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33분과는 1996년 정신지체의 진단과 전문적 치료를
위한 지침서(Manual of Diagnosis and Professional

출처: John J. Jacobson and James A. Mulick(Eds.),
(1996). Manual of Diagnosis and Professional Practice in
Mental Retardation, p. 1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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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2002년 AAMR 10차 정의에서 제기되

년 체계와 다른 분류 체계와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

는 특징으로서, 우선, 정신지체는 “기능의 상태”로

등을 포함한다. 1992년 체계에 비추어 볼 때, 2002년

이해된다. 둘째, 분류는 지원의 정도로 이루어지고

정신지체의 개념은 기능 지향에 대한 강조와 생태학

정신지체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체계를 재 공식화한

적 조망, 그리고 분류와 서비스 제공 목적 양 측면을

다. 셋째, 패러다임 이동을 반영한다. 단순한 개인을

위한 지원 패러다임의 사용으로 현저하게 확대되었

나타내는 절대적 특성으로서 정신지체를 보았던 패

다고 평가된다(민천식, 2003).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러다임에서 제한된 지적기능을 가진 개인과 그의 환

주요 정신지체 정의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II-2>

경간의 상호작용의 표현으로의 전환한다. 넷째, 적응

와 같다(신종호, 김동일, 신현기, 이대식, 2002).

행동의 개념이 좀더 확장된다. 전반적(global) 기술을

이 표에서와 같이 정신지체의 정의 요소 중에서

하는 것에서 특정한 적응능력으로 구체화된다(개념

조작적으로 정의되어 검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평

적/사회적/실제적). 이 정의에서는 기능적, 생태학적

균 이하의 지능과 동시에 평균 이하의 적응행동 결

관점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정신지체 상태를 이해하

손이 중요한 이중 준거(dual criteria)로 강조되어 왔다.

는데 있어서 변화와 개선을 요하는 것으로 (a) 지능
과 적응 행동 구성요소를 위한 표준편차 준거, (b)

2. 학습장애

참여와 상호작용, 사회적 역할의 다섯 번째 차원, (c)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기능은 정의에 대한 다차원적

학습장애의 정의는 임상적 처치를 위한 진단의 기

구성요소로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

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는 적응행동에 대한 요인 분석적이고 개념적인 작업,

편람(DSM-IV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 지원 사정과 지원 강도 결정에 대한 최근 작업,

1994)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DSM-IV에 의하면

(e) 사정을 위한 구성체계 내에서 사전 3단계 과정의

학습장애는 AXIS-II의 발달장애군의 특수발달장애로

확대, (f) 진단과 분류에 관련된 확대된 논의와 “잊혀

분류되어 있으며, 읽기장애, 산술장애, 쓰기장애, 달

진 세대(the forgotten generation)”를 포함하여 다른

리 분류되지 않는 학습장애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인구와 관련된 장점, (g) 요구되어진 환경과 그것의

학습장애는 읽기, 산술, 쓰기를 평가하기 위해 개

정의 그리고 임상적 판정 안내의 수를 참고하는데

별적으로 시행된 표준화 검사에서 나이, 학교교육,

있어서 임상적 판정의 확대된 논의, 그리고 (h) 2002

그리고 지능에 비해 기대되는 수준보다 성적이 현저

<표II-2>

정신지체의 정의
정

Tredgold(1937)

AAMR(Grossman, 1983)
AAMR (2002)
미국 심리학회
(Jacobson & Mulick, 1996)

의

정신박약(Mental deficiency): 타인으로부터의 감독, 조정, 또는 외부 지원이 없이,
개인이 그의 동료들과 속한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방식과 정도의 정
신발달이 되지 않는 박약 상태
정신지체란 발달기에 나타나는 유의한 평균이하의 일반적인 지적 기능과 이로 인
한 또는 이와 동시에 존재하는 적응행동의 결함을 의미한다"
정신지체는 지적기능과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기술로 나타나는 적응행동에서
동시에 보이는 심각한 제한성이 특징인 장애이다. 정신지체는 18세 이전에 시작된다.
정신지체는 (a)일반적인 지적 기능에서의 유의한 제한성; (b) 그와 동시에 적응 기능
의 유의한 제한성; 그리고 (c) 지능과 적응상의 제한성이 22세 이전에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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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낮게 나올 때 진단된다. 학습문제는 읽고, 계산

집단이며 복잡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

하고, 쓰기를 요구하는 학업의 성취나 일상생활의 활

순한 인과론적 법칙을 가지고 학습장애를 정의하는

동을 현저하게 방해한다. 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함을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반

밝히기 위해 다양한 통계적 접근이 이용될 수 있다.

대로 복잡성을 포함하면 할수록 개념을 정의하기가

현저하게 낮다는 것은 표준화 검사 성적과 지능지수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개념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

사이에 2 표준편차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통상적으

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어, 조작

로 의미한다. 때로는 성적과 지능지수 사이의 작은

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제시하는 것이 필

점수 차이(즉, 1표준편차와 2표준편차 사이)가 판단

요하다.

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특히 개인의 지능검사 결
과가 인지 과정과 연관되는 장애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거나 개인의 정신장애,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

수준

또는 개인의 인종적, 문화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

Ⅰ

조작적 정의
필요
능력-성취불일치

았을 경우에 그러한 기준이 적용된다. 만약 감각 결
함이 있다면, 학습장애는 통상적으로 감각 결함에 동

Ⅱ

언어(수용,표현)

읽기

수학

반되는 정도를 초과해서 심한 정도로 나타나야 한다.
학습장애는 성인기에도 지속될 수 있다(American

학습효율성
Ⅲ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전략

또한, 특수교육 분야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정의는
1977년 USOE의 정의이다.

Ⅳ

주의

“특수학습장애”는 구어나 문어의 이해나 사용에
관련된 기본적인 심리과정에서의 장애로 인한 듣기,

Ⅴ

사회적
인지

기억

속도

지각

인지적
정보처리

언어적
문제해결 개념형성 메타인지
정보처리

말하기, 읽기, 쓰기, 철자, 산술 능력의 손상을 지칭
한다. 지각장애, 뇌손상, 미소뇌기능손상, 난독증, 발

충분

<그림II-1> 학습장애의 조작적 정의

달적 실어증 등을 포함한다. 시각, 청각 혹은 운동
감각 장애나 정신지체, 정서장애, 또는 환경적, 문화
적, 경제적 결손으로 인한 학습장애를 포함하지는 않는
다(USOE; United States Office of Education, 1977).
대표적인 정의를 살펴 보면, 학습장애를 성인기에
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표준화 검사
들을 통한 지능-성취 수준의 불일치 기준이 적용되
고 있다. 정신지체, 문화적 결손, 감각결함으로 인한
학습문제는 학습장애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학습문제
는 학업성취나 일상생활 활동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
다고 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학습장애가 이질적인

이러한 정의는 일련의 구체적인 준거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판별 준거를 통하여 한 아동이
학습장애로 진단되고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와 구체적 준거의 적용과정
은 학습장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시사점을 제공
한다. Kavale과 Forness(1995)는 <그림II-1>와 같은
조작적 설명과정을 통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학습장
애가 이질적인 속성을 공유하는 다변인 현상이라면
그 이해의 과정도 다변인 측면으로 보아야 한다. 이
런 점이 간결한 이론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또한 학습장애를 단순하게 이해하는데 불편함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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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학습장애가 단지 학업곤란이나 저성취와는

학습장애에게서 명백한 생리적, 신체적 결손이 없는

본질적으로 다른 구인임을 나타낸다면 바로 학습장

데도 학습 속도가 느리고 전략 결손이 나타난다는 점

애의 정체성 확보에 한발짝 더 다가서게 된다. 이러

에서 이러한 직접적인 수행능력의 점검은 중요하다.

한 다수준, 다변인 준거제시의 목적은 학습장애에 대

4수준(구체적인 인지 요소)과 5수준(포괄적이고

한 포괄적이고 일관성있는 도식을 만들어 보는 것이

복잡한 인지 요소)은 지금까지 심리학과 교육학 영

다. 여기에 제시된 5수준의 준거는 학습장애에 대하

역에서 연구된 지식 기반과 이론을 활용하여 학습장

여 이미 제시된 정의요소를 포함하게 된다.

애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과

1수준은 능력-성취 불일치 개념을 준거로 포함한

지식기반은 학습장애의 정의에 연계되기보다는 자체

다. 불일치 개념 자체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러

적인 학문적 배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연구되는 경

한 불일치 준거를 통해 학습장애와 저성취 집단을

향이 있다. 예를 들면, 기억이나 언어과정에 대한 교

구별할 수 있다. 이는 불일치 준거로만 학습장애를

육학적 이론은 학습장애의 본질을 연구하는데 연계

순수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불일치 준

되기보다는 일반적인 중재 방법이나 교수방법을

거는 다만 학습장애를 개념화하는데 있어 일단 학습

개발하는데 활용되었다. 그러나, 4수준과 5수준의 각

부진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

요소는 학습장애의 특성을 밝히는데 중요하며 학습

러나 여기서 학습장애가 단순히 부진을 넘어서는 것

부진의 잠재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이러

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불

한 요소들이 학습부진과 인과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일치 준거를 통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지능을 보이

확인되고 타당화되면 학습장애의 명시적 원인으로서

는 정신지체와의 구분을 제시하고 있다. 2수준에서는

학습장애의 준거에 포함이 된다. 4수준과 5수준의 준

학업 영역에서 기초기능을 점검하여 학습장애가 주

거는 학습장애의 특성에 대하여 이미 연구된 지식기

요 학업 기능에서 결손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과 이론적 접근을 활용하여 학습장애에 대한 포괄

3수준 이상의 준거들은 학습장애의 복잡성과 이질

적인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에 대한 연

성, 다변인적인 속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고, 그

구 결과에서 이미 학습장애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과정에서 학습장애의 구체적인 구인이 무엇인지 나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학습장애 정의에서는

타내는 것이다. 3수준은 학습전략(조직화 및 구조화

충분 조건으로서 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능력)과 정보습득 속도 등 학습 효율성에 대한 직접

이러한 다변인, 다수준 준거는 학습장애의 정체성

적인 관찰과 수행능력의 점검에 초점을 맞춘다. 이

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고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준거는 부진과 관련된 결손보다는 실제적인 학습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장애의 필요 조건과 충

과정과 수행 능력을 직접적으로 조사하도록 한다. 이

분 조건을 중심으로 여러 모형을 제시하고 이러한

준거의 의의는 학습장애에 있어 결손라는 것에

모형들의 장점을 합리적으로 논박해야 한다. 이러한

서 매몰되기 보다 실제 학생이 행하는 학습행동-

과정이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학습장애에 대한 다양

수행으로의 강조이다. 이는 지금까지 학생의 직접

한 의견이 점차 모아져서 보다 공통된 논의를 하게되

적인 학습의 과정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연구를 하지

고 합의에 이르게 된다(김동일, 이대식, 신종호, 2003).

않으면서, 학습부진에 인과적인 관계를 밝히기 어려

이러한 다수준 준거 중에서 실제 진단 과정의 필

운 여러 가지 결손적인 특징에 대한 간접적인 설명

요조건이며 핵심이 되는 것은 지능과 학업성취 수준

에 중점을 두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의 이중준거이다. 불일치 준거에서 전제하는 것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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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II-3>

국립특수교육원 학습장애 선별 방법

다음의 선별척도를 일반학급의 담임교사나 부모에게 보내 작성하게 한 다음, 수합하여 학습장애를 지닌 것으로 의
심되는 아동을 선정하여 아래의 진단도구를 이용하여 진단한다.
<선별척도>
학습장애 아동은 -2표준편차 이상의 정상적인 지능을 지니고 연령수준에 적합한 일반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
학습을 경험하고서도 읽기, 쓰기, 수학적 추리 및 계산과 같은 영역에서 성취수준이 해당하는 학년 수준에서 2년 이
상 지체되어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아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학습장애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정서장애, 문화적 기회 결핍 등에 의해 학력이 지체된 아동은 제외합니다. 이런 아동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국어 수학 등의 과목에서 한 과목 또는 모든 과목의 학력이 학년 수준에 비해 많이 부진하다.
*읽기를 할 때 낱말을 빠뜨리거나, 다른 말로 바꾸어 읽거나, 앞 뒤 낱말을 바꾸어 읽는다.
*쓰기를 할 때 글자를 앞 뒤, 상하로 바꾸어 쓰거나, 읽을 수 없을 정도의 난필로 쓴다.
*계산 과정에 오류가 심하여 계산을 정확히 하지 못한다.
*주의가 산만하여 교사의 주의를 자주 듣거나 감독이 필요하다.
*기억력이 떨어져 지시사항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다.
*문제해결력이 떨어져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
- 위와 같은 행동을 나타내는 아동은 일단 학습장애를 지닌 것으로 의심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의 이름을 별지에 기록하고 생활기록부의 사본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진단도구>
- 선별된 아동을 훈련된 요원에게 의뢰하여 웩슬러아동용지능검사(WISC)와 KEDI-기초학습기능검사로 진단함.
<학습장애 선별 체크리스트>
- 정상의 지능을 지니고도 읽기, 쓰기, 수학적 추리 및 문제 해결, 연산 등의 영역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영역에서
해당 영역의 학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본기능 수행 수준이 동일한 연령의 집단보다 많이 뒤떨어져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아동은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동이 나타내는 행동에 해당하는 항
목이 있으면 V 표를 해 주십시오.
(1) 국어나 수학 등의 과목에서 한 과목 또는 그 이상 과목의 학력이 학년 수준에 비해 많이 부진하다.
(2) 읽기를 할 때 낱말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읽기를 지나치게 느리게 하거나 낱말을 빠뜨리거나, 다른 말로 바꾸
어 읽거나, 앞 뒤 낱말을 바꾸어 읽는다.
(3) 쓰기를 할 때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거나, 글자를 앞 뒤, 상하로 바꾸어 쓰거나, 읽을 수 없을 정도의 난필로
쓴다.
(4) 연산과정에 정확도와 속도가 지나치게 떨어진다.
(5) 도형 따라 그리기 등 공간협응 지각과정에서 정확도와 속도가 지나치게 떨어진다.
(6) 학습과제 수행시 주의가 산만하여 교사의 주의를 자꾸 듣거나 감독을 필요로 한다.
(7) 기억력이 지나치게 떨어진다.
(8) 문제해결전략이나 학습전략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다.
일단 위와 같은 행동 항목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아동은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출처: 국립특수교육원 (2001).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 연구.(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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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수준 이상의 지능과 동시에 또래 보다 낮은 성취

운동(fine motor) 측정에 강점이 있으며, K-ABC의

수준을 중심으로 이중준거를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

경우, 미세 운동 요소가 다른 척도와의 조합을 통해

학습장애 진단과정에서 드러나게 된다. <표II-3>에

나타나게

보면 국립특수교육원의 학습장애 선별 방법은 이러

Stanford-Binet Ⅳ는 확실한 기억력 검사가 있지만,

한 이중준거(dual criteria)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

K-ABC와 WISC-Ⅲ에서는 장,단기 기억과 관련된

한 이중준거는 첫째, 지능이 일정 수준이하로 낮은

정보처리 부분이 세분화 되어 있다.

되므로

다양한

측면을

알

수

있다.

정신지체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지능 수준을 상정하

둘째, 지능 행동(Intelligence Behavior)과 측정된

고 있으며, 둘째, 기초 기능 성취에서 평균 또래보다

지능 간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 1921년 지능의

낮은 성취 수준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정신지체 진

정의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손다이크(E.L.Thorndike)

단에서 제시되는 이중준거(낮은 지능, 적응행동 결

는 지능 3요소(facets)로 사회성, 실제성, 그리고 추

손)와 유사하며, 지능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상적인

있다.

1999). 그러나, 지능검사에서는 추상적인 사고가 중

사고를

제시하였다(Reynolds

&

Gutkin,

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유사한 관점은 웩슬러에
의해서도 제시되었다. 그는 지능 행동, 즉 합리적 사

III. 지능, 지능검사의 쟁점

고, 유목적적 행동, 그리고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루
는

능력에

대해

강조하였다.

최근에

스턴버그

현재까지 정신지체와 학습장애의 정의와 진단과정

(Sternberg, 1985)는 지능 행동에 실제적 지능과 사

에서, 지능과 지능검사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발전

회적 지능을 포함하였다. 이렇게 지능 행동이 환경을

되어 왔지만 여전히 개념적이고 실제적인 쟁점과 제

효과적으로 다루는 능력이라고 이해한다면 지적인

한점이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이를 다섯 가지로 정

능력과 비지적인 능력을 포괄하는 다양한 능력이 필

리하여 살펴보았다.

요하다. 웩슬러 검사에 의한 지능 점수는 어느 정도
이러한 능력을 반영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한적

1. 지능 및 지능검사의 제한점
지능과 지능검사에 대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이 제

이다. 추상적인 사고력과 같은 고등정신 기능도 목적
지향성, 동기, 인내, 혹은 집중적인 노력을 위한 충분
한 정서적 안정성이 없다면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시할 수 있다. 첫째, 지능과 지능검사의 근본적인 한

셋째, 지능 측정 결과 해석 상의 문제가 있다. 지

계는 지능이라는 구인이 한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의

적 기능을 측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환경의 노출을

전체를 의미하지만, 행동의 한정된 표본만으로 한 개

통한 우연학습(incidental learning)의 결과를 반영하

인의 능력 전부를 보여줄 수 없다. 지능검사들이 제

는 것이고 이 점이 바로 지능검사와 성취검사와의

시하고 있는 대전제는 지능검사상의 점수가 지능과

차이점이다. 지능검사의 대상은 직접적인 학습의 결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지능검사가 지능이

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연학습이 강조된 것이다. 그

라고 정의되는 광범위한 능력의 스펙트럼을 전체를

러나 학교와 교육경험의 질은 지능 검사의 점수에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떤 지능검사들은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사들이 다루지 못한 부분을 검사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예를 들어, Binet 검사보다 WISC-Ⅲ는 미세

2. 지능 검사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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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지수가 필요없다는 논리는 학습장애의 정의

세 번째 가정은 읽기와 지능 사이에 강력한 상관

에서 지능 지수를 제외하고자 하는 일군의 학자들에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지능이 낮은 아동들은 읽

게서 주창되었다. 특히, Siegel과 Swanson의 주장을

기를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습장애 정의의 불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Siegel(1990)은 IQ and

치 요소에 의하면, 낮은 지능을 가진 아동이 읽기를

Learning Disabilities: R. I. P."라는 논문에서 학습

잘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사례들

장애의 정의 가운데 잠재능력을 지능 검사 점수로

이 많다. 이러한 형태의 아동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기본적인 가정이

역설적이다. 그들의 존재는 낮은 지능의 아동들이 읽

필요하다고 하면서, 읽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

기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읽

을 대상으로 다음의 4가지 기본적인 가정을 검토하

기가 어려운 지능이 낮은 아동들은 순수하게 읽기

고 그 타당성을 논의하였다. 1) IQ검사는 지능을 측

장애이며, 낮은 지능점수로 인해 잘 읽지 못하는 것

정한다. 2) 지능과 성취는 독립적이고 학습 장애는

은 아니다.

지능 검사 점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3) 지능 점

네 번째 가정을 검증해 본 결과, 지능 수준과 상

수는 읽기를 예언한다. 즉, 낮은 지능의 아동은 열등

관없이 읽기 장애 아동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읽기를

한 읽기 학습자이고 높은 지능의 아동은 우수한 학

수행하며, 그것은 읽기 장애가 아닌 아동들과 다르다

습자이다. 4) 지능 지수가 다른 읽기 장애 아동들은

는 것을 밝혔다. 즉, 지능과 상관없이 읽기 장애 아

인지 처리과정과 정보처리 기술이 다르다.

동들은 단기 기억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들

첫 번째 가정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WISC-R의

을 제시하였다. 그는 지능과 상관없이 읽기 문제를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를 나누어 살펴본 결과,

가진 아동들은 인지적 과제에서 유사한 점수를 보인

WISC-R과 같은 지능검사는 잠재적 혹은 기본

다고 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그들은 빈약한 수행을

적인 추리기술들을 측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지

보인다는 것이며, 이것은 지능을 읽기 장애의 정의에

능점수는 표현언어 기술, 기억, 소근육운동, 특정한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사실적 지식에 의해 좌우되므로 지능을 측정하는 것

결론적으로 Siegel은 지능검사가 가지는 문제점

으로 지능검사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때문에 학습 장애의 정의에서 지능검사에 관한 언급

두 번째 가정은 지능과 성취를 독립적으로 측정할

은 제외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능 수준의 차이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여기서, 지능검사라는 것은

가 아동들 간의 차이를 설명하지는 않으므로 지능검

그 아동이 성취한 기능들 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사가 필요없다고 하였다.

것이므로 지능과 학업성취는 독립적일 수 없다는 증

중재를 강조한 Siegel과는 달리 Swanson(1990)은

거를 제시하고 있다. 읽기 장애 아동은 책을 적게 읽

"Intelligence

고 그러므로 인해 새 어휘를 습득하는데 실패할 수

Introduction"이라는 글에서 인지 과학에 기초를 둔

있고 지능점수 역시 낮게 된다. 또한, 중재프로그램

이론적 모델들에 의해서 학습 장애 아동들의 지능을

을 받지 않은 학습 장애아동들의 지능점수가 감소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기존의 지능검사에 나

반면 중재를 받은 학습 장애 아동들의 지능점수가

타난 지능지수는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나타내고 있

의미있게

Barneby,

는 문제가 있으므로 학습장애를 지능으로 설명하기

McManus, Smeltzer, Conrad, Winer, & Desgranges

가 어렵다고 보고 정보처리적 조망으로 접근하기를

(1977)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였다.

권고한다. 정보처리 이론에서 볼 때, 지능은 지식표

향상을

보였다는

Arnold,

and

Learning

Disabilitie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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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다. 즉, 개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직하는가

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그러

하는 것이다. 이때 학습 장애 학생들은 지식의 표상

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 지능검사조차 타당도, 신뢰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식에 접근

도, 규준 표본의 질과 관련해서 심리측정적으로 적합

하는 방법에 있어서 학습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김동일, 2000, Salvia &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Swanson

Ysseldyke, 2001).

(1990)은 Brown과 French(1979)를 인용하여 역동적

둘째, 학생의 교수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정하는

인 평가를 제안하였다. 즉, Vygostskt의 이론을 이용

데 있어서 전통적 지능 검사들은 한계를 지니고 있

하여 아동들의 실질적인 수행 수준은 표준화된 검사

다. Thurlow와 Ysseldyke(1982)는 200명의 학교심리

로 측정할 있고 잠재적 수행 수준인 능력의 정도는

학자와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규준지향검사가 교육

교육적인 지원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적으로 효용성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특수교사들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숨어 있는 차이, 즉 절차적

은 교수계획을 위하여 기존 지능검사와는 다른 대안

차이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적으로 숙달

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밝혔다. 전통적으로 특수 교

된 아동은 필요한 정보와 전이를 할 수 있는 상위인

사들은 학생이 학습을 통해 변한 것을 측정하기 위

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추론적으로 학습 장애 아

하여 학습이전과 이후에 검사를 실시해 보는 전/후

동들은 과업 수행에서 그들의 인지활동을 통합하는

차이 지수 측정 방법에 의존해 왔다. 이러한 분석방

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

법은 변화를 알아 보는데 부적절하다. 우선 심리측정

습 장애 아동은 자동화 기술이 부족할 뿐 아니라 상

적으로 개발된 검사들은 개인차를 측정하려는 목적

위인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그는 실질적인 진단과 중

으로 고안되었기 때문에 학습으로 인한 변화에 민감

재의 문제들이 지식과 학습장애에 관한 이론적 통찰

하지 못하다는 점이다(Hively & Reynolds , 1975).

들과 함께 확실하게 엮어질 것이라고 하였으며, 상호

둘째는 처치전후에 실시한 검사간의 점수차이는 검

작용적 관점에서 교육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

사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셋째, 백분

다.

위의 형태로 제시되는 검사점수들은 아동이 전체 학
생 중에서 점하는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지표를 제

3. 특수교육에서의 표준화 지능검사의 제한점

공하지만, 아동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런 정보도 제공

특수교육분야에서는 교육적 의사 결정을 내리기

하지 못한다. 넷째 개개 학생에게는 사전사후 사이의

위해 학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지능검사가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데 있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대

다(Cronbach & Furby, 1970). 마지막 문제점은 처치

안적인 평가모델에 대한 진지한 요구가 제기되어 왔

전후에 평가를 하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종합평가의

다. 이는 교육과정중심측정(CBM) 절차가 대안적인 평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점수는 한 학기동안 혹은 일

가모델로 등장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김동일, 2000).

년동안 무엇이 일어났고 무엇이 일어나지 않았는 지

지능 검사에 대해서 첫째로 지적하는 문제점은 검

를 말해주는 데 사용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비효

사를 개발하고 규준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발달장애

과적인 교수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아동들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진단을 위

목적으로 사용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한 지능검사는 신뢰롭고, 타당해야 하며 적절한 규준

일반적으로 지능평가의 결과는 처치(treatmen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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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선발, 계획 혹은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할 때 주의 깊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Reynolds &

있지 않기 처치 타당도(treatment validity)에 한계가

Kaiser, 1990).

있다. Witt와 Gresham은 지능검사의 처치 타당도에

첫째,

소수민족에

대한

편파성(Bias

against

대하여 평가하면서 “웩슬러 검사는 학습장애 학생들

minorities)은 흑인과 같은 문화적 소수집단 학생 집

을 위한 치료적 개입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

단을 고려하여 1970년대에 걸쳐 상당한 연구가 진행

서 처치타당도가 부족하다....검사가 처치타당도를 갖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 첫째, 편파성에 대한 다양

기 위해서는 검사도구들이 좋은 처치(예를 들어, 보

한 정의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편파성은 주류집단과

다 좋은 프로그램, 교수전략 등)을 소개하거나 포함

소수집단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차이를 통해서 분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Witt & Gresham, 1985,

이 되었다. (a) 집단 평균차 (b) 문항 비율 (c) 심리

p. 1717).

검사의 목표와 특성 (d) 검사의 요인분석(e) 분위기

마지막으로, 지능 검사 평가과정이 너무 비싸고

혹은 검사자와의 상호작용의 효과 (f) 검사와 준거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아동 능력을 판단하기

사이의 예언력 (g) 학생 선발율, (h) 사회적 결과 특

위한 비용은 종종 아동을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히,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인종차별주의 근거로 사용하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sseldyke, Thurlow,

는 증거 등이 편파성을 드러내는 요소가 된다.

et. al., 1983).

특히, 평균차이와 부적절한 학생 선발율에 대하여

요약하면 지금까지 특수교육에서는 과도한 지능검

많은 소송이 뒤따랐다. 그리하여 특수교육, 특히 정

사의 적용으로 인하여 상당한 부분의 자원이 아동을

신지체로 의뢰되는 학생 중에서 소수집단 학생이 과

특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의뢰하는 과정에서 배치할

도하게 많다는 사실로 이하여 지능검사의 편파성 문

때 집중이 되고 오히려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편파성을 극복하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폐단이 있었다. 즉, 아동이 학

기 위하여, 첫째, 특수교육 의뢰, 적격성 판정, 배치

습을 통하여 수행이 향상되는 것을 수시로 점검해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둘째, 관련

보고, 이에 따라 교수계획을 수정하는 등 실제 교육

전문가들의 집단적 협력을 통해 특수교육적 요구를

장면에서의 유용성을 위하여 대안적인 접근이 필요

확인하는 다요인적 평가를 실행하며, 셋째, 분류, 배

하다(김동일, 2000; Deno, 1985).

치, 프로그램에 대한 의사결정이 전문가와 부모의
IEP 팀에 의하여 이루어지록 해야 한다.

4. 편파성

둘째,

감각장애에

대한

편파성(Bias

against

persons with sensory impairments) 문제는 감각, 운
지능 검사에 대한 기존의 비판 중에서 가장 대표

동 혹은 언어차이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

적인 것이 바로 편파성 문제로서, 지능검사가 교육기

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각 장애 혹은 농아 학생에

회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고 비주류-소수 집단의

게 웩슬러 지능 검사의 언어성 척도를 실시하는 것

학생을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과잉 혹은 과소 배치한

은 지능보다는 장애를 측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언어

다는 것이다. 편파 문제는 경제적, 문화적 결손 집단

장애, 운동장애, 감각장애 아동의 지능 검사는 가능

혹은 감각 혹은 운동장애를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행절차와 형식을 따르고, 비언어성 검사 혹은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편파성에 관련된 쟁점은

다음 절에서 제시되는 수정과 조정 절차를 따를 수

지능 검사도구의 선정, 실시 그리고 그 결과를 해석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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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수정 및 조정 방법을 검사 절차와 장애

5. 지능검사 실시과정에서의 수정과 조정

유형에 비추어 좀더 자세히 알아 보면, <그림III-1>
표준화 지능검사를 실시할 경우에 피험자의 장애

과 <표III-1>과 같다(김동일, 2002).

상태에 따라 적절한 수정과 조정이 필요하다. 검사의
수정이란 검사의 제시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중점을

검사실시 전 조정

둔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검사자 라포형성
검사 연습
읽기 교수
수화 교육
간소화된 지시어
개별화 검사
별도의 검사 장소
특별한 자리 배치

점자, 녹음기, 글자확대를 이용한다. 이에 대해, 검사
의 조정은 대개 검사가 실시되는 절차나 환경을 변
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사시간의 연장, 개인공간,
자유로운 시간조정, 피검사자의 건강상태나 피로를

↓

고려하여 몇 차례에 걸쳐 검사의 분할 실시 등이 포
함된다. 그러나 이런 구분은 어떤 공식적인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본 고에서도 수정과 조
정이라는 의미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인 검
사, 절차, 환경의 변경이라는 점에서 같이 쓰고자 한
다. 검사 조정의 범위는 검사 조정이 특별히 요구되
지 않는 최소제한적인 수준에서, 검사에서 아예

제시 형태의 수정

보조 기자재 사용

반응 형식의 수정

연장된 검사시간
수화 형식
문항 읽어주기
점자 형식
녹음된 검사
확대활자 형식
문항 형식의 수정

활자 확대기
확성기
컴퓨터 보조 시설
문제 제거 시설
컴퓨터
검사자의 보조
읽기 보조 도구
쓰기 보조 도구

반응의 간소화
비언어적 반응
구어적 반응
반응의 녹음
다지선다형태의 수정
의사소통의 증가
점자
검사 필기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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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시키는 가장 제한적인 수준까지 광범위하다. 그러

검사실시 후 조정

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장애 학생의 검사는 최소제한

대안 점수화
예상 점수화
지역 규준의 사용
특별 규준의 사용
맥락적 평가
조정된 점수화
반응형식의 분석
수정된 등급화

적 수정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최소 제
한이란 검사가 고안된 과정과 진단하고자 하는 목
적의 취지에 따라 그 신뢰성 및 타당성을 가장 최소
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Thurlow, Ysseldyke,
& Silverstein, 1993).

<표III-1>
장애유형
학습장애
언어 장애
정신지체
중도 정서 장애
복합 장애
청각 손상
기타 건강 장애
지체부자유
시각 손상
자폐
뇌손상
농맹

<그림III-1> 검사의 조정과 수정

장애 유형에 따른 검사의 수정
가능한 검사 수정
대독자, 독립된 교실, 시간 연장, 확대활자, 읽기 보조기, 쓰기 보조기, 컴퓨터 보조기
비언어적 검사,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구체적 지시수단, 대독자, 시간 연장, 개별화 검사, 특별 자리배치
시간 연장, 개별화 검사, 독립된 장소, 정기적인 검사, 조정된 검사 시간
개별화 검사,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특별 장소, 편의 시설
수화 통역자, 시간 연장, 독립된 장소, 특수 자리 배치
시간 연장, 휴식 시간, 독립된 장소, 접근 용이한 장소, 개별화 검사,
편의 시설등,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독립된 장소, 시간 연장,
확대기, 점자, 활자 확대, 대필자, 반응 다시 표기, 시간 연장, 특수 자리 배치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개별화 검사, 비언어적 진단, 독립된 장소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특수 시설, 독립된 장소, 개별화 검사,
확대기, 청각 보조기, 비언어적 진단,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수화 통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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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교육학회, 심리학회, 측정학회에서 공동으로

들면 대학입학수능검사에서 조정절차에 따른 형평성

작성한 교육 및 심리 검사 표준(1985)에서는 장

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대학에서의 성취수준을 준거

애인을 검사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검사 조정 및 수

로 수능검사의 척도를 재구성하자는 주장도 있다(김

정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 책에서는 장애인을

동일, 2002). 이는 같은 성취를 이루는 학생들은 장

위한 검사나 검사절차의 수정에 대하여 필요하고 중

애가 유무에 관계없이 수능검사에서 같은 점수대로

요한 일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였지만 검사사용에 있

분류하여야 한다는 측정이론에서의 검사척도법에서

어서 일반적인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인한다. 즉, 이후의 성취가 동일한 집단에서 조정

그 대표적인 원리는 표준 6.2이다.

된 가중치를 계산하여 보면 이러한 척도 제작이 가
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장애학생의 수가 많지 않

표준 6.2 검사사용자가 검사형태, 실시양식, 지시,

기 때문에 신뢰롭고 안정적인 회귀식이나 추정치를

언어, 내용에 확실한 변경을 할 때,그는 변경된 (검

계산하여 볼 수 없다. 더욱 어려운 점은 같은 장애집

사)조건 하에서 검사사용를 재타당화하거나, (변경에

단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개인들마다 아주 독

따른) 부가적인 타당화가 필요하지 않거나 또는 가

특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들에게 적합한

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근거를 지녀야

조정절차와 형평적인 척도를 구성한다는 것은 가능

한다 (AERA et al, 1985, p 41).

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회문화적인 환
경과 관련당사자들간의 합의를 고려하여 조정절차가

또한 이 표준에서는 많은 검사개발자들이 수

마련될 수 있다.

정된 절차로 검사를 받은 후,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

표준화된 절차에 의한 지능 검사에서 발달장애 아

에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전문가 직업 윤리

동의 참여는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표준화검사

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언급하

의 본래 목표와도 부합한다. 바로 모든 피검사자

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검사의 수정 및 조정은 그

들이 그들의 능력과 기술을 표현할 수 있는 공평하

정책적, 측정학적인 광범위한 고찰에도 불구하고 실

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고, 측정 대상과 관계없는

제 적용과 연구는 대부분 대학 수학능력검사로 한정

검사외적인 영향을 최대로 줄여보자는 취지가 그것

되어 있으며, 지능검사에서의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이다. 이와 더불어 표준화과정에 대한 고찰도 이

어렵다. 특히, 지능지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수정

루어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표준화지능 검사를

및 조정 절차를 거친 검사 결과를 정상규준에 적용

운영할 때 어느정도 운영의 묘가 있는 것도 사

해 보는 비교가능성이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실이다. 검사시기, 검사기관, 검사자, 피검사자에 따

앞으로 지능검사는 장애에 따른 검사의 수정과 조정

라 소위 표준화검사의 표준화된 절차도 조

절차를 실시 지침서에 첨부해야 하며, 지능 검사 결

금씩 달라진다. 장애상태를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연

과의 해석상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장선상에서 파악한다면 이러한 검사의 조정절차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검사조정에 따른

표준화과정의 한 연장이며,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지

형평성차원의 문제를 검사 내적 비교가능성에만 집

닌 아동이 지능 검사에 적절히 참여하는 것으로 이

착하여 이를 단순히 측정학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는

해될 수 있다.

것은 문제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의 검사이
론의 수준에서는 이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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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글을 마치며
: 지능 및 지능검사의 전망

요소로 남는다. Meyen(1989)는 “학습장애의 정의에
서 지능 검사를 활용하지 말자는 주장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아야할 학생을 배치할 장애 영역으로서
의 학습장애 범주 자체가 본질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1. 지능 검사를 대체할 명확한 대안이 아직
없다.

는 것이므로”(p.482) 학습장애 정의에서 지능을 배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였다. 지능을 제거하게 되
면, “우리들은 주로 저성취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정신지체와 학습장애를 실제적으로 진단하는데 지

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학생이 자신의 능력에 비추어

능검사를 배제하고 대안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합당한 수준의 성취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아무

지지하는 여러 가지 주장이 나타났다. 그러나, 지능

근거도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을 중심으로 정신지체를 분류하고 진단하는 것에 비

(p.482). 학습장애 진단에서 있어, “기대할 수 있는

하여 적응행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지능검사 수

낮은 성취(즉, 지적 능력 혹은 감각적 장애 등으로

준의 타당한 도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인한 경우)와 기대에 어긋나는 낮은 성취(즉, 학습장

논란이 있어 왔다. 만약 신뢰롭고 타당한 평가가 불

애로 인한 경우)를 구별”(Scruggs, 1987, p.22)하기

가능한 경우에는 임상적 판단이 이를 대신하겠지만,

위하여 평균 수준의 지능이라는 가정은 필요하다.

임상적 판단 역시 신뢰롭지 못하고, 특히 “경도“ 정
신지체 영역에서는 더욱 문제가 된다. 지적 능력에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경우(IQ〈50), 적응 행동도 그에

2. 새로운 지능 검사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성찰이 필요하다.

상응하는 만큼 결함이 있으므로 진단을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지능지수가 70-75에 근접

새로운 지능검사를 개발하고 활용할 때 아동의 교

함에 따라, 적응 행동이 그에 상응하는 만큼 떨어질

육가능성을 고려하고 개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임상적 판단은 그만큼 어렵

록 검사-중재 연계에 대하여 강조해야 한다. 최근

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지처리이론들을 반영하는 지능측정이 전통적인 측

학습장애의 진단에서도 (a) 평균 이하의 심각한

정을 대신해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새로운 검사들이

학업 결손과 (b) 평균 범위의 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등장을 하고 있다(Naglieri, Das, & Jarman, 1990).

이중준거가 적용되었다. 이러한 이중 준거는 높은 신

이러한 검사도구가 등장했지만, 현장에 널리 알려져

뢰도를 유지하며 측정될 수 있고 부적절한 임상적

있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아동용

판단도 비교적 덜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두 가지

Kaufman 지능검사(K-ABC)는 인지처리의 강점을

준거는 쉽게 비교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얻어진 점

평가하기 위한 측정도구이다(Kaufman & Kaufman,

수 차이(“불일치”)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지를 결

1983). 그러나, 이러한 인지처리이론 중심의 지능검

정하는 판단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리

사는

적 과정의 결함이나 중앙 신경 체계의 기능 결함과

(Kavale, 1990), 교수 방법과 신경심리적 강점의 결

같이 모호한 정의 요소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실제

합을 시도한 점에 대하여 체계적인 경험적 근거가

적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는 진단 절차가 된다. 그러

거의 없다는 점이 곧잘 문제점으로 드러난다.

므로 지능지수는 여전히 학습장애 진단에서 중요한

처치

타당도(treatment

validity)가

약하고

또한, 개인의 문제 해결 전략에서 약점과 강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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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 역동적 평가 절차에 대하여 주목하여

후의 아동의 낮은 지능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다. 읽

왔다. 이 지능 검사 절차는 직접적인 인지 수정을 통

기 능력과 지능은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해 전략상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Lidz,

지능이 모든 것의 원인이고 언제나 지능 검사 만이

1987). 그러나 아직, 역동적 평가 철자가 표준화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언어성 영

덜 되었다는 점과 인지처리를 개선하는데 관련된 개

역이 강조되는 기존의 지능검사에서 나타난 지능 지

입의 효과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

수는 오히려 읽기 학습에서의 부진으로 인하여 나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나게 되어, 논리적, 시간적으로 “원인이 아니라 결
과”가 될 수 있다.

3. “학습의 결과”로서의 지능에 대한 새로
운 인식이 요구된다.

4. 다양한 지능의 틀로 특수교육에 접근한다.

장애를 진단할 때 지능을 활용해야 하지만 어떤

전통적으로 지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고,

지능 검사를 실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개인의 지능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으며,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렵

좁게는 지능검사의 문항에 정확하게 답하는 능력으

거나 언어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학습자에게 동작성

로 정의되었고, 지능검사는 주로 언어적 능력, 논리-

지능검사나 비언어적 지능검사를 권장하지만 대부분

수학적 능력과 약간의 공간적 능력을 측정하였다.

의 지능검사는 언어성 검사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해

Gardner의 다지능(이하 MI) 이론은 “인간의 두뇌,

석된다. 그러므로 지능검사가 무엇을 지향하고 실제

진화, 문화간의 차이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있는 것을

로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더 나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인간의 능력은 무엇인가?”에

아가 학습장애 진단에서 지능과 성취수준의 이중준

초점을 두고, 인간이 적어도 8가지 지능(최근에 10가

거를 적용할 때, 지능과 학업 성취를 서로 독립적으

지 이상을 추가할 예정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로 보거나 혹은 지능은 학업성취의 원인으로 간주하

다(Gardner, 1997). 이런 의미에서 지능은 문제를 해

지만, 이러한 가정은 언제나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

결하거나 최소한 하나의 문화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

면 낮은 지능지수는 읽기 결손의 원인이 아니라 결

지는 것을 구성해내는 능력이며, 사람은 각각의 지능

과일 수도 있다.

을 지니고 있는 정도와 각각의 지능을 혼합하여 이

Stanovich(1986)가 성경 구절(마태복음 13장 12절)

용하는 면에 개인차가 있다. 또한 각각의 지능과 관

을 참조하여 붙인 “마태 효과(Matthew effect)”는 읽

련된 두뇌의 부위와 문화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기 장애 영역에서 잘 알려져 있다. “마태 효과”는 처

각각의 지능은 향상될 수 있다.

음에 이득을 본 경우 더 많은 이득을 보게 되고, 거

MI이론은 교육목표, 교육과정, 수업 그리고 평가

꾸로 처음에 불리한 경우 나중에 훨씬 불리해진다는

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에서 소홀

것(부익부 빈익빈)을 의미한다. 즉, 어휘가 부족한 아

히 여겨져 온 영역에서 지적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

동은 느리게 읽고 읽기를 즐기지 않아서 덜 읽게 되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의

고 그 결과 어휘 지식의 발달이 느려지고, 이로 인해

상호작용 능력, 운동과 무용 능력, 예술활동 등은 지

읽기 능력의 성장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누적

적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영역이 된다. 교사는 어떤

적 결손(cumulative disadvantage: 마태 효과)은 이

학문분야의 주제도 다양한 지능을 자극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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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본다. 교사가 학생의 여

것과 잘하는 것에 대하여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

러 가지 지능과 교육과정의 이해를 함께 고려하며

았다. Poplin(1984)도 Learning Disability Quarterly

창의적으로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 학교 밖에서도 적

편집장으로서의 이임사에서 자신의 재임기간 중 출

용할 수 있는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판심사를 위해 접수된 논문중 단 한편만이 학습장애

조기에 지적성향을 파악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을 이

아동의 능력과 장점에 관한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해하는 가운데 학습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다

을 털어놓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장애를 판별할

른 분야에서의 성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교육과

때까지

정과 수업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에 시사점이 크다.

procedure)로 학습장애의 준거를 적용하여 일반아동

검사를

진행하는

절차(test-until-find

MI이론은 교육현장에서 개인차에 대하여 다시 진

의 약 60%를 학습장애로 진단해내는 사례도 있었다.

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반대로, Armstrong(1987)은 Gardner의 틀에 따르면

개인차에서

차이(interindividual

학습장애 아동에게서 언어능력과 논리-수학적 능력

difference)와 개인내 차이(intraindividual difference)

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나 공간능력 등은 오히려 강

를 나누어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인간의 능력이 다수

점으로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개인간

의 독립적인 지능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모든 능

모든 사람은 특정 분야나 영역에 대해 변별적으로

력이 다 뛰어나야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

약점이나 강점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약점

는 것은 MI이론의 매력적인 점이다. 바로 한 개인이

을 강조하면 그 어느 누구도 “특수학습장애”라는 명

각기 다른 수준의 다양한 지능을 지니게 된다는 “개

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

인내 차이”를 인정하고,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 강

든 아동들의 강점을 찾아서 이를 북돋아주는 교육이

점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 간의 “개인간 차이”를 상

야말로 우리의 지향점일 것이다. 약점만 강조되고 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김동일, 1998).

동의 다양한 능력이 무시되는 “장애아동”교육에서,

다음으로, MI의 눈으로 보면, 지금까지 비교적 소

흥미, 장점, 재능으로서의 지능에 초점을 맞춘 “특수

외되었던 장애아동 및 비지적 영역의 영재아동에 대

능력아동” 교육으로의 과감한 의식의 전환과 실제적

하여 보다 전향적인 관심을 두게 된다. 영재아동의

인 적용을 위한 “마음의 틀”(Gardner, 1993)이 특수

판별과 교육에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재능을 강조하

교육전문가에게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고 있다.

고 음악이나 공간능력도 논리수학 능력과 마찬가지
로 중요하다는 점은 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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