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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적장애인의 높은 적응행동 수준은 삶의 질과 만족도와 직결

되며 특수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많은 수의 장

애학생들이 적응행동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학교 졸업 후 지역사회

에 적응하여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가정이나 시설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지적장애 학생들에게는 지능과 더불어 적

응행동을 기반으로 한 정확한 진단과 분류를 통해 대상자들을 초

점화하고 전환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의도적인 교육 및 중재를 실

시하여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응행동 요인에 기초한 지

적장애학생의 적응행동 특성분석과 특히 지역사회 적응과 관련한

핵심 영역인 직업생활 관련 적응행동 특성분석이 요구된다. 지금

까지 지능을 바탕으로 지적장애를 정의하고 분류하려는 작업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제 적응행동을 중심으로 지적장애학생들의 적

응행동 특성을 밝힐 필요가 있으며 특성의 명료화를 위해 비장애

학생들의 적응행동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적응행동 수준(Ⅰ,

Ⅱ,Ⅲ)에 따라 지적장애와 비장애학생 적응행동 총점이 일정할 때

적응행동 요인 및 하위영역에 대한 차이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와 직업생활 관련 영역을 중심으로 한 적응행동 하위유형 구성

비율이 지적장애와 비장애학생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

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비장애 유치원생(6세 ~ 7세) 213

명, 초등학교 1 ~ 3학년에 재학 중인 비장애학생 706명을 포함한

총 919명과 장애인복지관에서 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등학생

이상의 지적장애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적응검사(CIS-A

Ⅱ)를 실시하였고 이 중 검사 중도 포기학생 1명을 제외한 1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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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데이터 분석에 포함시켰다.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적응행동 총점이 일정할 때

낮은 적응행동 수준(Ⅰ)에서 높은 적응행동 수준(Ⅲ)에 이르기까지

개념적 적응행동 요인의 기초개념 영역에서는 지적장애학생이 비

장애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적응행동 수준이 높아질

수록 개념적 적응행동 요인의 하위영역 중 지적장애학생이 낮은

점수를 보이는 영역이 더 많아졌는데 이는 적응행동 수준이 높아

질수록 개념적 적응행동의 수준뿐 아니라 내용적 다양성의 측면에

서도 그 요구정도가 높아짐을 나타낸다.

둘째, 지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적응행동 총점이 일정할 때

사회적 적응행동 요인인 대인관계와 예절 영역은 낮은 적응행동

수준(Ⅰ)일 때 지적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

였고 중간 적응행동 수준(Ⅱ)과 높은 적응행동 수준(Ⅲ)에서는 차

이가 없었다. 이는 지적장애학생의 적응행동 수준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사회적 적응행동 요인이 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적응행동 수준이 낮을 때에는 지적장애 분류와 전환교육

중재 시 사회적 적응행동 요인의 양상을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셋째, 지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적응행동 총점이 일정할 때

실제적 적응행동 요인인 지역사회 서비스 영역에서는 낮은 적응행

동 수준(Ⅰ)에서 높은 적응행동 수준(Ⅲ)에 이르기까지 지적장애학

생이 비장애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높은 적응행동 수

준(Ⅲ)에서는 실제적 적응행동 요인의 지역사회 서비스 영역뿐 아

니라 직업기능 영역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았다. 반면, 높은 적응행

동 수준(Ⅲ)일 때 실제적 적응행동 요인인 건강과 안전, 금전관리

영역은 지적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적응행동 수준이 높아질수록 실제적 적응행동 요인에서도 비

장애학생 수준으로 향상도가 요구되는 영역이 더 많아짐을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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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지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직업생활 관련 적응행동 영

역을 중심으로 한 잠재집단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하위유형을 알

아보고 비장애학생과 지적장애학생의 하위유형 구성비율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지적장애학생들의 직업생활 관련 적응행동 결손이 심

각한 수준이었으며 금전관리와 대인관계에 결함을 보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적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기술

과 개념적 기술만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것이 아니

라 실제적인 금전관리 기술을 비롯하여 사회적 기술 훈련과 사회

적 의사소통 단서 해석 방법을 교수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적응행동 특성, 지적장애, 적응행동 요인, CIS-AⅡ

학 번 : 2014-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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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적응행동은 개인이 속한 연령과 문화집단 내에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독립성이나 사회적 책임감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정도 또는 인간이 접한

환경의 본질적인 요구 및 사회적인 기대에 부응하여 한 개인이 보여주는

효율성이다(김영란, 정은희, 2002). 고대 그리스에서는 스스로를 관리하고

지역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인 적응행동이 지능과 성숙을 나타

낸다고 하였으며(Ditterline et al., 2008) 지적장애 진단에 있어 지능보다

더 오래된 기준은 사회적, 행동적 원형(prototype)인 적응행동이었다

(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AIDD, 2011).

적응행동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예측하는 변인이며(Kreamer et al.,

2003; Luckasson et al., 2002; Schalock, Bonham, & Marchand, 2000;

Thompson et al., 2002; Widaman & McGrew, 1996) 특히 적응행동 관

련 요소들 중 사회적 지지, 대인관계 기술 및 고용 여부는 장애인의 삶

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이기도 하다(Kinney & Coyle, 1992;

Miller & Chan, 2008). 장애인의 높은 적응행동 수준은 지역사회 내 적

응과 독립성을 나타내는(Woolf, 2006) 반면, 장애인의 적응행동의 결함은

지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수용시설로 돌아가게 되는 이유가 되며 지

역사회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전보성, 2005).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공적인

고용이며(Woolf, 2006) 특히 장애학생의 직업적응은 핵심적인 특수교육

의 성과이자(김진호, 권승희, 2008)적응행동을 갖춤으로써 얻게 되는 중

요한 결과이기도 하다(Su et al., 2008). 그러나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

면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적응행동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5월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은 37%로, 이마저도 취업자의 25.7%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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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용노동부, 2014). 또한 2014년 2월을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의 취업률은 42%이며 전공과 과정 졸업생의 취업률은 37%에

(교육부, 2014) 불과하다. 우리나라 장애학생들의 많은 수가 학교를 졸업

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가정이나 시설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김진호, 권승희, 2008). 장애

학생들은 이러한 주거 및 직업을 통한 독립뿐만 아니라 여가생활이나 대

인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가진다(박희찬, 2013). 이처럼 지역사회적응

및 높은 적응행동 수준은 장애인 삶의 질에 대한 척도이자 특수교육의

궁극적 목표로서 중요도가 높지만 그만큼 향상시키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적응행동은 비장애학생에게는 일상생활 속의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능력이지만 장애학생에게는 적응행동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의

도적인 교육과 지원이 요구된다(강승애, 2006; 권회연, 전병운, 2013; 최

진영, 2002).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과 진로 개선에 대한 관심

으로 특수교육 내에서는 전환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박찬웅,

이영희, 2009) 전환교육에서는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 후 가정과 지

역사회에 통합에 필요한 기능 영역을 포함하는 적응행동을 강조하여 지

도하도록 한다(오길승, 2003).

이같이 적절한 전환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중재 및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의 적응행동 요구분석이 필요하다. 여러 장애유형

중 지적장애의 경우,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들의 54.6%로 대부분을 차

지하며(교육부, 2014) 지적장애는 자폐성 장애인들에 비해 적응행동 전반

에서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프로파일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어(Cater

et al., 1998) 적응행동 프로파일 특성 분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자폐성장

애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지적장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정확한 적응

행동 평가를 비롯하여 적응행동 양상과 특성의 파악이 시급하다.

Ditterline과 동료들(2008)은 적응행동 프로파일 연구가 다양한 장애인들

에 대한 포괄적인 평정과 치료 계획, 중재, 프로그램 평가에 도움이 된다

고 보았다. 그리고 모든 적응행동 기술이 여러 장애학생들에게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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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별로 가장 중요한 기술 확인과 순위화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비장애학생과 지적장애학생의 적응행동 요인 간 비교는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을 확인하게 하고 우선순위화하는 데 도움

을 줄 것이다. 지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적응행동 비교 근거는

AAIDD(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매뉴얼을 통해 찾을 수 있다. AAIDD(2011)에서는 지적장애

진단을 위해 개인의 현재 적응행동 기능을 비장애집단과 비교하여 판단

하여야 하며 장애집단의 대표적인 표본을 기반으로 한 규준과 지적장애

인과 비지적장애인의 차이를 최대한 보여주는 항목을 포함한 종합적인

표준화 적응행동 측정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적장애학생의

적응행동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비장애학생의 비교군이 필요하다.

지적장애를 설명하는 용어로 적응행동보다 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

온 것은 바로 지능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지적장애

등급을 보더라도 등급별로 지능지수가 명시되어 있으나 적응행동 기술은

추상적으로만 기술되어 있어 지적장애가 지능 위주의 기준으로 분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Keith와 동료들(1987)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지

능과 적응행동이 분리되어 있으나 관계있는 구조모형임을 밝혔다. 지능

과 적응행동은 표현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줄기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능으로 지적장애를 구별하기 이전에는 적응행동이 그 자리를 대

신하고 있었는데(AAIDD, 2011) 다중지능이론은 적응행동의 요인에 영향

을 주었다(김진호, 2006). 축적된 적응행동에 대한 요인분석 연구들은 적

응행동이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기술이라는 다차원적인 구조임을 보고

하고 있는데(Harrison & Oakland, 2003; McGrew, Bruininks &

Johnson, 1996; Arias et al., 2013; Schalock et al., 2010; Tassé et al.,

2012)연구결과를 통한 적응행동의 이론적 구조는 공교롭게도 다중지능이

론의 구조(Greenspan, 1981; Sternberg, 1988)와도 일치한다. 이는 지능

과 적응행동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능과 적응행동의 관계를 볼 때 지적장애 특성을 다중지능이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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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역으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다중지능의 요소를 갖춘 적응행동을 통

해서 지적장애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 역시 유의미하다. 비장애학생과 지

적장애학생에 대한 비교를 지능의 관점에서 시도하는 다중지능이론을 통

한 지적장애 특성 연구(정희선, 신현기, 2006)와 지능과 적응행동의 통합

시도를 통한 지적장애 특성 연구(정승희 등, 2011; 최성규, 황석윤, 2009;

황지원, 2011)가 이루어진 바 있다. 연구의 균형성을 위해서라도 적응행

동을 중심으로 한 지적장애 특성 연구 또한 시도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

다.

앞서 낮은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의 직업적

성공이 쉽지 않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이 성공적인 고용이며(Woolf, 2006) 이에 따라 장애 청소년에 대한

독립생활 훈련을 비롯하여 직업훈련이 특수교육 영역에서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Sitlington, Clark & Kolstoe, 2000). 실제로 높은 적응기술 수

준은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가변적 특성으로 인식되어왔다(Su et

al., 2008). 따라서 지적장애학생의 직업생활과 관련된 적응행동의 유형과

특성을 밝히는 것은 전환교육에 있어서 영역 특수적 시사점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지적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더 낮은 적응행동 점

수를 보인다(Harrison & Robinson, 1995). 그러나 전체 적응행동 수준이

일정할 때 비장애학생과 지적장애학생이 적응행동의 어떤 영역에서 차이

를 보이는지 비교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Woolf(2006)는 지역사회

생활 적응과 관련된 중요한 적응행동 영역을 찾아내는 것은 개인의 독립

성과 자율성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하였지만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통합과 연관된 필수적인 적응행동 영역을 찾고자 한 논문은 거

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적응행동검사 타당화 연구 과정에서 남녀 간의 적응행동

차이, 장애학생의 적응행동 요인 별로 나이에 따른 발달적 차이를 본 연

구들(김은영, 유구종, 2008; 백은희, 박용수, 2005; 유재연, 2006; 이준석

등, 2007; 권희연, 이미애, 2013)이 이루어졌다. 최근 들어서는 지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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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다중지능이론의 관점에서 대안적으로 접근하는 움직임이 일어나

고 있는데 적응행동 요소와 일견 유사한 영역을 통해 지적장애학생의 연

령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 비장애학생과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정희

선, 신현기, 2006; 정희선, 신현기, 2007).

국외의 적응행동 요인의 프로파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적응행동 요인 구조 파악에 초점화되어 있고(Arias et al., 2013;

Oakland & Algina, 2011)다른 장애아동과의 적응행동 프로파일 비교와

중복장애와 관련된 연구들, 연령 및 지능과의 상관성을 파악하려는 연구

들이 있었다(Bölte & Poustka, 2002; Carpentieri & Morgan, 1996;

Ditterline et al., 2008; diSibio, 1993; Fenton et al., 2003; Kenworthy et

al., 2010; Rodrigue et al., 1991). 그 중 Rodrigue와 동료들(1991)은 지적

장애의 한 유형인 다운증후군과 자폐, 비장애학생의 적응행동 수준에 따

른 나이 동등화 점수를 통해 전체 적응행동 점수를 일정하게 한 채 적응

행동의 요인과 하위영역 간의 비교를 하여 적응행동 특정 영역에서의 분

명한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자폐아동의 적응행동

특성을 위주로 하였고 지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적응행동 양상에 대

하여 본격적인 비교를 시도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특히 지적장

애학생의 전환교육과 지역사회 적응의 핵심적인 영역이 직업적응이라 볼

때 직업생활과 관련된 적응행동 관련 하위유형들을 살펴보고 비장애학생

과 지적장애학생의 차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 지적장애인의 적응행동 요

인이 직업유지기간과 이직경험횟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채식,

이성규, 2005)나 지적장애인의 취업과 관련한 인지와 적응행동의 요소를

밝히고자 한 연구(Su et al., 2008)가 있으나 직업생활 관련 적응행동 요

인에 대해 적응행동 수준이 유사한 비장애학생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

을 도출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적응검사

(CIS-AⅡ)도구를 사용하여 지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적응행동 총점

이 수준별로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들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적응

행동 하위 요인을 파악해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지적장애학생과 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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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문항응답형태를 바탕으로 직업생활을 중심으로 관련된 적응행동

하위영역들을 통한 유형화를 알아보고 구성비율에 있어 비장애학생과 차

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지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 정도가 비슷하다고 할 때

지적장애학생에게 보이는 특정 적응행동 요인의 결함을 확인함으로써 지

적장애학생의 적응행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과 특히 직업생활 관련 영역

을 중심으로 비장애학생과의 차이를 살펴보는 작업은 지적장애학생 이해

에 대한 단초가 되며 지적장애 정의와 분류에 대한 함의를 가진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지적장애 진단을 비롯하여 지적장애학생이 학교

를 졸업 후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직업적응을 통해 독립적인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환교육 및 직업 중재 프로그램

에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 지적장애학생의 적

응행동 특성에 대해 여러모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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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와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정의와 분류 기준의 바탕을 마련하고 전환교육

및 직업교육의 중재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적응

행동 총점 수준이 다를 때 적응행동 총점이 일정한 경우 적응행동 요인

및 하위영역에 따라 지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직업생활 관련 적응행동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한

하위유형 구성이 지적장애와 비장애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지적장애와 비장애학생의 적응행동 총점이 일정할 때 적응

행동 수준(Ⅰ,Ⅱ,Ⅲ)에 따라 적응행동 요인 및 하위영역에 대한

차이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직업생활 관련 영역(시간과 측정, 금전관리, 통신서비스, 직

업기능, 대인관계)을 중심으로 한 적응행동 하위유형 구성 비

율이 지적장애와 비장애학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지적장애와 비장애학생의 적응행동 총점이 일정할 때 적

응행동 요인 및 하위영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이고

적응행동 수준(Ⅰ,Ⅱ,Ⅲ)별로 그 차이 양상이 다르게 나타

날 것이다.

1-1. 지적장애와 비장애학생의 적응행동 총점이 일정할 때 지

적장애학생의 개념적 적응행동 요인과 그 하위영역의 점수가

비장애학생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적응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차이가 나타나는 하위영역이 많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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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적장애와 비장애학생의 적응행동 총점이 일정할 때 지

적장애학생의 사회적 적응행동 요인과 그 하위영역의 점수가

비장애학생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적응행동 수준이 낮을수록

차이가 클 것이다.

1-3. 지적장애와 비장애학생의 적응행동 총점이 일정할 때 지

적장애학생의 실제적 적응행동 요인과 그 하위영역의 점수가

비장애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적응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차이가 나타나는 하위영역이 많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2. 직업생활 관련 영역(시간과 측정, 금전관리, 통신서비스,

직업기능, 대인관계)을 중심으로 한 적응행동 하위유형 구

성 비율이 지적장애와 비장애학생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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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지적장애와 지적장애학생

AAIDD에서는 지적장애 조작적 정의를 “지적기능성과 개념적, 사회적

및 실제적 적응기술로 표현되는 적응행동의 두 영역에서 유의한 제한성

을 가지는 것으로 18세 이전에 시작되는 것”(Luckasson et al. 2002, p.

1)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지적장애는 보건복지법에 따른 장

애 분류명이며 연구 대상자로는 지적장애학생 뿐 아니라 성인을 포함하

고 있다. 비교군인 비장애집단1)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 지적장애 성인을 포함하고 있는 지적장애 표본 집단을

지적장애학생으로 통칭하도록 한다.

2) 적응행동

적응행동의 개념은 사회적이고 이론적 발전을 반영하면서 변화를 거듭

해왔다. Grossman(1973)은 적응행동을 “개인이 속한 문화적 집단에서

기대되는 개인의 독립성의 표준과 사회적 책임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효

과나 정도” 라고 하였다(p. 11). AAMR(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의 9차 정의(Luckasson et al., 1992)에서는 적응행동

을 상황에 따라 행동을 변화시키고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라

고 하였는데 적응행동은 10가지 적응기술 영역(의사소통, 자기관리, 가정

생활,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 활용, 자기지시, 건강과 안전, 기능적 학업

기술, 여가 및 직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서 두 가지 혹은 그 이

상의 영역에서 결함을 적응행동의 결손으로 보았다. 이 9차 정의에서는

적응행동과 적응행동기술을 구분 없이 사용하였다(이한얼, 2011). 이후

적응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에 의해 학습되고 수행되는 개념적, 사

1) 본 연구에서 비장애집단 및 비장애학생은 지적장애를 비롯하여 어떤 장애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학생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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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실제적 기술의 집합체로 정의되었다(Luckasson et al., 2002).

3) 지역사회적응기술

“지역사회적응기술이란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역

사회기능(적응행동목록들)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전보성, 조인수, 2005). 적응행동 개념은 상대적이며 역동적 특성을 가지

고 있어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적응기술, 적응행동기술, 사회적응기술,

지역사회적응기술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왔다(이한얼, 2011). 이처럼

지역사회적응기술을 적응행동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적응행동

은 적응기술보다 더 전체적이고 집합적인 개념이고 지역사회적응기술은

보다 지역사회 내에서 개인이 살아갈 때 필요한 기술로 초점화한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적응기술과 적응행동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

하되 용어의 길이를 고려하여 적응행동으로 통칭하도록 한다.

4) 적응행동 요인

AAIDD에서의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기술의 3가지 요인적응행동 요

인은 역사적으로 Heber의 성숙화, 학습, 사회적응의 3가지 요인 개념이

이어져 내려와 존속하고 있다. 개념적 기술 요인에는 언어, 읽기와 쓰기,

돈, 시간, 수 개념의 하위요인이 있으며 사회적 기술 요인에는 대인관계

기술, 사회적 책임감, 자존감, 파괴성, 순진성, 규칙 따르기/ 법 준수, 희

생당하는 것 피하기, 사회적 문제 해결의 하위요인이 있다. 또한 실제적

기술에는 일상생활 활동, 작업 기술, 돈 사용, 안전, 건강관리, 여행/이동,

일정/일과 계획, 전화사용이라는 하위요인이 존재한다(AAIDD, 2011). 그

러나 각 적응행동 검사도구마다 요인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그 하위

영역도 각각 다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도구인 지역사회적응검사(CIS-AⅡ)의 하위

영역은 기초개념, 기능적 기호와 표지, 가정관리, 건강과 안전,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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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간과 측정, 금전관리, 통신서비스, 직업기능, 대인관계와 예절

이며 구인은 기본생활, 사회자립, 직업생활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는

AAIDD에서 제시하는 적응행동 요인구조에 따라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요인을 기반으로 지적장애학생의 적응행동 특성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 12 -

Ⅱ. 이론적 배경

1. 적응행동의 개념

각 학문 분야마다 적응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내린다. 적응에 대해 생

물학에서는 생물체가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를 하는 방식으로 보고 심리

학에서는 심리적 긴장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해소하여 심리적 평형을 이

루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문용린, 1996). 또한 인류학에서는 문화와 환경

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변증법적인 과정을 적응으로 본다(권효숙, 2006).

적응행동은 일찍부터 비공식적인 지적장애인 평가의 한 기준으로서 기

능을 해왔다. 그러나 1900년대 초반 Binet-Simon 지능검사가 처음 등장

하고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연이어 개발되면서(Binet & Simon,

1905; Terman, 1916; Wechsler, 1939) 지적장애의 공식적인 진단에 있어

서 IQ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지적장애에 대한 Tredgold(1908,

1937)의 정의에서 드러나는 불치성이라는 관점은 지능검사에 대한 이러

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Trent, 1994). 이에 따라 지

적장애의 하위 범주도 적응행동 수준이 아닌 정신연령, 지능지수를 활용

하여 구분하였다(Field & Sanchez, 1999).

Doll(1936) 역시 정신지체를 불변의 결함으로 보았지만 정신지체 분류

가 ‘정신연령’보다는 사회적 능력을 통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였고

적응행동 측정에 대한 첫 공식적 측정도구로서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The Vineland Maturity Scale; VMS, 1936)를 개발하였다.

Heber(1959)는 정신지체를 근본적 조건이라기보다 하나의 증상으로 보

았으며 이에 따라 불치성의 개념은 현재의 기능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바

뀌게 되었다. 이러한 강조점은 1992년 AAMR 정의에도 그대로 이어져왔

다(Luckasson et al., 1992). Heber(1959)가 정신지체인의 특성으로 적응

행동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이후 1961년 Heber는 적응행동을 ‘개인

이 살고 있는 환경의 자연적, 사회적 요구에 적응하는 효과성’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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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정신지체의 진단 기준에 적응행동의 결함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1973년 AAMD(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Deficiency)에서

Grossman은 적응행동을 대상의 나이대와 문화적 집단의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보아 연령에 따라 기대되는 적응행동 하위요소를 제시

함으로써 적응행동의 중요성은 더욱 심화되었고(우리나, 2014) 이후부터

진단 및 분류와 관련한 적응행동 검사 도구들의 개발이 활발해졌다. 이

러한 과정에서 적응행동 평가 도구인 ABCL(Adaptive Behavior

Checklist)이 개발되어 정신지체 진단 평가 척도의 하나로 활용되었다(이

한얼, 2011).

한편 적응행동 구인이 정신지체 정의와 분류에 있어 부적절하며 지적

기능이 단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적응

행동 개념 및 측정에 논쟁과 비판은 지난 25년간 계속되어왔다

(Bruininks et al., 1987; Barnett, 1986; Clausen, 1972; Hodapp & Zigler,

1986). 그러나 정신지체 정의와 관련하여 적응행동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능점수만으로 분리교육을 하게 되는 당시 학

교 체계에 대한 불만은 장애인 관련 법률 제정(전장애아교육법, P. L.

94-142,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발달장애법, P. L.

94-602, Develpomental Disabilities Amendment of 1978; 직업재활법,

Section 504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에 있어 해당 장애를 정의

할 때 적응행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했고 정의와 평가, 서비스

적격성 판정에 있어 이러한 기능적 관점들이 반영되었다(Lambert,

Windmiller, Cole & figueroa, 1975).

AAMR 8차 정의(Grossman, 1983)까지는 지능지수와 적응행동 평가

점수를 통해 정신지체 진단과 분류가 이루어졌다면 9차 정의(Luckasson

et al., 1992)에 이르러서는 지능지수에 의한 분류체계가 사라지고 적응기

술 영역 10가지가 상정되었으며 개인의 필요에 따라 지원강도를 결정하

도록 하였다. 이 같은 결손 모형(deficit model)에서 지원 모형(supports

model)으로의 변화와 정신지체 진단에 있어 임상적 판단의 강조는 긍정

적인 평가받았으나(Greenspan, 1999; Polloway, 1997) 10가지 적응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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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은 타당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이를 측정할 신뢰로운 검사도구

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10가지 영역 중 두 개 이상의 하위 영역에서의

제한성”이라는 준거는 계속적인 비판을 받았다(MacMillan et al., 1993).

적응행동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구성 요인군을 밝히려는 시도로도 이

어졌다. Schalock(1999), Thompson, McGrew, & Bruininks(1999),

Widman & McGrew(1996)의 연구들은 적응행동이 운동 및 신체능력,

개념적 기술, 사회적 기술, 실제적 기술의 4가지 구성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Taseé, 2012)고 주장하였으나 운동 및 신체 능력은 발달적 측면의

관련성으로 건강 영역으로 분리되어 측정되므로 적응행동 영역으로 포함

시키지 않는다(Arias et al., 2013). 또한 부적응행동 또는 문제행동이 적

응행동 평가 척도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문제행동을 적응 기능의 제한 형

태로 볼 수 없다는 합의를 이루기도 하였다(Greenspan, 1999, Jacobson

& Mulick, 1996). 결국, Heber(1959)가 적응행동에 대해 개념화한 성숙화

(maturation), 학습(learning), 사회적응(socialization)이라는 3가지 요인이

그대로 실제적, 개념적, 사회적 기술이라는 적응행동의 요소로써 2002년

AAMR 10차 정의(Luckasson et al., 2002)에 포함되었으며 적응행동에

대해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기능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기술의 집합체”로 규정하였다.

11차 AAIDD 정의(Schalock et al., 2010)에서는 정신지체 용어를 지적

장애로 변경하게 된다. 적응행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들은 “인간 기능

성”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고 단일한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진단

과 분류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차원적 접근(지적능력, 적응행동, 건강, 참

여, 맥락)을 통해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생태학적 모델로 나아가게

되었다(박승희 외, 2010). <그림Ⅱ-1>의 다차원적 분류 체계는 “기능, 장

애, 건강에 관한 국제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의 5가지 차원과 일치하는데 차원1(지적능

력)을 제외하고 적응행동 외에 건강, 참여, 맥락의 차원이 각각 적응행동

의 관점에서 중요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의 기능성 측면에서 적

응행동의 영역이 큰 비중을 차지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적응행동은 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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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정적 결손에서 사회 문화적 환경 내에서 개인의 기능성을 강조하는

생태학적 개념으로 변모해왔다.

<그림 Ⅱ-1> 인간 기능성의 다차원적 모델(Schalock et al., 2010)

2. 적응행동의 요인 구조

적응행동의 요인분석 연구는 주로 적응행동의 요인구조를 연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연구 참가자 특성, 요인분석 방법, 적응행동 평가도구나

적응행동 정의와 같은 방법론적 문제들로 인해 지적장애인의 적응행동

구조에 대해 각기 다른 결과를 도출하였다(Harrison & Oakland, 2008;

Meyers, Nihira & Zetlin, 1979; Widaman, Borthwick-Duffy, & Little,

1991; Widaman & McGrew, 1996). 그러나 대체로 적응행동이 단일요인

보다는 다차원적 요인으로 이루어져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이

준석, 유재연, 2004).

지능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Spearman은 지능이 2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고 보았다. 일반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했기에 단일요인이론으로

볼 수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이 g이론을 계승한 연구들을 내놓았다. 이

후 지능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다중지능개념들이 등장하였는데

Greenspan(1981)은 사회적 지능과 개념적 지능으로 구성된 지적 능력과

실제적 기술들로 구성된 개인적 능력이라고 하는 다중지능 모형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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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후 동료들과 함께 삼두모형(tripartite model)을 제시하면서 지

능이 개념적 지능, 실제적 지능, 사회적 지능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신현기, 2002에서 재인용; Greenspan, 1997; Greenspan & Love, 1997;

Greenspan, Switzky & Granfield, 1996). 이러한 주장은 1992년과 2002

년 AAMR의 정신지체 정의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앞서 적응행

동의 개념적 기초 연구와 더불어 미국정신지체협회(AAMR, 2002)의 적

응행동 요소에 반영되었다. 미국정신지체협회(AAMR, 2002)에서는 앞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적응행동에 대한 요인을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기술의 세 가지로 제시하게 되었다(김진호, 2006).

개념적 적응행동이란 인지, 의사소통 및 학업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읽기, 쓰기, 금전개념, 자기지시 등이 포함된다. 개

념적 적응행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제가 아니라 학문적 상황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 구성된다. 수학적 문제해결, 복잡한 교재의

독서, 과학적 실험의 설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의 해석, 학문적 논문

의 집필 등과 같은 기술의 발달과 유지에 필요한 요소 등이 개념적 적응

행동에 포함이 되며 환경적응에 필요한 동기적, 실제적 기술은 포함하지

않는다(정인숙 외, 2003). 김은영, 유구종(2008)은 학습(learning)과 기억

(memory)이라는 측면에서 개념적 적응기술을 의미기억(semantic

memory)이 외현적 행동 표출의 근거가 되는 하위 영역으로 보았다. 의

미기억은 사실적 정보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말하며 의미 기억과제를 수

행할 때는 과거의 경험자료를 의식적으로 회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AAMR(1992, 2002)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적응행동 평가 체제

2판(ABAS-Ⅱ)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적 적응행동은 적응기술 영역 중

의사소통과 기능적 학업, 자기지시를 포함한다. 의사소통은 개인들이 정

보와 사고, 필요와 요구를 교환하기 위한 과정으로 대부분의 일상생활

기능에 있어 필수적인 능력이다. ABAS-Ⅱ에서는 의사소통 영역 평가를

위해 수용언어, 표현언어, 비구어적 의사소통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Mancil & Vinson, 2008). 기능적 학업은 읽기와 쓰기, 수셈 능력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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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며 현대 기술 발전과 더불어 기능적 학업 기술의 기준치는 더 높아

졌다. 여기서 기능이라는 용어는 목적의 수행, 유용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장애인이나 학습, 행동의 문제를 가진 이들은 사회에서 성공하는데 있어

기능적 학업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자기지시는 과제를 시작하고 완성하

는 것, 스케줄과 시간제한에 따르는 것, 지시를 따르고 선택하는 등 독립

성, 책임감, 자기통제에 필요한 기술을 포함한다.

사회적 적응행동은 사회적 기술과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대인관계, 책

임감, 자존감, 속기 쉬움, 순진성, 규칙준수, 법률준수 등이 포함된다. 사

회적 기술은 사회적 기대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사회적 상황에

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술이다. 사회적 기술의

주요한 구성요소는 사회적 이해, 통찰, 판단 및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지

적장애인은 역할수행을 통한 개인적 단서를 추론하는 어려움과 상황적

단서를 개인 상호간의 관계에서 추론하는 어려움을 포함하여 사회적 행

동을 이해하는 능력에서 심각한 제한을 가질 수 있다(정인숙 외, 2003).

Greenspan(1979)은 장애학생들이 대부분 결함을 보이는 대인관계 능

력이 이들의 전 생애 과정에서 사회통합 예측변수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

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능력은 정서적 측면의 기질, 의욕적 측면의

성격, 인지적 측면으로의 사회적 인식이라는 3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적 인식은 사람, 사회적 사건, 사회적 사건의 조정과정에 관

한 개인의 이해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대인관계의 이해능력에 강

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Greenspan(1981)은 사회적 인식의 구성모델의

하위 요소로서 사회적 민감성, 사회적 통찰, 사회적 의사소통을 제시하였

다(신현기, 2002에서 재인용).

Guralnick(1992)은 또래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별

위계와 작용에 대한 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대인관계 속에서 높은 수

준의 대인관계 성공률을 유지하려면 대인관계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하

는데 이를 위해서는 언어, 인지, 정서, 운동능력이 통합된 사회/의사소통

적 기술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합, 조직, 계열화 하여 사회적 과제 내에

서의 전략을 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사회적 인지 기술과 감정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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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인지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실제적 적응행동이란 독립 생활기술을 의미하며 일상생활 활동(먹기,

이동, 화장실 이용하기, 옷입기), 일상생활의 도구적 활동(식사준비, 가사,

교통, 약물복용, 금전관리, 전화사용), 작업기술, 안전한 환경의 유지 등

이 포함된다(유재연, 2009). 실제적 적응행동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독립된 인간으로서 자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 적응기술로 감각

운동기술, 자기관리기술, 안전기술이 중요한 요소이다(정인숙 외, 2003).

유재연(2009)는 “실제적 기술은 고도의 지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습

관과 반복에 의한 것이며 이를 고려하여 과잉보호를 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은영, 유구종(2008)은 “실제적 기술은 학습과 기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절차 기억(procedure memory)이 행동 유발의 근거가 되는 하위영

역들이라 하였으며 절차 기억은 정보의 의식적 회상보다는 암묵적인 기

억(implicit memory)에 기반한다”고 하였다. 또 “이 절차 기억은 어떤 새

로운 명시적인 기억(explicit memory)도 할 필요 없이 반복에 의해서만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지만 이전의 경험에 무의식적으로 접근할 때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Lewicki et al., 1992)”고 하였다.

DSM-5(2013)에 의하면 적응기능의 결함은 비슷한 연령과 사회문화

적 배경의 개인과 비교하여 독립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동체 기준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가와 연관이 있다. 적응기능은 개념적(conceptual) 영

역, 사회적(social) 영역, 실제적(practical) 영역이라는 세 영역에서의 적

응적 추론을 포함한다. 개념적(학습)영역에는 기억, 언어, 읽기, 쓰기, 수

학적 추론, 실질적인 지식의 획득, 문제해결, 새로운 상황에서의 판단이

포함된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 경험 등을 인지하는

능력, 공감, 의사소통 기술, 친선 능력, 사회적 판단 등이 포함되며 실제

적 영역은 학습과 개인적 관리, 직업적 책임의식, 금전관리, 오락, 자기

행동관리, 학교나 직장에서의 업무 관리 등과 같은 생활 속 자기관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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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 외 적응행동 검사도구

적응행동 측정에 있어 가장 먼저 개발된 검사도구는 Doll에 의해 개발

된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Vineland Maturity Scale, 1935)이다. 이후로

도 수많은 적응행동 측정 도구가 개발되었지만 초기에는 비장애인과 지

적장애인 집단 모두를 규준에 포함시키거나 검증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이후에는 이러한 점을 보완한 적응행동 검

사도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2판 (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2nd

edition; 이하 VABS-Ⅱ; Sparrow, Cicchetti, & Balla, 2005)은 바인랜드

사회성숙도 검사(Vineland Social Maturity Scales; VSMS; Doll, 1936,

1947, 1953, 1965)와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VABS; Sparrow, Balla, &

Cicchetti, 1984)에 대한 개정본이다. 우리나라에는 1965년 바인랜드 사회

성숙도 검사(VSMS)를 모델로 한 사회성숙도 검사(K-SMS; 김승옥, 김

옥기, 1985)와 1984년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VABS)를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표준화한 이화-바인랜드 적응행동 검사(EWHA-VABS; 김태련, 이

경숙, 1993)가 있다. 또한 기존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VABS)를 기반으

로 새로운 규준을 만들고 현대 시대 · 문화적 기대를 반영한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2판(VABS-Ⅱ)은 우리나라에 맞게 표준화하여 바인랜드

적응행동척도 2판(K-Vineland-Ⅱ; 황순택, 김지혜, 홍상황, 발행중)으로

최근 개발되는 도구이다. 이 중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2판(VABS-Ⅱ)은

의사소통, 일상생활 기술, 사회화의 세 가지 핵심기술로 이루어져있는데

이는 각각 개념적 기술, 실제적 기술, 사회적 기술에 대응될 수 있다.

AAMR 적응행동 척도(AAMR Adaptive Behavior Scales; ABS)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AAMR 적응행동 척도- 학교용 2판

(the Adaptive Behavior Scale-School, Second Edition; 이하 ABS-S:2;

Lambert, Nihira, & Leland, 1993)은 지적장애 진단을 비롯하여 중재효

과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문제행동 관련 평가도 가능하다. 개

정되지 않은 AAMR 적응행동 척도-학교용(ABS-S)이 번안 및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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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거쳐 우리나라에서 한국판-적응행동검사(K-ABS; 김승국, 1990)

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적응행동검사(Adaptive Behavior Inventory;

ABI; Brown, Leigh, 1986)는 우리말로 번안된 후 표준화한 한국판 적응

행동검사(K-ABI; 윤치연, 2000)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독립행동 척도-

개정판(the Scales of Independent Behavior-Revised; 이하 SIB-R;

Bruininks, Woodcock, Weatherman, & Hill, 1996)은 한국판 적응행동검

사(K-SIB-R; 백은희 등, 2007)로 표준화되어 11개월 유아에서부터 17세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적응행동과 부적응행동 모두를 평가 가능하며 중재

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준다.

그 외 적응행동 검사도구로 외국의 적응행동 평가체제 2판(the

Adaptive Behavior Assessment System-Ⅱ; 이하 ABAS-Ⅱ; Harrison

& Oakland, 2003)과 국내 사회 문화적 배경에 적합하게 문항이 구성되

어 있는 국립특수교육원 적응행동검사(KISE-SAB; 정인숙 등, 2003)를

비롯하여 지역사회통합 기술 검사 및 교육 훈련계획 수립과 실행을 목적

으로 구성된 비언어성 검사로 지역사회적응검사(CIS-A; 이달엽 등,

2004)가 있으며, 간편하게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춘 파라다이스

한국표준적응행동검사(PABS:KS; 유재연 등, 2007)가 있다. 이 중 적응

행동 평가 체제 2판(ABAS-Ⅱ)은 AAMR(1992, 2002)의 이론적 바탕을

따르고 있어 적응행동 평가 체제 2판(ABAS-Ⅱ)이 제시하는 10가지 특

정 적응기술 영역은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기술 영역으로 크게 분

류될 수 있다. 의사소통, 기능적 학업, 자기지시는 개념적 적응기술 영역

으로 분류되고 여가, 사회적 기술은 사회적 적응기술 영역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활용,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건강과 안전, 자기관

리, 직업은 실제적 적응기술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Harrison &

Oakland, 2008).

국내 적응행동 검사도구 10개에 대한 정보는 <표 Ⅱ-1>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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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국내 적응행동 검사도구 현황

검사명
검사

연령

문

항

수

검사 영역 특징

사회성숙도 검

사(K-SMS; 김

승국, 김옥기,

1985)

0-30세 117

(1)자조, (2)이동, (3)작업,

(4)의사소통, (5)자기관리,

(6)사회화

1.가장 널리 사용되는 도구

2. 연령범위 제한으로 인한

불공정성 논란과 시대 문화적

변화에 따라 개정됨

한국판 적응행

동 검 사

(K-ABS; 김승

국, 1990)

3-16세 95

(1)영역1: 독립기능, 신체

발달, 경제활동, 언어발달,

수와 시간, 직업적 활동,

자기관리, 책임, 사회화

(2)영역2: 공격, 반사회적

행동, 반항, 신뢰성, 위축,

버릇, 대인관계 예법, 발

성습관, 습관, 활동수준,

증후적 행동, 약물복용

1. 1981년 AAMR적응행동 척

도가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됨

2. 교수 및 훈련 목표 설정에

활용하기에 무리가 있음(편도

원 외, 2009)

3. 개인의 영역별 행동 수준

에 대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음(윤치연, 2000)

이화-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EWHA-VAB

S; 김태련, 이

경숙, 1993)

0-12세 399

(1)의사소통, (2)일상생활

기술, (3)사회화, (4)운동

기술, (5)부적응행동

1. 지적 및 신체장애아동, 유

아발달, 부모자녀 관계에 관

한 연구에 유용

2. 확장형 검사를 통해 적응

행동의 선행기술에 대한 자세

한 정보와 개인프로그램을 위

한 단계별 지침 제공(김태련,

이경숙,1993)

한국판 적응행

동검사(K-ABI;

윤치연, 2000)

7-18세 150

(1)자조능력, (2)의사소통

능력, (3)사회능력, (4)학

업능력, (5)작업능력

1.학생의 적응행동 강점과 약

점 파악

2.치료 및 특수교육 프로그램

의 방향 및 효과 결정에 유용

(윤치연,2000)



- 22 -

국립특수교육

원 적응행동검

사(KISE-SAB;

정인숙, 강영

택, 김계옥, 박

경숙, 정동영,

2003)

정신지

체:5-1

7세

비장애

:만21

개월-1

7세

242

(1)개념적 적응행동: 언어

이해, 언어표현, 읽기, 쓰

기, 돈개념, 자기지시

(2)사회적 적응행동: 사회

성일반, 놀이활동, 대인관

계, 책임감, 자기존중, 자

기보호, 규칙과 법

(3)실제적 적응행동: 화장

실 이용, 먹기, 옷입기, 식

사준비, 집안정리, 교통수

단이용, 진료 받기, 금전

관리, 통신수단 이용, 작

업기술, 안전 및 건강관리

1. 정신지체학생 집단의 규준

으로도 비교할 수 있도록 구

성

2. 표준점수를 이용하여 검사

결과를 해석할 수 있도록 개

발됨

지역사회적응

검사(CIS-A ;

이달엽, 박희

찬, 김동일,

2004)

발달/
지적장
애:
7세~46
세
비장애
:

초1~6
학년

164

(1)기본생활: 기초개념, 기

능적 기호와 상징, 가정관

리, 건강과 안전

(2)사회자립: 공공서비스,

시간과 측정, 금전관리

(3)직업생활: 직업기능, 대

인관계 및 여가

1. 지역사회 통합교육과정

(CIS-C)과 연계하여 활용 가

능

2. 비언어성 검사로서 체크리

스트나 지필검사의 한계 극복

한국판 적응행

동 검 사

(K-SIB-R; 백

은희, 이병인,

조수제, 2007)

11개월

~17세
259

(1)독립적 적응행동: 운동

기술,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기술, 개인생활

기술, 지역사회 생활 기술

(2)문제행동: 내적문제행

동, 외적문제행동, 반사회

적 문제행동

1. 아동의 인지와 학교생활의

적응기능 정도를 보고

2. 정신지체 아동의 진단 및

분류, 적절한 배치에 활용 가

능

3. 교수 및 훈련목표와 연계

가 가능

파라다이스 한

국 표준 적응

행 동 검 사

(PABS:KS; 유

재연, 이준석,

신현기, 전병

운, 고등영,

2007)

유아:

만2세-

6세

초등학

생:

만6세-

12세

유아

:44

문항

초등

:40

문항

(1)유아용: 개념적 기술,

사회적 기술, 실제적 기

술, 운동기술

(2)초등학생용: 개념적 기

술, 사회적 기술, 실제적

기술

1. 유아용과 초등학생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역이 대체로

동일하나 유아용에 운동기술

영역이 추가되어 있음

2. 외국 검사도구 번안이 아

니라 관련 문헌 및 국내 전문

가, 학부모, 교사 의견을 반영

한 내용타당도 과정을 거침

(권희연, 이미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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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CIS-AⅡ(발행중)는 CIS-A(2004)에 대한 개정판이며

K-SMS(1985)와 K-ABS(1990), EWHA-VABS(1993), K-SIB-R(2005),

K-Vineland-Ⅱ(발행중)는 바인랜드 적응행동 검사를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으며 외국의 검사도구를 번안 · 표준화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특히 K-Vineland-Ⅱ(발행중)는 K-SMS(1985)의 제한

점을 개선하여 최근 개정중인 검사도구이다. K-SMS가 개발된 지 거의

30년이 되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점과 검사 표본의 대상이 비

장애인으로 국한됨으로써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규준이

30세 이하로 제한 된 점을 고려하여 K-Vineland-Ⅱ(발행중)에서는 시대

문화적 배경에 맞게 문항을 수정하고 오래된 규준을 새로 마련, 0-90세

까지 규준을 개발하여 전 연령대에 적용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장애인을

포함한 규준을 개발하였다. 또한 K-SMS(1985)에서의 사회연령(SA)과

사회지수(SQ)뿐 아니라 표준점수, 신뢰구간, 백분위점수, 등가연령, 스테

나인 점수 등 다양한 지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나연아, 2014). CIS-AⅡ

바인랜드 적응

행동척도 2판

(K-Vineland-

Ⅱ; 황순택, 김

지혜, 홍상황,

발행중)

0-90세 383

(1)의사소통, (2)일상생활

기술

(3)사회화, (4)운동. (5)부

적응행동

1. 조사면담형, 부모/양육자

평정형으로 구성

2. 전 연령대를 포함한 대상

자들의 적응행동을 평가할 수

있음

3. 장애인뿐 아니라 정상 발

달 아동 및 성인의 적응행동

평가 가능(나연아, 2014)

지역사회적응

검사(CIS-AⅡ;

김동일, 박희

찬, 발행중)

발달/

지적장

애:

17세~2

8세

비장애

:

6세~초

3

161

(1)기본생활: 기초개념, 기

능적 기호와 표지, 가정관

리, 건강과 안전

(2)사회자립: 지역사회서

비스, 시간과 측정, 금전

관리, 통신서비스

(3)직업생활: 직업기능, 대

인관계와 예절

1. 비언어성 검사도구

2. 최신의 사회 · 문화적 배

경을 바탕으로 문항 구성

(CIS-A의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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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IS-A가 개발된 지 10년이 지나 시대적 변화 양상을 반영할 필요성

을 바탕으로 개정되었다. 그림검사 형태나 기본생활, 사회자립, 직업생활

의 3개 구인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공공서비스의 하위영역이 지역사회서

비스로 대인관계 및 여가의 하위영역이 대인관계와 예절로 명칭이 변경

되었으며 통신서비스 영역이 추가되어 기존에 9개 하위영역이 10개 하위

영역으로 늘어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0개 검사도구들 중 K-SMS(1985)와 K-ABS(1990), EWHA-VABS

(1993), K-SIB-R(2005), K-Vineland-Ⅱ(발행중), K-ABI(2000)의 6개 검

사도구는 모두 외국 검사도구를 번안하고 재표준화한 것이라면 KISE-S

AB(2003)과 CIS-A(2004), PABS:KS(2007), CIS-AⅡ(발행중)는 AAMR

(2002)의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거나 외국의 검사도구나 번역본을

검토 · 참고하였을지언정 국내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상자에 적합한 적응행동 평가 문항을 구성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적응행동 요인 구성을 살펴보면 KISE-SAB(2003)과 PABS:KS(2007)

만이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행동의 세 가지 구조로 평가 요인을 삼

고 있고 K-ABS(1990), EWHA-VABS(1993), K-SIB-R(2005),

K-Vineland-Ⅱ(발행중)는 이 3요인 구조로 대응될 수 있으며 문제행동

이나 부적응행동을 포함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검사도구들 중 CIS-AⅡ(발행중)는 1,058명의 비장

애학생과 163명의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표본으

로 규준을 개발하였으며 체크리스트 형식의 간접적 평가도구인 다른 검

사도구들과 달리 그림검사 형태의 직접평가 도구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CIS-AⅡ(발행

중)로 적응행동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국내 적응행동 검사도구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표 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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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국내 적응행동 검사도구의 공통점과 차이점

구

분

번

호

관계

내용
해당 검사도구 차이점

공

통

점

1 개정본

-CIS-A(2004)

-CIS-AⅡ(발행중)

CIS-AⅡ(발행중)는 최신의 사회·문화

적 배경을 바탕으로 구성, 하위영역이

10개로 증가함

-K-SMS(1985)

-K-Vineland-Ⅱ(발행중)

K-Vineland-Ⅱ(발행중)는 전 연령대

적용 가능, 장애인을 포함한 규준 개

발, 표준점수와 신뢰구간 등 다양한

지수를 제공함

2

바인랜드

적응행동

검 사 를

기반으로

함

-K-SMS(1985)

-K-ABS(1990)

-EWHA-VABS(1993)

-K-SIB-R(2005)

-K-Vineland-Ⅱ(발행중)

개별 도구 각각의 특성을 가짐

3

외국 검

사 도 구

번안 후

재표준화

-K-SMS(1985)

-K-ABS(1990)

-EWHA-VABS (1993)

-K-SIB-R(2005)

-K-Vineland-Ⅱ(발행중)

-K-ABI(2000)

K-SMS(1985)와 K-ABS(1990), EWH

A-VABS (1993), K-SIB-R(2005), K-

Vineland-Ⅱ(발행중)는 바인랜드 적응

행동 검사를 기반함. 반면 K-ABI(200

0)는 적응행동검사(Adaptive Behavior

Inventory; ABI; Brown, Leigh, 1986)

검사 기반함

4

국내 사

회문화적

맥 락 을

바탕으로

직접개발

-KISE-SAB(2003)

-CIS-A(2004)

-PABS:KS(2007)

-CIS-AⅡ(발행중)

CIS-A(2004), CIS-AⅡ(발행중)와는

달 리 K I S E - S A B ( 2 0 0 3 ) 과

PABS:KS(2007)는 개념적, 사회적, 실

제적 적응행동(기술)의 3요인을 바탕

으로 구성됨.

5

개 념 적 ,

사 회 적 ,

실 제 적

적응행동

3요인 구

성

-KISE-SAB(2003)

-PABS:KS(2007)

-K-ABS(1990)

-EWHA-VABS(1993)

-K-SIB-R(2005)

-K-Vineland-Ⅱ(발행중)

K-ABS(1990), EWHA-VABS(1993),

K-SIB-R(2005), K-Vineland-Ⅱ(발행

중)는 문제행동이나 부적응행동을 하

위영역이나 요인으로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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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IS-AⅡ 직업생활 관련 하위영역

지적장애인이 직업을 구하고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직업기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적응행동 하위영역에 대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적장애인의 구직과 그 유지에는 다양한 적응행동 능력이 필요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나용기, 김삼섭, 2013).

이채식(2005)은 지적장애인의 개념적 기술, 사회적 기술, 직업적 기술

요인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성을 알아보았는데 직업유지 기간에 영향

을 미치는 기술에 금전관리, 수 개념이 포함되어있다고 하였다. 근로를

통한 보수의 개념, 일상품 구입능력,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개념이 높을수

록 직업유지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학능력은 학교에

서 뿐 아니라 학령기 이후 성공을 위한 직업, 소득, 작업 생산성 변량과

도 관련되어 그 중요성을 가진다(Rivera-Batiz, 1992).

CIS-AⅡ에서 직업생활과 관련하여 중요한 하위영역으로 대인관계와

예절 영역을 들 수 있다. 이 영역은 인사, 의사소통, 대인관계, 이성관계,

공중예절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지적장애인들은 사회적 능력의 부족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직장에서 사회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구직과 직업유지

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보고 한 바 있다(이윤우, 한경

근, 2014).

한편, 컴퓨터, 인터넷, 전화, 스마트폰 사용과 같은 통신서비스기술은

사회적 시대적 변화 흐름에 맞추어 지적장애인들의 직업생활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김동주, 고민석(2012)은 지적장애인의 경제활동상

태(취업/미취업)와 직업능력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적상관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스마트폰은 일정관리에서부터 시계,

통신, 정보검색과 사진, 동영상 촬영 등 일상생활 뿐 아니라 직업생활 유

지에 전반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생활 관련 하위 영역으로 시간과 측정, 금

전관리, 통신서비스, 직업기능, 대인관계와 예절 영역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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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행연구

1) 적응행동 요인분석 선행연구

70년대에서 90년대 초 국외에서는 적응행동이 몇 가지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적응행동은 단일 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Bruininks, McGrew, & Maruyama, 1988;

Jacobson & Mulick, 1996)과 본질적으로 다요인으로 되어있다는 주장

(Widaman, Borthwick-Duffy, & Little, 1991)이 주요한 논쟁이었으나

2002년 미국 정신지체 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이하 AAMR)에서 적응행동을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기술

의 3요인으로 정의한 이래로 적응행동의 3요인을 기반으로 하여 이론적

구조를 밝히려는 노력들이 이어져왔다(Arias et al., 2013; Oakland &

Algina, 2011; Tassé et al., 2012).

지금까지 대략 200여개의 적응행동 척도가 개발되어 있지만 국외 적응

행동 척도 중에서는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VABS-Ⅱ), 적응행동 평가체

제 2판(ABAS-Ⅱ), 독립행동 척도-개정판(SIB-R), AAMR 적응행동 척

도- 학교용 2판(ABS-S:2)의 단지 4개 도구만이 3요인 구조(개념적, 사

회적, 실제적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고 신뢰도와 타당도의 증거를 가지

고 있으며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통해 표준화 과정을 거쳤다(Arias

et al., 2012; Schalock et al., 2010; Tassé et al., 2012).

오수학, 김병준(2002)의 ‘3단계 타당화 프로그램’에 의하면 2단계는 내

적구조검토 단계로 관찰 변인들 간 내적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이 활용되는데 요인분석은

구인타당화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구인의 차원을 밝히게 한다. Benson의

타당화 프로그램 2단계 내적구조검토의 방법으로 적응행동에 대해서도

많은 요인분석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외국의 연구를 보면 Bruininks와

동료들(1988)은 독립행동척도(SIB)를 사용하여 비장애 유아, 아동, 청소

년의 적응행동 요인구조를 분석하여 단일요인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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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pson과 동료들(1999)은 1979년 이래로 이루어진 적응행동 요인분

석 연구 리뷰를 통해 적응행동은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는 다면적 구조

라고 결론을 내렸다. 적응행동 요인분석 연구 리뷰가 적응행동의 개념적

구조는 다면적이라는 것에 지지를 보여주었음에도 Shalock과 동료들

(2010)은 세 가지 높은 순서의 기술적 영역들로 이루어진 다면적 구조에

대해 개념적 기술, 사회적 기술, 실제적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고 결론지

었다.

반면 그 이후에도 적응행동 요인에 대한 결과는 각기 다르게 보고되었

다. 0-5세 남녀 아동에게 적응행동 평가체제 2판(ABAS-Ⅱ)을 실시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단일요인 모델을 확인하였다(Oakland &

Algina, 2011). 한편 진단적 적응행동 척도(Diagnostic Adaptive

Behavior Scale; DABS)로 338명의 지적장애와 비장애아동을 평가하여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요인의 적응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밝

히기도 하였다(Arias et al., 2013).

이준석, 유재연(2004)은 국내에서 검사도구의 표준화에 공을 들인 것에

비해 적응행동의 이론적 구조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평가하였

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적응행동검사의 타당화 연구를 통해 적응행동 요

소를 확인하려는 연구가 많아졌다. 김태련, 이경숙(1993)은 이화-바인랜

드 적응행동검사(EWHA-VABS)개발 및 표준화 연구를 실시하면서 요

인분석을 통해 4요인을 확인하였다. 반면 이준석, 유재연(2004)는 초등학

교 1~6학년을 대상으로 EWHA-VABS를 실시하여 얻은 데이터로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단일요인을 얻었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는

3요인 구조모형이 간명정도는 덜하지만 적합도 차이에서 훨씬 좋은 모형

임을 확인하였다.

백은희 등(2005)은 한국판 적응행동검사(K-SIB-R) 표준화 연구에서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단일요인

을 추출하였다. 이에 대해 김은영, 유구종(2008)은 K-SIB-R을 사용하여

적응행동 이론적 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검사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단일요인모델 뿐 아니라 3요인 모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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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황지원(2011)은 K-SIB-R을 학령

기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2요인을 나타

냄을 확인하였고 만3세에서 17세 지적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하였을 때 단일요인을 추출하였다.

최선(2007)은 베일리 영유아발달검사 3판 중 적응행동척도인 ABAS-

Ⅱ의 국내 표준화 전에 구인타당도 확인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단일요인구조를 확인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는 3개 요인으로 자료를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

였다. 우리나(2014) 역시 같은 결과를 얻었는데 베일리 영유아발달검사

3판 적응행동척도의 한국 표준화 예비연구로 구성타당도 검토를 위해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원 검사의 이론적 구조와 동일한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영역의 3요인 모델이 수집된 자료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달엽 등(2004c)은 지역사회 적응기술 평가척도 연구에서 비장애아동

초 1～6학년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본생활, 사회자립, 직

업생활의 3요인을 최종 결정하였다. 유재연, 이준석(2005)은 우리 문화에

적합한 초등학생용 적응행동검사(PABS:KS) 개발 연구를 진행하면서 탐

색적 요인분석으로 단일요인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이용한 모형검증결과 3요인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와 그 이론적 배경에 따라 적응행동의 구성

요인을 각기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적응행동의 3요

인에 수렴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적응행동 요인 연구에 대한 역사적 큰

흐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행동의 3요인에

기반하여 지적장애학생의 적응행동 특성을 분석을 하였다.

2) 개념적 적응행동 선행연구

김은영, 유구종(2008)은 초등, 중등, 고등부 지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국판 적응행동검사(K-SIB-R)를 시행하여 적응행동의 구성 요인이

3개임을 확인한 후 세 집단의 적응행동 발달 변화를 알아보았다. 개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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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행동에 해당하는 요인은 학습과 기억의 측면에서 의미기억이 외현적

행동표출의 근거가 되며 이 의미기억 과제수행은 과거의 경험 자료를 의

식적으로 회상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지적장애 학생들은 의미기억에

해당하는 개념적 적응행동에 손상의 정도가 강한 편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인지기능의 차이가 적응행동의 발달과정에 일관된 형식으로 작용하고 있

음을 시사하였다.

Pujol과 동료들(2015)은 대표적인 지적장애 표현형인 다운증후군 20명

과 통제집단 20명을 대상으로 fMRI를 실시하여 두뇌의 기능적 연결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다운증후군 대상자들이 통제집단에 비해

두뇌의 기능적 연결성 정도가 높거나 낮은 부위가 확인되었다. 두뇌 위

치의 기능적 연결성 정도는 ABAS-Ⅱ의 검사결과와 대응시켜볼 때 적응

행동의 의사소통 영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운증후군의 낮

은 의사소통기술의 점수는 배내측 전두피질(ventral medial frontal

cortex)과 편도체에서 높은 기능적 연결성과 상관이 있었고 좌측 후뇌도

(left posterior insula)와 오른쪽 운동감각피질에서의 낮은 기능적 연결성

과 관련이 있었다. 추가적인 유의한 상관 역시 ABAS-Ⅱ의 의사소통 기

술과 관련성이 있었고 이외에도 “지역사회 이용”과 “기능적 학업기술”

순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어적 의사소통 기술의 결

함이 지적장애를 대표하는 다운증후군의 주요 신경과학적 특성임을 나타

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운증후군의 두뇌 해부학적 차이와 동일하

며 인지적 결함에 대한 프로파일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다운증후군은 언

어 산출과 실행기능, 명시적 기억에 심각한 손상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지적장애 학생들이 절차적 기억에 비해 명시적 기억에 손상 받는

정도가 강하다고 주장한 김은영, 유구종(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

분이며 명시적 기억은 의사소통, 언어와 관련한 개념적 적응행동과 밀접

하므로 지적장애 학생들의 개념적 적응행동의 결함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희선, 신현기(2006)는 9～12세 지적장애아동과 8세 비장애아동

의 다중지능 프로파일 자료를 통해 지능 영역별로 비교를 하였는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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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이 신체운동지능, 자연지능, 공간지능에서는 비장애아동과 차이

가 별로 없었지만 논리수학지능과 언어지능에서 다소 큰 차이를 보임을

보고하였다. 개념적 지능, 사회적 지능, 실제적 지능이라는

Greenspan(1981)의 삼두모형이 적응행동의 3요인으로 정착된 것을 미루

어볼 때 다중지능의 프로파일이 적응행동 영역의 비교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이

비장애아동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 역시 지적장애동의 개념적 적

응행동 결함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적 적응행동 선행연구

사회적 능력은 경쟁고용 상태에서 지적장애인이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 중요한 예언변인의 역할을 한다(Greenspan & Shultz, 1981). 이뿐 아

니라 사회적 능력은 학교 생활 적응력과 또래 및 교사로부터의 수용력

정도, 사회적 수행조정의 예언변수로 충분하기에 종국에는 성공적인 직

업 적응력의 예언변수로 충분하다(신현기, 2002).

Perry와 동료들(2009)은 지적장애 중복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대

상으로 지적 수준에 따른 적응행동 프로파일의 양상을 적응행동 영역별

로 확인하였고 지적장애아동과 자폐아동의 적응행동 영역별 차이를 살펴

보았다. 자폐아동은 지적장애아동에 비해 의사소통과 사회성 영역에서

낮은 적응행동 수준을 보였고 자폐성 정도가 사회성과 일상생활 기술의

대부분을 설명한다고 결론 내렸다.

정희선, 신현기(2007)는 지적장애학생의 다중지능 발달특성을 알아보았

는데 지적장애고등학생과 일반고등학생의 다중지능영역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신체운동지능과 자연지능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지적장애고등학

생이 일반고등학생에 비해 다중지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대

인지능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권희연, 이미애(2013)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아동 10

명을 대상으로 적응행동의 세 가지 영역에서 장애정도와 연령(10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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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 따른 발달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지적장애아동의 적응행동 발달이

대체로 미미하였지만 특히 사회적 적응행동 기술은 연령 간 발달적 차이

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주(2015)는 지적장애학생 초등, 중등과정의 개념적 적응행동, 실제

적 적응행동, 전체 적응행동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사회적

적응행동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적응

행동은 생활연령 증가, 경험의 폭 확대로 인해 자연스럽게 습득되고 향

상되는 영역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ABAS-Ⅱ로 다운증후군, 비특정, 경도, 중등도의 지적장애와 발

달장애 학령기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대상자들의 61 ~

96.3%가 적어도 한 영역에서 평균보다 2표준편차 낮은 점수를 보였고

일반적으로 개념적 적응행동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사회적 적응

행동과 실제적 적응행동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Harrison &

Oakland, 2008).

지적장애학생에게 사회적 적응행동은 발달에 따라 증가폭이 가장 적다

는 보고가 있으나 지적장애와 발달장애학생의 개념적 적응행동과 실제적

적응행동을 비교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결손이 낮은 요인이며 비장애학

생과 비교하였을 때는 결손을 나타내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실제적 적응행동 선행연구

김은영, 유구종(2008)은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실제적 적응행동 요인이

의식적 회상에 기반하기 보다는 암묵적인 기억(implicit memory)과 절차

기억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절차기억은 어떤 과제에 대해서 이

전 경험에 무의식적으로 접근할 때 더 잘 하는 것으로 지적장애아동의

적응행동 요소 중에서 가장 손상받는 정도가 덜 하다고 보았다.

이준석 등(2007)은 초등학생용 적응행동검사의 내적구조 검토를 위해

실제적 기술 영역에서 연령별로 문항의 발달변화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

았다. 6세에서 12세까지 연령이 증가할 수록 실제적 기술 영역의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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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권희연, 이미애(2013)는 중등도 지적장애 아동의 실제적 적응행

동 기술은 10세에서 11세 사이에는 증가를 보였으나 11세에서 12세 사이

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고 중도 지적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실

제적 학업기술과 관련된 영역에서 발달이 저조하거나 줄어들어 학교학습

이후에도 이러한 기술이 향상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Bölte와 Poustka(2002)는 지적장애를 중복장애로 하는 자폐 대상자와

지적장애가 없는 자폐 대상자의 일반적 인지수준과 적응행동 영역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지적장애가 없는 자폐그룹에서는 적응행동이 IQ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의사소통영역이 유의하게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면

지적장애가 있는 자폐그룹에서는 일상생활(Daily Living)영역이 일반지

능 IQ와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백은희, 박용수(2005)는 적응행동기술 검사도구인 CALS(Checklist of

Adaptive Living Skills; Morreau & Bruininks, 1991)를 번안․수정하여

검사도구로 사용하였는데 구성타당도 입증을 위해 발달장애아동과 비장

애아동을 대상으로 각 기술항목들과 생활연령과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비장애아동의 경우 가정안전, 시간관리, 지역사회 참여, 이동과 여행, 지

역사회 여가 항목들에서는 발달적 순서보다는 경험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대부분의 기술항목에서 기

술 습득이 발달적 순서보다 경험적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은주(2015)는 지능수준별 적응행동의 영역별 점수 차이는 실제적 적

응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개념적 적응행동과

사회적 적응행동, 전체 적응행동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적응행동 전체 점수가 연령에 따른 변화가 적

은 것처럼 실제적 적응행동 역시 발달적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사회적

적응행동에 비해서는 증가되는 것이 보고되었고 지적장애의 수준이 심할

경우 개념적 적응행동보다 실제적 적응행동이 IQ와 상관을 보였다는 것

은 실제적 적응행동이 지적장애 학생에게 있어 손상을 덜 받는 영역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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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것이다. 또 실제적 적응행동은 비장애아동을 비롯하여 지적장

애아동에게 있어 연령에 따른 발달보다는 경험을 통한 숙달의 영역이라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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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2)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적응검사(CIS-AⅡ)를 통해 적응행동 요인별

비장애학생과 지적장애학생의 차이를 알아보고 직업생활 관련 적응행동

하위유형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 광

주·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비장애 유치원생(6

~ 7세) 213명, 초등학교 1 ~ 3학년에 재학 중인 비장애학생 706명을 포

함한 총 919명과 장애인복지관에서 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등학생을

포함한 이후 연령대의 지적장애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적

응검사(CIS-AⅡ)를 시행하였다.

비장애학생과 지적장애학생의 선정에 있어 11세 이상의 연령 차이를

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류재연(2010)은 지적장애학생과 자폐성장애학생

의 생활연령이 13 ~ 17세라도 일반학생 6세 이하의 적응연령을 보이며

비장애학생에 비해 11년 이상 지체되어 있음을 보고하였고 Rodrigue와

동료들(1991)은 지적장애와 자폐, 비장애 그룹의 적응행동 나이 동등화를

위해 7 ~ 8세정도 나이 차이가 있는 대상자들을 선정하였다(Sparrow et

al., 1984). 지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이를 나타내는 적응행동 요인

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적응행동 나이나 적응연령을 동등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통제하기 위해 연령이 높아 적응행

동 총점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지적장애학생과 연령이 낮아 적응행동 총

점이 낮을 가능성이 있는 비장애학생을 선정하였다. 류재연(2010)의 선

행연구를 기반으로 비장애학생은 유치원(6 ~ 7세)에서부터 초등학교 3학

년으로 한정하였고 지적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의 최저 나이인 6세보다

11세 많은 17세 이상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장애학생에 대해서

는 집단검사 참여 시 대상자들의 집중 정도와 검사 시간을 고려하여 전

2) 본 장은 김동일, 박희찬(출간예정). 지역사회적응검사Ⅱ: CIS-AⅡ에 기반하여 재구성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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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검사를 5개 하위영역씩 나누어 반분법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비장

애학생 459명은 전 5개영역으로, 460명은 후 5개영역으로 검사에 참여하

였고 연구대상자의 구성 정보는 다음의 <표 Ⅲ-1>, <표 Ⅲ-2>와 같다.

<표 Ⅲ-1> 전체 연구대상자의 구성 정보

*전: 반분검사의 전 5개영역에 대한 검사, 후: 반분검사의 후 5개영역에 대한 검사임.

<표 Ⅲ-2> 지적장애학생 연구대상자의 구성 정보

구분

비장애
지적

장애
계유치원 초등학교

6세 7세 1학년 2학년 3학년

반분검사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지

역

서울 8 9 15 16 21 50 18 50 17 49
27

(18.9%)
280

인천·

경기
10 8 0 0 51 27 56 27 49 28

27
(18.9%)

283

대전·

충청
0 0 8 8 0 16 0 23 0 19

19
(13.3%)

93

광주·

전라
9 8 6 7 26 0 22 0 27 0

17
(11.9%)

122

대구·

경북
24 25 0 0 0 0 0 0 0 0

27
(18.9%)

76

부산·

경남
0 0 26 26 23 20 22 22 21 22

26
(18.2%)

208

계 51 50 55 57 121 113 118 122 114 118
143
(100%)

1,062

구분 인원수(%) 구분 인원수(%)

연령

15~20
50
(35.%) 재활

서비

스

수준

주간보호
2

(1.4%)

21~25
89

(62.3%)
직업적응훈련

10
(7.0%)

26~30
4

(2.8%)
보호고용

57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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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도구

1) 검사의 개관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CIS-AⅡ 지역사회적응검사(김동일,

박희찬, 출간예정)이다. CIS-AⅡ 지역사회적응검사는 발달장애인의 지역

사회 내 적응행동 기능을 측정하는 비언어성 검사도구로 지역사회적응검

사 CIS-A가 개발된 지 10년이 넘어 시대적 문화적 흐름에 부합하지 못

하는 면을 바로잡고자 최근의 시대적 문물을 반영하고 필요에 따라 컬러

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약 80%에 이르는 대부분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였

다. 총 10개 하위영역과 그림으로 된 사지선다형 문항 161개로 구성되어

있다.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채점 후 각 하위영역별로 정답의 숫자

를 합산하여 원점수가 산출되고 규준에 따라 환산점수, 영역지수, 적응지

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임상집단 규준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도구는 대학교수와 교사, 특수교육연구소 연구원 및 재활전문

가들의 임상적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비장

애학생과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표준화한 검사도

구이다.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하위영역의 Cronbach’ ɑ는 .676에서

지원고용
47

(32.9%)

일반고용
0

(0.0%)

계
143
(100%)

계
116
(81.1%)

장애

등급

1급
15

(10.5%)

성별

여성
60

(42.0%)

2급
60

(42.0%)
남성

83
(58.0%)

3급
68

(47.6%)

계
143
(100%)

계
14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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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의 범위를 나타내었고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하위영역 Cronbach’

ɑ는 .681에서 .836의 범위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며 영역 전체에 대해

서는 .966의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타당도로는 기

본생활(기초개념, 기능적 기호와 표지, 가정관리, 건강과 안전), 사회자립

(지역사회서비스, 시간과 측정, 금전관리, 통신서비스), 직업생활(직업기

능, 대인관계와 예절)의 3요인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적응행동 검사도구들이 교사나 부모와 같은 정보제공자를 통

한 관찰이나 면접보고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러한 간접평가는 정

보제공자 반응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Dixon, 2007). 면접 체크리스트와 같은 형식을 따르는 것은 피검자의

의사소통 기술상의 제약과 관찰의 비실용성 때문인데 본 검사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말이나 신체 조작으로 반응하지 않고 답을 얻

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역사회적응 검사는 교육훈련 및 지도

계획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사회통합교육과정을 토대로 교

육실행에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평가와 교육의 순

환적 모형을 따르고 있는 교육 친화적인 검사도구이다.

2) 검사의 구성

CIS-AⅡ 지역사회적응검사는 10가지 하위 영역, 총 16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영역과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 Ⅲ-3>과 같다.

<표 Ⅲ-3> CIS-AⅡ 하위 영역과 세부내용

하위영역 문항수 세부내용

기초개념 17
색변별, 방향인지, 모양·공간․형태변별,

수개념, 언어능력(어휘력, 상위어 개념, 구문이해)

기능적 기호와

표지
16

교통관련 표지변별, 생활표지 변별,

기타 상징표시 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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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적응행동 하위영역은 AAIDD(2010)에서 제시하는 개념적, 사

회적, 실제적 적응행동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하위영역들을 다음의 <표 Ⅲ-4>과 같이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행

동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표 Ⅲ-4> CIS-AⅡ 적응행동 요인과 하위영역

가정관리 16
식품관리, 식사준비, 의복관리,

가정관리, 세제사용

건강과 안전 17 자조기술, 응급처치,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지역사회

서비스
17 공공서비스, 은행이용, 대중교통 이용

시간과 측정 16
디지털 시간변별, 아날로그 시간변별,

시간활용능력, 달력사용, 측정능력

금전관리 15 화폐조합, 화폐활용, 구매기술, 급여관리

통신서비스 16
컴퓨터 활용, 인터넷 활용, 전화사용 능력,

스마트폰 활용

직업기능 15 도구명과 쓰임새, 직업인식, 직업태도

대인관계와

예절
16

인사하기, 의사소통, 대인관계,

이성관계, 공중예절

구분 개념적 적응행동 사회적 적응행동 실제적 적응행동

하위영역

기초개념

기능적 기호와 표지

시간과 측정

대인관계와 예절

금전관리

가정관리

건강과 안전

지역사회서비스

통신서비스

직업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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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1) 자료수집

연구자와 검사 실시 연수를 받은 석사과정 연구원 및 전국 사회복지사

를 통해 2015년 10 ~ 11월 두 달에 걸쳐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 광

주·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비장애 유치원생(6

~ 7세) 213명, 초등학교 1 ~ 3학년에 재학 중인 비장애학생 706명을 포

함한 총 919명과 장애인복지관에서 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등학생 이

후 연령대의 지적장애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CIS-AⅡ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집하였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학생들의 짧은 주의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40분 내에 검사를 끝낼 수 있도록 비장애학생들에게는 반분검사를 학생

들이 속한 교실에서 실시하였다. 검사는 전후법에 따라 반분하여 전 5개

영역과 후 5개 영역으로 나누었다. 전 5개 영역에는 기초개념, 기능적 기

호와 표지, 가정관리, 건강과 안전, 지역사회 서비스 영역이 포함되며 후

5개 영역에는 나머지 시간과 측정, 금전관리, 통신서비스, 직업기능, 대인

관계와 예절 영역이 포함되었다. 초등학생에게는 검사 질문을 불러주고

검사도구의 그림 선택지를 바탕으로 해당 답을 조사지에 체크하도록 하

였다. 반면 유치원학생들의 인지·행동적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검사 질문을 불러주고 그림 선택지에 있는 검사도구에 직접 체크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적장애학생들에 대해서는 1:1로 검사 전체를 개인

검사 형태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2)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반적인 적응행동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

계(평균, 표준편차)분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scheffé),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사용된 지역사회적응검사(CIS-AⅡ)가 개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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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실제적 적응행동의 3요인구조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문항과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후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전분석에서는 CIS-AⅡ원

점수를 활용하였다.

연구 문제 1에 해당하는 적응행동 수준별로 하위영역에서의 지적장애

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적응행동 수준(수준

Ⅰ, Ⅱ, Ⅲ)을 정하였다. 지적장애학생들의 하위 25%, 50%, 75%에 해당

하는 점수에 대해 상하 5점 범위로 수준Ⅰ, Ⅱ, Ⅲ에 대한 집단을 선정한

것은 지적장애학생 적응행동 총점에 대한 표준오차가 2.18(2.17558)로

2SD의 값이 5점 정도이기 때문에 95% 신뢰도 내에 존재하는 점수 범위

인 10점을 선정하여 10점 범위 내에 속하는 지적장애와 비장애학생을 선

정한 것이다. 이후 수준Ⅰ, Ⅱ, Ⅲ에 속하는 지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에 대한 적응행동 하위영역의 점수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

하였다. 연구 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CIS-AⅡ 원점수를 활

용하였다.

연구 문제 2에 해당하는 직업생활 관련 적응행동 영역을 중심으로 하

위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하

위영역 점수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비장애학생과 지적장애학생의 구성

비율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문제 2

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CIS-AⅡ의 하위영역의 T점수를 활용하였

다.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 신뢰도 분

석, t검정과 카이제곱 검정, 중다회귀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였고 확

인적 요인분석은 AMOS 18.0을 활용하였으며 잠재프로파일분석은

Mplus 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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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적응행동 요인 및 하위영역에 대한 전반적 양상

1) 하위영역 검사점수에 대한 기술통계

비장애 유치원, 초등학생 459명과 46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적응검사

(CIS-AⅡ)에 대한 반분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는

<표Ⅳ-1>과 <표Ⅳ-2>와 같다.

<표 Ⅳ-1>비장애 유치원생, 초등학생 CIS-AⅡ 전 5개영역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N=459)

구분
기초개

념

기능적

기호와

표지

가정관

리

건강과

안전

지역사

회

서비스

전

5개영역

전체

지

역

서울
14.43

(2.54)

13.75

(2.51)

10.84

(2.55)

12.34

(2.78)

11.82

(2.93)

63.18

(10.90)
인천

경기

14.98

(2.50)

14.63

(2.00)

11.70

(2.79)

13.27

(2.43)

12.77

(2.94)

67.34

(10.39)
대전

충청

13.25

(1.28)

11.25

(1.04)

8.50

(1.77)

10.13

(1.96)

9.13

(2.10)

52.25

(6.30)
광주

전라

14.60

(2.29)

13.88

(2.02)

11.23

(2.60)

12.42

(2.57)

10.82

(2.77)

62.96

(10.69)
대구

경북

10.20

(2.30)

10.46

(2.80)

7.75

(2.52)

7.88

(1.94)

7.92

(1.81)

44.21

(8.25)
부산

경남

14.87

(1.93)

14.04

(2.01)

11.02

(2.61)

12.35

(2.28)

11.64

(3.06)

63.92

(11.46)

학

년

유 6세
10.78

(2.72)

10.20

(2.54)

7.22

(2.52)

8.12

(2.19)

7.37

(2.15)

43.69

(9.04)

유 7세
13.25

(1.58)

12.69

(2.08)

9.18

(251)

10.64

(1.99)

9.56

(2.68)

55.33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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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비장애 유치원생, 초등학생 CIS-AⅡ 후 5개영역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N=460)

초 1
14.37

(2.15)

13.81

(1.83)

10.79

(2.11)

12.44

(2.11)

11.50

(2.50)

62.90

(7.96)

초 2
15.68

(1.36)

15.05

(1.35)

12.44

(1.92)

13.69

(1.73)

12.98

(2.17)

69.85

(5.65)

초 3
15.71

(2.27)

15.18

(1.33)

12.55

(2.14)

13.88

(2.15)

13.47

(2.33)

70.80

(7.61)

성

별

남
14.57

(2.41)

13.98

(2.33)

10.98

(2.70)

12.36

(2.68)

11.64

(2.97)

63.53

(10.87)

여
14.50

(2.54)

13.91(2.3

2)

11.19

(2.80)

12.50

(2.79)

11.74

(3.15)

63.85

(11.34)

구분
시간과

측정

금전관

리

통신서

비스

직업기

능

대인관

계와

예절

후

5개영역

전체

지

역

서울
12.31

(3.09)

10.34

(3.55)

11.98

(2.93)

10.83

(2.54)

13.29

(2.40)

58.76

(11.70)
인천

경기

12.38

(3.62)

10.89

(3.83)

11.93

(3.70)

11.17

(2.04)

13.41

(2.10)

59.78

(13.22)
대전

충청

11.89

(3.13)

10.23

(3.31)

12.08

(2.81)

10.80

(2.37)

13.26

(2.06)

58.26

(11.05)
광주

전라

4.87

(2.75)

3.47

(1.96)

6.27

(2.40)

8.20

(2.40)

9.40

(3.85)

32.20

(10.70)
대구

경북

3.92

(2.87)

2.76

(1.42)

6.48

(2.24)

6.52

(2.20)

10.32

(1.84)

30.00

(6.20)
부산

경남

10.91

(3.67)

9.27

(4.10)

11.50

(3.04)

10.69

(2.63)

12.50

(2.91)

54.87

(13.90)

학

년

유 6세
5.14

(3.23)

3.24

(1.57)

6.20

(2.42)

7.10

(2.26)

9.70

(2.52)

31.38

(7.81)

유 7세
7.21

(2.53)

4.92

(2.34)

8.25

(2.63)

8.44

(2.00)

11.50

(2.11)

40.33

(8.71)

초 1
10.69

(3.03)

8.60

(3.01)

11.66

(2.72)

10.39

(2.15)

12.73

(2.56)

54.08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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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전 5개영역 전체에 대한 평균점수는 인천·경기가 67.34점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산·경남이 63.92로 그 다음 순서로 높게 나타

났으며 서울은 63.18점, 광주·전라 62.96점, 대전·충청 52.25점으로 나타났

다. 대구·경북의 경우 44.21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후 5개영역

전체에 대한 평균점수는 전 5개영역과 마찬가지로 인천·경기가 59.78점

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이후에는 전 5개영역과 달리 서울, 대전·

충청, 부산·경남의 순서대로 58.76점, 58.26점, 54.87점을 보였으며 광주·

전라와 대구·경북은 32.20점과 30.00점으로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학

년별로는 전 5개영역 전체와 후 5개영역 전체에 대한 평균점수 모두 학

년이 높아질수록 평균점수가 향상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으며 성별에 따

라서는 차이는 미미하지만 기초개념, 기능적 기호와 표지, 시간과 측정,

금전관리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는데 그 차이는 2점 이내에 불과했다.

지적장애학생 연구대상자 143명 중 검사 중도 포기학생 1명을 제외한

142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적응검사(CIS-AⅡ)의 하위 10개 영역에

대한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표Ⅳ-3>과 같다.

초 2
13.16

(2.20)

11.83

(2.27)

12.53

(2.12)

11.34

(2.10)

13.43

(2.18)

62.29

(7.77)

초 3
14.50

(1.43)

13.15

(1.53)

13.72

(2.24)

12.36

(1.78)

14.42

(1.70)

68.15

(6.06)

성

별

남
11.36

(4.05)

9.69

(4.05)

11.12

(3.40)

10.21

(2.64)

12.56

(2.66)

54.93

(14.43)

여
11.24

(3.92)

9.50

(4.05)

11.70

(3.43)

10.87

(2.62)

12.87

(2.61)

55.7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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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지적장애 CIS-AⅡ 하위영역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 (N=142)

구분
기초개

념

기능적

기호와

표지

가정관리
건강과

안전

지역사회

서비스

시간과

측정
금전관리

통신서비

스
직업기능

대인관계

와

예절

지역

서울 13.63
(2.63)

14.07
(1.90)

11.92
(2.30)

12.37
(2.72)

13.59
(2.20)

10.93
(2.65)

9.04
(3.96)

11.85
(2.81)

10.63
(2.86)

12.33
(3.20)

인천·경기 13.65
(2.74)

13.92
(2.23)

11.46
(1.96)

12.39
(2.74)

14.07
(2.67)

10.54
(3.05)

9.00
(3.90)

11.92
(3.30)

11.15
(2.36)

12.69
(3.61)

대전·충청 12.00
(3.73)

11.95
(3.21)

10.68
(2.58)

11.84
(2.67)

11.95
(3.19)

9.16
(3.08)

7.68
(3.48)

10.37
(3.85)

9.47
(2.76)

10.53
(4.06)

광주·전라 10.94
(3.19)

11.24
(3.36)

8.35
(3.33)

8.65
(2.87)

10.47
(3.79)

7.41
(3.12)

4.82
(3.00)

8.94
(3.42)

8.65
(3.45)

9.82
(4.16)

대구·경북 13.30
(2.81)

13.59
(2.69)

11.44
(2.56)

11.59
(3.08)

12.85
(2.78)

10.85
(3.29)

9.19
(3.40)

11.85
(3.00)

11.15
(2.71)

11.70
(3.61)

부산·경남 13.69
(2.38)

14.00
(2.10)

11.62
(2.58)

12.50
(2.30)

13.46
(2.69)

10.69
(2.75)

9.35
(3.69)

11.89
(2.66)

11.69
(2.17)

13.08
(2.62)

성별
남 13.06

(3.00)
13.27
(2.94)

10.87
(2.70)

11.17
(3.17)

12.89
(3.18)

10.6
(3.39)

8.50
(3.89)

11.07
(3.45)

10.44
(2.94)

11.49
(3.82)

여 13.02
(2.99)

13.38
(2.36)

11.42
(2.70)

12.50
(2.43)

12.97
(2.78)

9.98
(2.81)

8.33
(3.80)

11.67
(2.96)

10.88
(2.66)

12.40
(3.28)

장애

등급

1급 9.87
(3.18)

11.87
(4.31)

8.87
(3.20)

9.60
(2.67)

10.87
(3.16)

7.73
(2.96)

6.60
(2.50)

8.93
(3.28)

8.33
(3.24)

9.07
(3.85)

2급 12.53
(2.51)

12.63
(2.37)

10.70
(2.61)

11.66
(2.75)

12.22
(3.03)

9.32
(2.64)

7.17
(3.41)

10.54
(2.93)

10.00
(2.72)

11.03
(3.61)

3급 14.19
(2.71)

14.24
(2.21)

11.94
(2.32)

12.27
(2.98)

13.99
(2.54)

11.38
(3.09)

9.93
(3.90)

12.53
(3.04)

11.68
(2.35)

13.22
(2.99)

재활

서비

스수

준

주간보호 12.50
(.71)

10.50
(2.12)

10.00
(1.41)

9.50
(.71)

11.50
(.71)

6.00
(1.41)

4.50
(2.12)

6.50
(.71)

9.50
(3.54)

9.00
(4.24)

직업적응훈련 12.90
(2.47)

13.60
(3.03)

11.00
(1.89)

11.40
(3.27)

12.90
(2.89)

10.20
(3.12)

8.20
(2.57)

11.20
(2.97)

11.20
(1.99)

11.10
(2.85)

보호고용 11.30
(3.22)

11.79
(3.11)

9.61
(2.87)

10.39
(2.89)

11.27
(3.11)

8.54
(2.90)

6.63
(3.93)

9.57
(3.22)

9.18
(2.89)

9.86
(3.81)

지원고용 14.83
(1.61)

14.77
(1.09)

12.47
(1.94)

13.13
(2.37)

14.57
(2.29)

11.77
(2.74)

10.45
(3.49)

13.34
(2.16)

12.28
(1.81)

14.30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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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장애학생의 변인별 검사 총점평균 비교

가. 지역에 따른 검사 총점평균 비교

지적장애학생들의 지역사회적응검사(CIS-AⅡ) 전체 총점에 대한 지역

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사후검증(scheffé)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Ⅳ-4>과 <그림Ⅳ-1>을 통해 알 수 있다. 거주지

역에 따라 지적장애학생들의 CIS-AⅡ 총점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며(F=5.506, p<.001) 서울(120.37), 대구·경북(117.52), 부산·경남

(121.96), 인천·경기(120.81), 대전·충청(105.63)에 거주하는 지적장애학생

들의 총점평균에 비해 광주·전라(87.29)에 거주하는 지적장애학생들의 총

점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효과크기()3)는 .168로 이는 집

단 간 평균차이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Ⅳ-4> 지역에 따른 검사 총점평균 차이

지역 n M (SD) F scheffé

서울 27 120.37 (21.47)

5.506***

(=.168)
a,b,c,d,e>f

대구·경북 27 117.52 (25.32)

부산·경남 26 121.96 (20.08)

인천·경기 26 120.81 (23.57)

대전·충청 19 105.63 (27.97)

광주·전라 17  89.29 (27.51)

*a.서울, b.대구·경북, c.부산·경남, d.경기·인천, e.대전·충청, f.광주·전라. ***p<.001

*평균과 표준편차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나타냄

3) 분산분석에서 은 효과크기를 나타내는데 이 값이 .01보다 작으면 효과크기가 작으

며 .06정도면 중간, .14이상이면 큰 것으로 판단한다(이학식, 임지훈,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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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지역에 따른 총점평균 비교

나. 성별에 따른 검사 총점평균 비교

지적장애학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적응검사(CIS-AⅡ) 전체 총점평균에

대한 성별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Ⅳ-5>와 <그림Ⅳ-2>를 통해 알 수 있다. 여학생

들의 전체 총점평균(116.55)이 남학생들의 전체 총점평균(113.01)에 비해

3.54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을 확인하였다.

<표 Ⅳ-5> 성별에 따른 검사총점 차이

성별 N M (SD) 평균차 t

남 82 113.01 (27.42)
-3.54 -.802

여 60 116.55 (23.81)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차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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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성별에 따른 총점평균 비교

다. 장애등급에 따른 검사 총점평균 비교

지적장애학생들의 지역사회적응검사(CIS-AⅡ) 전체 총점에 대한 장애

등급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사후검증(scheffé)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Ⅳ-6>과 <그림Ⅳ-3>를 통해 알 수 있

다. 장애등급에 따라 지적장애학생들의 CIS-AⅡ 총점평균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며(F=16.785, p<.001) 지적장애 1급(120.37)과 2급

(117.52)에 비해 지적장애 3급(121.96) 학생의 전체 총점평균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효과크기()는 .195로 장애

등급 간 평균차이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Ⅳ-6> 장애등급에 따른 검사 총점평균 차이

장애등급 N M (SD) F scheffé

1급 15 91.73 (26.45)
16.785***

(=.195)
3급>2급,1급2급 59 107.80 (22.37)

3급 68 125.35 (23.66)

*평균과 표준편차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나타냄, ***p<.001



- 49 -

<그림 Ⅳ-3>장애등급에 따른 총점평균 비교

라. 재활서비스수준에 따른 검사 총점평균 비교

지적장애학생들의 지역사회적응검사(CIS-AⅡ) 전체 총점에 대한 재활

서비스수준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사후검증

(scheffé)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 시행 전에 Levene의 등분산검정 결과

등분산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Welch의 F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는 아래의 <표Ⅳ-6>과 <그림Ⅳ-3>를 통해 알 수 있다. 재활서비스수

준에 따라 지적장애학생들의 CIS-AⅡ 총점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며(F=21.366, p=.003)주간보호(89.5), 보호고용(98.13), 직업적응훈련

(113.7), 지원고용(131.89)수준으로 갈수록 총점평균이 높아지지만 지원고

용과 보호고용수준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표 Ⅳ-7> 재활서비스수준에 따른 검사 총점평균 차이

지역 N M(SD) F scheffé

주간보호 2 89.5(12.02)

21.366** a,c,b<d
직업적응훈련 10 113.7(20.97)

보호고용 56 98.13(25.53)

지원고용 47 131.89(15.76)

*a.주간보호, b.직업적응훈련, c.보호고용, d.지원고용. **p<.01

*평균과 표준편차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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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재활서비스수준에 따른 총점평균 비교

3) 적응행동 요인에 대한 배경변인의 영향력 분석

지적장애학생들의 적응행동 요인 평균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그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우선 정규분포, 잔차의 등분산성, 선형성, 상

호독립성의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뢰로운 회귀분석을 위

해서는 분석에 포함된 변수 간의 상관이 지나치게 높아 다중공선성을 가

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공차한계(tolerance)와 상승분산(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체크하였고 오차항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통계치를 검토하였다.

가. 개념적 적응행동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분석

오차항 간의 상호 독립성가정 만족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Durbin-Watson 통계치를 검토한 결과 1.915로 값이 2에 가까워 상호독

립성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는데 공차한계

값이 .659 ~ .955의 범위로 모두 .1보다 크고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

으며, 상승분산은 1.047 ~ 1.518의 범위를 나타내며 모두 10보다 작아 다

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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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개념적 적응행동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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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여부, 성별, 연령, 장애등급, 재활서비스 수준이 개념적 적응행동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의 F통계 값은 11.127로 .001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이라 볼 수 있으며 개념적 적응행동 요인

평균점수의 전체 분산 중 42.4%를 독립변수들이 설명할 수 있음을 나타

낸다. 지적장애학생의 개념적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로

살펴본 연령, 장애등급, 재활서비스 수준의 영향력은 <표Ⅳ-8>와 같이

나타났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본 모형에서는 개념적 적응행동에 있어서

는 지적장애등급이 1급에서 2급, 3급으로 갈수록 개념적 적응행동 요인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1.090, p=.001). 재활서비스 수준 변

인별로 보면 보호고용에 비하여 재활서비스 목표 수준이 지원고용 수준

일 때 개념적 적응행동 요인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2.336,

p<.001).

구분 변인 B  t p

인구학

적

변인

수도권여부

(준거집단: 수도권)
-.693 -.113 -1.486 .140

성별

(준거집단: 남자)
 .007 .001 .017 .987

연령 -.017   -.014   -.183 .855

장애등급 1.090 .287   3.354   .001**

재활서

비스

수준

변인

주간보호   -1.147   -.058   -.775 .440

직업적응훈련  .842 .092   1.135 .259

지원고용

(준거집단:보호고용)
2.336 .447   4.915   .000***

상수 9.360   4.325   .000***

=.651,  =.424, adjusted =.386, F(7,106)=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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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적응행동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분석

오차항 간의 상호 독립성가정 만족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Durbin-Watson 통계치를 검토한 결과 1.839로 값이 2에 가까워 상호독

립성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는데 공차한계

값이 .679 ~ .956의 범위로 모두 .1보다 크고 1에 가까웠으며 상승분산은

1.046 ~ 1.472의 범위를 나타내며 모두 10보다 작아 예측변수 간 다중공

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도권여부, 성별, 연령, 장애등급, 재활서비스 수준이 사회적 적응행동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의 F통계 값은 10.801로 .001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이라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적응행동 요인

점수의 전체 분산 중 41.4%를 독립변수들이 설명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지적장애학생의 사회적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로 살펴본

수도권여부, 성별, 연령, 장애등급, 재활서비스 수준의 영향력은 <표Ⅳ

-9>와 같이 나타났다.

<표 Ⅳ-9>사회적 적응행동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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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변인 B  t p

인구학
적
변인

수도권여부
(준거집단: 수도권) -1.133 -.128  -1.682   .095

성별
(준거집단: 남자) 1.082 .144 1.847   .067

연령 -.120 -.073 -.938   .351

장애등급 1.060 .195 2.286   .024*

재활서
비스
수준
변인

주간보호 -.544 -.019 -.254   .800

직업적응훈련  .473 .036  .443   .658

지원고용
(준거집단:보호고용) 3.732 .496 5.530   .000***

상수  10.762 3.467   .001**

=.643,  =.414, adjusted =.376, F(7, 107)=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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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다회귀분석 결과, 본 모형에서는 사회적 적응행동에 대해 성별, 나

이, 수도권 여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지적장애등급이 1급에서

2급, 3급으로 갈수록 사회적 적응행동 요인 점수가 1.06점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B=1.06, p=.024). 재활서비스 수준 변인별로 보면 주간보호,

직업적응훈련은 보호고용에 비해 사회적 적응행동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재활서비스 목표 수준이 보호고용에 비해 지원고용 수준일 때 사

회적 적응행동 점수가 더 높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3.732, p<.001).

다. 실제적 적응행동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분석

오차항의 상호 독립성가정 만족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Durbin-Watson 통계치를 검토한 결과 1.926으로 값이 2에 가까워 상호

독립성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는데 공차한

계 값이 .679 ~ .956의 범위로 모두 .1보다 크고 1에 가까웠으며 상승분

산은 1.046 ~ 1.472의 범위를 나타내며 모두 10보다 작아 예측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도권여부, 성별, 연령, 장애등급, 재활서비스 수준이 사회적 적응행동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의 F통계 값은 10.486로 .001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이라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적응행동 요인

점수의 전체 분산 중 40.7%를 독립변수들이 설명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지적장애학생의 실제적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로 살펴본

수도권여부, 성별, 연령, 장애등급, 재활서비스 수준의 영향력은 <표Ⅳ

-10>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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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실제적 적응행동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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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다회귀분석 결과, 본 모형에서는 실제적 적응행동에 대해 성별, 수도

권여부, 연령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앞서 개념적, 사회적 적응행

동과 마찬가지로 장애등급에 따라 지적장애등급이 1급에서 2급, 3급으로

갈수록 실제적 적응행동 요인 점수가 .768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1.06, p=.024).실제적 적응행동 평균 점수에 있어 통계적으로 .05수준

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서비스 수준 변인별로 보면 주

간보호, 직업적응훈련은 보호고용에 비해 실제적 적응행동에 있어 유의

한 차이가 없었고 재활서비스 목표 수준이 보호고용을 기준으로 지원고

용 수준일 때 사회적 적응행동 점수가 더 높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B=2.805, p<.001). 연령은 모든 적응행동 요인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은 없었으나 개념적, 사회적 적응행동과 달리 실제적

적응행동에서는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양수라는 차이점이 있었다.

구분 변인 B  t p

인구학

적

변인

수도권여부

(준거집단: 수도권)
-.909 -.141 -1.844 .068

성별

(준거집단: 남자)
.691 .126 1.611 .110

연령 .034 .028 .361 .719

장애등급 .768 .194 2.263  .026*

재활서

비스

수준

변인

주간보호 -.803 -.039 -.513 .609

직업적응훈련 1.070 .112 1.371 .173

지원고용

(준거집단:보호고용)
2.805 .513 5.677  .000***

상수 7.523 3.311 .001**

=.638,  =.407, adjusted =.368, F(7,107)=1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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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도 분석

지역사회적응검사(CIS-AⅡ)의 하위 영역에 대하여 지적장애학생과 비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계수를 구한 결과

는 다음의 <표Ⅳ-11>과 같다.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하위영역의 문

항내적 일관성 계수의 범위는 .678 ~ .873로 나타났다. 지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하위영역의 경우에도 신뢰도 계수가 687 ~ .824의 범위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 ɑ 값이 .60이상이면 양호한 신뢰성을 가

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검사는 신뢰성을 갖춘 검사라고 볼 수 있다.

<표 Ⅳ-11>문항내적 일관성 계수

번호 구분 문항수
비장애

Cronbach’ ɑ 
지적장애

Cronbach’ ɑ 
1 기초개념 17 .761 .733

2 기능적 기호와 표지 16 .756 .769

3 가정관리 16 .698 .703

4 건강과 안전 17 .678 .687

5 지역사회 서비스 17 .731 .750

6 시간과 측정 16 .873 .752

7 금전관리 15 .872 .824

8 통신서비스 16 .809 .770

9 직업기능 15 .694 .705

10 대인관계와 예절 16 .733 .821

번호 구분
하위영

역 수

지적장애

Cronbach’ 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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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요인인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행동에 대하여 하위영역들이 내

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적장애학생의 문항 점

수를 바탕으로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

행동 요인에 대한 하위영역들의 내적 일관성 계수의 범위는 .821~.938 로

나타나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3. 확인적 요인분석

지역사회적응검사(CIS-AⅡ)의 하위영역들이 AAIDD(2010)의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행동의 3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지적장애학생 142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은 정·

오답의 이분형 문항이므로 문항단위로 분석하지 않고 문항군(parcel)단위

즉, 하위영역의 총점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적응행동 요인에 속하는 대인관계와 예절 영역은 3개의 문항군으로 세분

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은 다변

인 정규분포의 기본가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다변인 정규분포의 통

계적 검증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

의 크기를 판단의 준거로 삼았다. 표준왜도지수의 절대값이 3.0보다 크면

왜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으며 표준첨도지수의 절대값이 10보다 크면 첨

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문수백, 2012). 지역사회적응검사

(CISA-2) 하위영역에 대한 왜도와 첨도는 <표Ⅳ-12>와 같다. 모든 하

1 개념적 적응행동 3 .888

2 사회적 적응행동 1 .821

3 실제적 적응행동 6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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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영역 점수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2이하이므로 정규성에 심각한 문

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Ⅳ-12> 하위영역 점수의 왜도와 첨도

본 연구에서는 적응행동의 1요인과 3요인 모형을 설정하고 적합한 모형

검증을 위해 적합도 지수 비교 및 카이제곱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요

인 척도는 신뢰도가 다른 하위영역에 대해 가장 신뢰도가 높은 측정변수

라고 할 수 있는 하위영역을 참조변수로 선택하여 요인을 표준화시켰고

정규성 가정을 크게 위배하지 않으므로 모수 추정에는 최대우도 추정법

(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였다. 1요인 모형과 3요인 모형은

<그림 Ⅳ-6>, <그림 Ⅳ-7>과 같다.

구분 왜도 첨도

기초개념 -.944   .303

기능적 기호와 표지       -1.405  1.934

가정관리 -.772   .261

건강과 안전 -.518  -.400

지역사회 서비스 -.579  -.366

시간과 측정 -.245  -.705

금전관리 -.044 -1.201

통신서비스 -.457  -.869

직업기능 -.481  -.643

대인관계1       -1.109        1.073

대인관계2 -.880        -.296

대인관계3 -.721 -.667



- 58 -

<그림 Ⅳ-6>적응행동 1요인 모형(비표준화)

<그림 Ⅳ-7>적응행동 3요인 모형(비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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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1요인, 3요인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1요인과 3요인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표Ⅳ-13>과 같이 나타났

다. NFI, TLI, CFI, RMSEA 지수 모두 1요인 모형에 비해 3요인 모형에

서 더 적합하게 나타났고 카이제곱 차이검증 결과 1요인 모형의 간명성

을 상쇄시킬 만큼 카이제곱 값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17.313,
p<.001). 따라서 3요인 모형이 1요인 모형보다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3요인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좀더 살펴보면, 값은 기준치를 충

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105.160, df=51, p<.001) 이는 표본의 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 적합한 모형이 쉽게 기각되는 가능성이

있다. NC의 경우 값이 2.0 ~ 5.0일 때에도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

로 해석이 되어왔으며(Bollen, 1989), 본 연구에서 NC값인 2.062는 양호

한 적합도를 나타낸다. 값이나 NC값 모두 표본의 크기 영향에서 완전

히 자유로울 수 없어서 이후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도록 한다. NFI,

TLI, CFI 지수 모두 .90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 양호한 적합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RMSEA 값도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보고 .05에서

.08 사이면 적당한 적합도로 .1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지 않다고 해석하

지만(Browne & Cudeck, 1993; 김주환 등, 2009) 본 연구에서 RMSEA값

은 .087로 보통 수준이며 90%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기

준인 .05나 .10보다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3요인

모형은 적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3요인 모형의 표준화 요인계수가

구분
(N=

142)

 df NC NFI TLI CFI RMSEA ∆ ∆ 

1

요인
모형

122.472
***

54 2.268 .910 .935 .947

값 하한 상한

17.313 3 <.001

.095 .073 .117

3

요인
모형

105.160
***

51 2.062 .923 .946 .958 .087 .063 .110

양호
도

.087 .063 .110 >.90 >.90 >.90 <.10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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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이상으로 비교적 높기 때문에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

다. 3요인 모형의 모수 추정치는 <표Ⅳ-14>와 같다.

<표Ⅳ-14> 3요인모형에 대한 최대우도 모수 추정치

4. 하위영역에 대한 비장애학생과의 수준별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 첫 번째 연구문제는 지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적응

행동 총점이 일정할 때 적응행동 수준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적응행동 하

위영역에 대한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두 집단의 비교에 앞서

적응행동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비장애학생들은 반분검사형태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지적장애학생들의 적응행동 총점도 전 5개영역 적응

행동총점과 후 5개영역의 적응행동총점으로 나누고 이를 T1, T2로 칭하

도록 하였다.

지적장애학생들의 T1과 T2를 기준으로 적응행동 수준을 하위25%,

모수
비표준화

요인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요인계수

기초개념 <- 개념적 적응행동 1.149*** .106 .808

기능적 기호와 표지 <- 개념적 적응행동  1.000 .776

시간과측정 <- 개념적 적응행동 1.222*** .112 .814

대인관계1 <- 사회적 적응행동  .612*** .076 .686

대인관계2 <- 사회적 적응행동  .727*** .083 .739

대인관계3 <- 사회적 적응행동  1.000 .784

가정관리 <- 실제적 적응행동  .706*** .066 .796

건강과 안전 <- 실제적 적응행동  .758*** .072 .787

지역사회서비스 <- 실제적 적응행동  .842*** .071 .855

금전관리 <- 실제적 적응행동  1.000 .795

통신서비스 <- 실제적 적응행동  .945*** .075 .888

직업기능 <- 실제적 적응행동  .729*** .069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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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75%로 나누어 기준점수를 마련하고 기준점수의 상하 5점을 범위

로 삼아 지적장애와 비장애 집단에서 해당되는 대상자들을 선정하였다.

이는 지적장애학생들의 T1을 기준으로 나눈 하위25%인 53.75를 포함하

는 Ⅰ수준, 하위50%인 65.00을 포함하는 Ⅱ수준, 하위 75%인 75.00을 포

함하는 Ⅲ수준으로 칭하도록 한다. 또한 지적장애학생들의 T2를 기준으

로 하위25%인 41.00을 포함하는 Ⅰ수준, 하위50%인 51.00을 포함하는

Ⅱ수준, 하위 75%인 66.00을 포함하는 Ⅲ수준으로 칭하도록 한다. 지적

장애와 비장애학생의 T1과 T2의 수준범위에 따른 대상의 특성은 <표

Ⅳ-15>, <표 Ⅳ-16>과 같다.

<표 Ⅳ-15>지적장애와 비장애학생의 T1수준범위에 따른 특성

* 학년평균은 유6세를 1로 하여 유7세는 2, 초1은 3, 초2는 4, 초3은 5로 코딩하였을 때 나온 값임.

<표 Ⅳ-16>지적장애와 비장애학생의 T2수준범위에 따른 특성

구분

지적장애 비장애

48.75~58.75

(Ⅰ수준:

53.75)

60~70

(Ⅱ수준:65)

67~77

(Ⅲ수준:75)

48.75~58.75

(Ⅰ수준:

53.75)

60~70

(Ⅱ수준:65)

67~77

(Ⅲ수준:75)

T1평균 53.93 65.58 72.30 53.87 65.52 72.04

T1

표준편차
2.63 3.04 2.92 2.80 3.00 3.10

빈도수(n) 27 45 55 68 182 204

나이범위

(학년범위)
18~26 17~28 17~27

(유6세~

초3)

(유6세~

초3)

(유7세~

초3)

나이 평균

(학년평균)
21.93 21.36 21.13 (2.38) (3.57) (4.19)

구분

지적장애 비장애

36~46

(Ⅰ수준:41)

46~56

(Ⅱ수준:51)

61~71

(Ⅲ수준:66)

36~46

(Ⅰ수준:41)

46~56

(Ⅱ수준:51)

61~71

(Ⅲ수준:66)

빈도수(n) 32 34 42 69 82 178

T2 평균 41.47 50.74 66.19 41.19 51.60 66.46

T2 표준편차 2.97 3.19 2.74 2.94 3.34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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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평균은 유6세를 1로 하여 유7세는 2, 초1은 3, 초2는 4, 초3은 5로 코딩하였을 때 나온 값임.

1) 전 5개영역 Ⅰ수준에서의 영역별 차이 분석

지적장애학생의 지역사회적응검사(CIS-AⅡ) 전 5개영역에 대한 하위

25%에 해당하는 53.75점을 기준으로 48.75점 ~ 58.75점에 해당하는 지적

장애학생은 27명이며 비장애학생은 68명이다. 전 5개영역의 적응행동 총

점이 같을 때 개념적 적응행동에 속하는 기초개념영역과 기능적 기호와

표지영역, 실제적 적응행동에 속하는 가정관리, 건강과 안전, 지역사회서

비스 영역의 평균이 장애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 표본 수 차이로 인해 등분산

검정 결과 등분산 가정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 Welch-Aspin검정을 실

시하여 결과를 보고하였다(성태제, 2012).

<표 Ⅳ-17>전 5개영역 Ⅰ수준에 대한 두 집단 영역별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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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ª 기초개념 영역은 등분산가정 불충족으로 Welch-Aspin검정 실시

전 5개영역 Ⅰ수준에서 적응행동 총점이 일정할 때 지적장애와 비장애

구분
지적장애(n=27) 비장애(n=68)

평균차 t
M SD M SD

기초개념 11.15 2.11 13.18 1.58 -2.03 -4.521ª***
기능적

기호와

표지

11.96 1.89 12.47 1.53 -.51  -.1.361

가정관리 9.33 1.75 9.00 1.70 .33   .854
건강과

안전
10.44 2.00 10.01 1.72 .43  1.046

지역사회

서비스
11.04 1.79 9.21 1.78 1.83  4.527***

나이범위

(학년범위)
18~26 18~25 17~28

(유6세~

초2)

(유6세~

초3)

(유7세~

초3)

나이 평균

(학년평균)
21.41 21.35 21.60 2.17 3.07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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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개념적 적응행동인 기능적 기호와 표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나 기초개념에서는 장애학생이 2.03점 더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이다. 실제적 적응행동의 하위

영역에서는 가정관리와 건강과 안전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나 지역사회서비스에서 지적장애학생이 1.83점 더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이다.

2) 전 5개영역 Ⅱ수준에서의 영역별 차이 분석

이번에는 지적장애학생의 지역사회적응검사(CIS-AⅡ) 전 5개영역에 대

한 하위 50%에 해당하는 65점을 기준으로 60점 ~ 70점에 해당하는 지적

장애학생 45명과 비장애학생 6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개념적 적응행동

에 속하는 기초개념영역과 기능적 기호와 표지영역, 실제적 적응행동에

속하는 가정관리, 건강과 안전,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평균이 장애여부

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

다.

<표 Ⅳ-18>전 5개영역 Ⅱ수준에 대한 두 집단 영역별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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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5개영역 Ⅱ수준에서 적응행동 총점이 일정할 때 지적장애와 비장애

학생의 개념적 적응행동인 기능적 기호와 표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구분
지적장애(n=45) 비장애(n=182)

평균차 t
M SD M SD

기초개념 13.82 1.53 15.01 1.37 -1.18 -5.062***

기능적

기호와

표지

14.29 1.20 14.45 1.39 -.16 -.693

가정관리 11.64 1.46 11.44 1.61 -.20 .779

건강과

안전
12.22 1.86 12.71 1.64 -.49 -.1.754

지역사회

서비스
13.60 1.74 11.92 1.78 1.68 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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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기초개념에서는 지적장애학생이 1.18점 더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

으며 이는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이다. 실제적 적응행동의

하위영역에서는 가정관리와 건강과 안전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 지역사회서비스에서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며 지적장애학생이 1.68점 더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3) 전 5개영역 Ⅲ수준에서의 영역별 차이 분석

지적장애학생의 지역사회적응검사(CIS-AⅡ) 전 5개영역에 대한 하위

75%에 해당하는 75점을 기준으로 67점 ~ 77점에 해당하는 지적장애학생

은 55명이며 비장애학생은 204명이다. 전 5개영역에서 각 하위영역의 평

균이 장애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

을 실시하였다.

<표 Ⅳ-19>전 5개영역 Ⅲ수준에 대한 두 집단 영역별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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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5개영역 Ⅲ수준에서는 적응행동 총점이 일정할 때 지적장애와 비장

애학생의 개념적 적응행동인 기초개념에서는 .001 수준에서, 기능적 기호

와 표지에서는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분
지적장애(n=55) 비장애(n=204)

평균차 t
M SD M SD

기초개념 15.15 1.34 15.99 1.02 -.84 -5.089***

기능적

기호와

표지

15.04 0.90 15.38 0.79 -.35 -2.799**

가정관리 13.07 1.27 12.81 1.41 .26 1.259

건강과

안전
13.76 1.48 14.23 1.32 -.47 -2.271*

지역사회

서비스
15.29 1.33 13.63 1.67 1.66 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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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영역 모두 지적장애학생이 더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는데 기초개념에

서는 지적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보다 .84점 낮았고 기능적 기호와 표지

에서는 .35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적 적응행동의 하위영역에

서는 가정관리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사회서비

스에서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지적장애학생

이 1.66점 더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고 건강과 안전에서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적장애학생이 .47점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4) 후 5개영역 Ⅰ수준에서의 영역별 차이 분석

지적장애학생의 지역사회적응검사(CIS-AⅡ) 후 5개영역에 대한 하위

25%에 해당하는 41점을 기준으로 36점 ~ 46점에 해당하는 지적장애학생

은 32명이며 비장애학생은 69명이다. 후 5개영역에서 개념적 적응행동에

속하는 시간과 측정영역과 사회적 적응행동에 속하는 대인관계와 예절

영역, 실제적 적응행동에 속하는 금전관리, 통신서비스, 직업기능 영역의

평균이 장애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

정을 실시하였다.

<표Ⅳ-20>후 5개영역 Ⅰ수준에 대한 두 집단 영역별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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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ª 시간과 측정 영역은 등분산가정 불충족으로 Welch-Aspin검정 실시

구분
지적장애(n=32) 비장애(n=69)

평균차 t
M SD M SD

시간과

측정
7.90 1.51 7.51 2.22 .40 1.056ª

금전관리 5.63 2.37 5.23 1.93 .39 .884

통신서비

스
9.22 2.12 8.87 2.38 .35 .709

직업기능 8.94 1.85 8.42 2.12 .52 1.184

대인관계

와 예절
9.78 2.46 11.16 2.49 -1.38 -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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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5개영역 Ⅰ수준에서 적응행동 총점이 일정할 때 지적장애와 비장애

학생의 개념적 적응행동인 시간과 측정, 실제적 적응행동인 금전관리와

통신서비스, 직업기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회적 적응행동인

대인관계와 예절에서는 지적장애학생이 1.38점 더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

으며 이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이다.

5) 후 5개영역 Ⅱ수준에서의 영역별 차이 분석

지적장애학생의 지역사회적응검사(CIS-AⅡ) 후 5개영역에 대한 하위

50%에 해당하는 51점을 기준으로 46점 ~ 56점에 해당하는 지적장애학생

은 32명이며 비장애학생은 82명이다. 후 5개영역에서 개념적 적응행동에

속하는 시간과 측정영역과 사회적 적응행동에 속하는 대인관계와 예절

영역, 실제적 적응행동에 속하는 금전관리, 통신서비스, 직업기능 영역의

평균이 장애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

정을 실시하였다.

<표Ⅳ-21>후 5개영역 Ⅱ수준에 대한 두 집단 영역별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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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5개영역 Ⅱ수준에서 적응행동 총점이 일정할 때 지적장애와 비장애

학생의 사회적 적응행동인 대인관계와 예절, 실제적 적응행동인 금전관

리와 통신서비스, 직업기능을 비롯하여 개념적 적응행동인 시간과 측정

구분
지적장애(n=34) 비장애(n=82)

평균차 t
M SD M SD

시간과

측정
9.76 2.05 10.38 2.23 -.61 -1.382

금전관리 7.29 2.38 8.02 2.30 .-.73 -1.539

통신서비

스
11.26 1.94 10.72 1.98 .55 1.359

직업기능 10.24 1.84 10.00 1.74 .24 .651

대인관계

와 예절
12.18 2.22 12.48 1.85 .30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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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 후 5개영역 Ⅲ수준에서의 영역별 차이 분석

지적장애학생의 지역사회적응검사(CIS-AⅡ) 후 5개영역에 대한 하위

75%에 해당하는 66점을 기준으로 61점 ~ 71점에 해당하는 지적장애학생

은 42명이며 비장애학생은 178명이다. 후 5개영역에서 개념적 적응행동

에 속하는 시간과 측정영역과 사회적 적응행동에 속하는 대인관계와 예

절 영역, 실제적 적응행동에 속하는 금전관리, 통신서비스, 직업기능 영

역의 평균이 장애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

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Ⅳ-22>후 5개영역 Ⅲ수준에 대한 두 집단 영역별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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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5개영역 Ⅲ수준에서 적응행동 총점이 일정할 때 지적장애와 비장

애학생의 사회적 적응행동인 대인관계와 예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나 실제적 적응행동인 금전관리와 통신서비스에서는 각각 .01 수준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직업기능에서는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금전관리에서는 지적장애학생이 .90점 더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

고 통신서비스와 직업기능에서는 지적장애학생이 각각 .55점, .86점 높은

구분
지적장애(n=42) 비장애(n=178)

평균차 t
M SD M SD

시간과

측정
12.71 1.40 13.94 1.37 -1.22 -5.197***

금전관리 11.76 1.68 12.66 1.54 .-.90  -3.345*

통신서비

스
14.07 1.20 13.52 1.42 .55 2.319*

직업기능 12.95 1.34 12.09 1.38 .86   3.655***

대인관계

와 예절
14.69 1.83 14.25 1.32 .4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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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점수를 보였다. 개념적 적응행동인 시간과 측정에서는 지적장애학생

이 1.22점 더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이다.

5. 직업생활 관련 영역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지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직업생활을 중심으로 한 적응행동 하위유

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적응검사(CIS-AⅡ)의 시간측정, 금전관

리, 통신서비스, 직업기능, 대인관계와 예절영역을 중심으로 잠재집단(유

형)의 수를 결정하고 적응행동의 하위영역 점수를 기준으로 몇 개의 특

징적인 프로파일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잠재프로

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유형) 프로파일의 특성을 살펴보고 지

적장애여부에 따라 하위유형 구성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

였다.

1) 잠재집단(유형)의 수 결정

 

먼저 하위영역별 점수의 비교 가능성을 위하여 각 점수를 T점수로 변

환하였다.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1집단을 기준으로 집단을

하나씩 증가시켜가면서 혼합모형의 잠재집단 모형 적합도의 비교·선정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 적합도 지수들(Tofighi & Enders, 2008)을

살펴보았다. 정보준거지수인 AIC, BIC, ABIC와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BLRT), 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LMR LR) 검사의

변화와 Entropy값 살펴보고 각 집단에 속하는 대상자의 최소 비율로써

1%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였다. 적합도지수 AIC, BIC, ABIC는 작은 수치

를 보일수록 적합한 모형이라고 보며, 우도비 통계 검증인 BLRT와

LMR LR4)의 경우 유의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k-1개의 잠재집단 모형

4) 모형 자유도와 표본 크기를 교정하는데 ALMR LR(adjusted LMR LR)이 활용될 수
있으나 두 검증 수행이 동일하다는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Tofighi & Enders, 2008)를
토대로 LMR LR만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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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k개의 잠재집단 모형이 적합함을 의미한다(Wang & Wang, 2012).

본 연구에서 모수 추정은 MLR(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with

robust standard errors)방식으로 실시하였고 초기 최적화를 위한 임의

초기값은 500으로 최종단계에서의 수는 200으로 하였으며 BLRT에 대한

부트스트랩의 횟수는 200으로 하였고 k개 잠재집단 모델을 위한 첫 단

계 임의 시작과 마지막 단계 최적화 값을 40, 8로 각각 설정하였다. 집단

수를 결정에 필요한 모형 적합도지수는 아래 <표 Ⅳ-23>과 같다.

<표Ⅳ-23>직업생활 관련 영역 프로파일모형의 적합도지수 및 구성비율

 각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6개의 잠재집단 모형에 이르기까지

AIC, BIC ABIC의 값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entropy값5)은 모든

집단모형이 .8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LMR LR은 3개 잠재집단에서부

터 유의하지 않은 것(p>.05)으로 나타났지만 BLRT는 모든 모형에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6). 정보준거지수의 결과와 더불어 7개 잠재집단에

5) 적절한 분류를 만족시키는 최소 기준이란 명확하지 않으나 Clark(2010)은 entropy 값
이 .80이면 높은 수준이며 .60이면 중간, .40이면 낮은 수준의 entropy라고 하였다(Wang
& Wang, 2012에서 재인용).
6) BIC와 BLRT가 가장 좋은 수행을 보였다는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Lylund, 2004;
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에 따라 LMR LR보다 BLRT에 무게를 두면 모
든 모형에서 유의하므로 정보준거지수(AIC, BIC, ABIC)와 최소 집단 구성비율을 기준으

집단

수
AIC BIC ABIC

LMR

LR test

p-value

BLRT

p-value
entropy

집단구성

최소비율

1 20463.33 20551.34 20487.84    ╺    ╺    ╺    ╺

2 20306.27 20420.67 20338.13 .00 .00 .858 38.87

3 20198.78 20339.59 20238.00 .37 .00 .823 10.80

4 20131.16 20298.37 20177.73 .07 .00 .840 9.14

5 20092.54 20286.15 20146.46 .26 .00 .858 3.82

6 20062.46 20282.47 20123.73 .25 .00 .870 2.33

7 20036.09 20282.51 20104.72 .26 .00 .881 0.17

8 20014.55 20287.36 20090.53 .66 .00 .874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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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집단 구성 최소비율의 1%보다 작은 0.1%의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

에 6개 모형적합도 지수에 근거하여 잠재집단의 수가 6개인 모형을 최종

확정하였다.

2) 잠재집단의 특성 파악

 잠재집단의 수가 6개인 모형에서 나타나는 잠재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집단에 대한 이름을 부여하기 위한 잠재집단 추정평균과 구성비율은

<표 Ⅳ-24>와 같으며 하위유형에 대한 추정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Ⅳ-8>과 같다.

<표 Ⅳ-24>잠재집단(유형) 추정평균과 구성 비율

로 모형을 선정하였다.

잠재집단 시간과
측정

금전
관리

통신
서비스 직업기능 대인관계 구성

비율(%)

집단1  56.15 57.344 55.987 55.249 55.956 54.15

집단2 49.612 52.496 35.276  50.55 52.265  2.33

집단3 49.511 49.767 50.773 45.372 36.641  8.47

집단4 46.023 40.815 51.233 48.696 51.763 13.62

집단5 37.019 37.248 36.605 40.324 43.517 15.44

집단6 39.189  38.51 33.548 37.354 25.937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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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직업생활 관련 영역 잠재프로파일 분석

 집단 1을 살펴보면 모든 직업생활 관련 영역들이 고르게 T점수가 55점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어떤 한 영역도 큰 차이 없이 일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집단은 ‘높은 직업생활 적응행동 고른 분포집단’

으로 명명할 수 있는데 전체의 54.15%가 해당된다. 집단 2와 집단3, 집

단 4는 영역별 T점수가 한 영역씩을 제외하면 45점 이상의 중간정도의

점수를 나타내는데 각각의 집단에서 부족한 영역이 나타난다. 결함을 보

이는 영역의 명칭을 따라 집단2는 ‘중간 직업생활 적응행동 낮은 통신서

비스 집단’으로, 집단3은 ‘중간 직업생활 적응행동 낮은 대인관계 집단’,

집단 4는 ‘중간 직업생활 적응행동 낮은 금전관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직업생활 관련 적응행동 점수가 45점 이하에 속

하는 두 집단은 낮은 직업생활 적응행동 점수를 보이며 각각 대인관계영

역에 있어 상반된 점수분포를 보인다. 대인관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 4를 ‘낮은 직업생활 적응행동 높은 대인관계 집단’으로 대인관계 점

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 5를 ‘낮은 직업생활 적응행동 높은 대인관계

집단’으로 명명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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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재집단의 구성

잠재집단의 유형별 구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장애여부를 기준으로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장애학생과 지적장애학생의 직업생활 관련 적응행

동의 하위유형 분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세부적인 사항은 <표 Ⅳ-25>과 같이 나타났다.

<표 Ⅳ-25>잠재집단의 구성

*** p<.001

비장애학생들은 대부분(59.6%)이 ‘높은 직업생활 적응행동 고른분포’ 집

단에 속하는 반면, 지적장애학생들은 이 외에도 ‘중간 직업생활 적응행동

낮은 대인관계’집단(16.9%)과 ‘중간 직업생활 적응행동 낮은 금전관리’집

단(21.8%), ‘낮은 직업생활 적응행동 낮은 대인관계’ 집단(14.8%)에도 분

포하고 있다. 비장애학생들이 중간이나 낮은 수준의 직업생활 적응행동

을 보일 때, 낮은 대인관계의 양상을 나타내는 비율은 매우 적으나

(5.9%, 3.3%) 지적장애학생들은 낮은 대인관계의 양상을 나타내는 비율

구분
높은
적응행동
고른분포

중간
적응행동
낮은
통신서비
스

중간
적응행동
낮은
대인관계

중간
적응행동
낮은

금전관리

낮은
적응행동
높은
대인관계

낮은
적응행동
낮은
대인관계

n % n % n % n % n % n %

장
애
여
부

비
장
애

274 84 12 85.7 27 52.9 51 62.2 81 87.1 15 41.7

지
적
장
애

52 16 2 14.3 24 47.1 31 37.8 12 12.9 21 58.3

비장애
중% 59.6 2.6 5.9 11.1 17.6 3.3

지적장
애
중%

36.6 1.4 16.9 21.8 8.5 14.8

 = 6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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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14.8%)이 비장애학생들보다 더 많다. 또한 낮은 직업생활 적응

행동임에도 높은 대인관계 양상을 보이는 비장애학생들은 17.6%가 됨에

도 낮은 직업생활 적응행동과 높은 대인관계 양상을 보이는 지적장애학

생들은 8.5%에 불과하다. 이는 지적장애학생들이 직업생활 적응행동과

관련한 더 다양한 결함을 보이며 특히 대인관계 영역에서의 어려움을 나

타낸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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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1. 연구의 결론 및 논의

“6시간 정신지체”라는 이슈가 담긴 보고서가 등장하면서 지능으로만

지적장애를 판정하던 현실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반성이 얼마간 지속되

었다. 이후 지능뿐만 아니라 적응행동이 지적장애를 설명하는 하나의 용

어로 자리 잡았고 의학적 기준을 벗어나 장애인의 근로 및 사회생활 능

력으로 고용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직업적 장애 분류 기준도

등장하면서(김동일 등, 2014) 장애수준 분류에 대한 차원이 다양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지능은 명확한 기준으로써 지적장애 분류와

중재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인식이 되는 반면, 적응행동은 지적

장애 표현의 한 쌍으로 취급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실체 없이 이미지만

존재하는 용어로 부유해왔다. 실제로 장애인복지법의 지적장애 장애등급

을 보더라도 지능의 분류기준은 수치를 활용하여 확실하게 제시되어 있

는 반면, 적응행동에 대해서는 적응, 훈련, 재활이라는 몇 가지 용어로만

언급된 것이 전부이다. 이는 적응행동의 양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CIS-AⅡ는 마치 지능검사처럼 적응행동을 직접적으로 측정가능하며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림형태로 제작된 검사도구이다. 이러한 검사

도구의 특성을 활용하고 지적장애 정의 및 분류에 공신력있는 기관인

AAIDD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응행동 요인(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

행동)과 장애학생에게 중요한 직업생활 관련 영역을 중심으로 지적장애

학생의 적응행동 특성에 대해 더 직접적이고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응행동 수준별로 비장애학생과 지적장애학생의

적응행동 수준이 일정할 때 적응행동의 요인과 그 하위영역에 대한 차이

를 알아보고 직업생활 관련 적응행동 영역을 통한 하위유형(잠재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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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지적장애와 비장애학생들의 구성비율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가설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이전에 지적장애학생의 적응행동에 대

한 전반적 양상을 전체 총점평균과 적응행동 요인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학생들의 적응행동 거주 지역별로 적응행동 총점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5.506, p<.001) 광주·전라 지역에

거주하는 지적장애학생들의 적응행동 총점평균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

다.

둘째, 지적장애학생들의 장애등급에 따라 지적장애학생들의 적응행동

총점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F=16.785, p<.001) 지적장애 1

급과 2급에 비해 3급의 적응행동 총점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지적장애학생들의 재활서비스수준에 따라 총점평균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며(F=21.366, p=.003) 보호고용의 수준에 비해 지원고용

수준의 지적장애학생들의 적응행동 총점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다.

넷째, 지적장애학생들의 적응행동 요인 각각에 대한 수도권여부, 성별,

연령, 장애등급, 재활서비스수준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적응행동

요인에서 장애등급과 재활서비스의 지원고용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연령(만 나이)변인은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개

념적, 사회적 적응행동 요인에서와 달리 실제적 적응행동 요인에서 비표

준화 회귀계수가 양수로 나타나 나이에 따라 실제적 적응행동 평균점수

가 높아지는 경향을 알 수 있다.

1) 적응행동 하위영역 및 요인에 대한 수준별 차이 분석

지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적응행동 총점이 일정할 때 적응행동 수

준에 따른 적응행동 하위영역에 대한 차이분석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낮은 적응행동 수준(Ⅰ)일 경우에는 개념적 적응행동요인인 기초

개념과 사회적 적응행동요인인 대인관계 및 예절영역에서 지적장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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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장애학생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실제적 적응행동

요인인 지역사회 서비스영역에서는 비장애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

를 보였다.

둘째, 중간 정도의 적응행동 수준(Ⅱ) 일 경우에도 개념적 적응행동요

인인 기초개념영역에서 지적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고 사회적 적응행동요인에서는 지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실제적 적응행동요인인 지역사회 서비스영역에

서는 지적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셋째, 높은 적응행동 수준(Ⅲ)일 경우에는 개념적 적응행동요인인 기초

개념, 기능적 기호와 표지, 시간과 측정영역에서 지적장애학생이 비장애

학생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고 실제적 적응행동요인인 건강과

안전, 금전관리영역에서도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실제적

적응행동요인인 지역사회 서비스와 직업기능 영역에서는 지적장애학생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응행동 요인별로는 다음과 같이 분석, 정리하

고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념적 적응행동요인은 학문적 상황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

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낮은 적응행동 수준(Ⅰ)에서 높은 적응행동 수준

(Ⅲ)까지 개념적 적응행동, 특히 기초개념 영역에서는 지적장애학생이 낮

은 점수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운증후군 아동의 경우 의사소통

영역에서 상대적인 결함을 보인다고 한 Rodrigue와 동료들(1991),

Dykens, Hodapp, & Evans(1994), Balboni와 동료들(2001)의 연구 및 다

운증후군의 낮은 두뇌 기능적 연결성 정도가 적응행동 의사소통 영역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Pujol와 동료들(2015)의 연구, 지적장애학생들이

의미기억에 해당하는 개념적 적응행동의 결함이 심한 편이라고 보고한

김은영, 유구종(200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또한 지적장애

아동과 비장애아동의 다중지능 프로파일 비교에서 지적장애아동이 논리

수학지능과 언어지능에서 다소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정희선, 신현기

(2006)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낮은 적응행동 수준(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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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적응행동 수준(Ⅱ)에서는 개념적 적응행동요인 중에서 기초개념영

역에서의 차이만 발견되었으나 높은 적응행동 수준(Ⅲ)에서는 개념적 적

응행동의 하위영역인 기초개념 뿐만 아니라 기능적 기호와 표지, 시간과

측정영역 모두에서 지적장애학생이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적응행동

수준이 높아질수록 개념적 적응행동의 수준뿐 아니라 내용적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그 요구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낮은 적

응행동 수준일 때는 개념적 적응행동에 있어 기초개념에 초점화하여 중

재를 하더라도 적응행동이 수준이 높은 경우, 수 개념과 시간개념에 이

르기까지 중재영역을 다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적 적응행동요인은 사회적 기대와 상황에 적절한 행동 대응

에 대해 판단하는 기술이다. CIS-AⅡ에서는 대인관계와 예절 영역을 통

해 이 요인을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결과에서는 낮은 적응행동 수준(Ⅰ)

일 때 지적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고 중간(Ⅱ)

이나 높은 적응행동 수준(Ⅲ)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ABAS-

Ⅱ로 다운증후군, 지적장애, 발달장애 학령기 학생에 대한 적응행동을 측

정하였을 때 사회적 적응행동과 실제적 적응행동, 개념적 적응행동 순으

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한 Harrison과 Oakland(2008)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반면, VABS를 통해 이 연구와 유사하게 나이동등화 점수로

적응행동의 특성을 살펴본 Rodrigue와 동료들(1991)의 연구는 다운증후

군 아동들이 사회화 영역에서 일반아동들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참여대상은 고등학생 이상의 지적장애

학생들로 적응행동 수준이 높을 때보다 적응행동 수준이 낮을 때 사회적

적응행동 요인은 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적응행동 수준이 낮을 때에는 지적장애 분류와 전환교육 중재 시 사회적

적응행동 요인의 양상을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실제적 적응행동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독립된 인간으로

자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며 습관과 반복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영역이다. 연구결과, 실제적 적응행동 중 지역사회 서비스 영역에서는 낮

은 적응행동 수준(Ⅰ)에서 높은 적응행동 수준(Ⅲ)에 이르기까지 지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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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학생이 비장애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 높은 적응행동 수준(Ⅲ)일

경우에는 지역사회 서비스 영역뿐 아니라 직업기능 영역에서도 높은 점

수를 나타냈다. 이는 실제적 적응행동 요인이 암묵적인 기억과 절차 기

억에 기반하여 지적장애 아동의 적응행동 요소 중에서 가장 손상 받는

정도가 덜 하다고 보고한 김은영, 유구종(2008)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반면, 높은 적응행동 수준(Ⅲ)일 때 실제적 적응행동 요인의 다른 하위영

역에서 지적장애학생이 높은 점수를 보인 것과 달리 건강과 안전, 금전

관리영역에서는 비장애학생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적응행동

수준이 높아질수록 실제적 적응행동요인에서도 비장애학생 수준으로 향

상도가 요구되는 영역이 많아짐을 의미한다.

2) 직업생활 관련 영역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직업생활 관련 적응행동 영역을 중심으로 한 잠재집단 프로파일을 통

해 하위유형에 대한 비장애학생과 지적장애학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직업생활 관련 적응행동 영역인 시간과 측정, 금전관리, 통신서

비스, 직업기능, 대인관계와 예절에 대한 프로파일에서 비장애학생이 ‘높

은 수준의 고른분포 집단’에 절반 이상(59.6%)이 속하는 반면 지적장애

학생들은 ‘중간 수준과 낮은 수준 집단’에 대부분(63.4%)이 속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인 지적장애학생들이 후기 청소년부터 초기 성년

기라면 비교대상은 유치원, 초등학생임을 상기할 때, 지적장애학생들이

가지는 직업생활 관련 적응행동의 결손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지적장애학생들(21.8%)은 비장애학생들(11.1%)에 비해 ‘중간 직

업생활 낮은 금전관리’집단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

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에 비해 직업생활 관련 적응행동 영역 중 금전관

리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Su와 동료들(2008)은 적응기술

중에서도 금전, 기능적 기호, 직업준비기술이 직업적 성공과 실패의 잠재

적인 예측요소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지적장애학생들의 금전관리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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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부족이 직업 부적응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셋째, 지적장애학생들은 ‘중간 직업생활 적응행동 낮은 대인관계’집단

(14.8%)과 ‘낮은 직업생활 적응행동 낮은 대인관계’집단(14.8%)에도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비장애학생들이 이에 해당되는 비율이 5.9%,

3.3%에 불과하고 오히려 ‘낮은 직업생활 적응행동 높은 대인관계’집단에

분포하는 비율이 17.6%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즉 비장애학생들에

비해 지적장애학생들 중 대인관계 및 예절영역에서 결함을 보이는 비율

이 높다. 대인관계 기술이 직업기능이나 직업적응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

다는 연구(정용자, 2003; 전보성, 2005)들을 비춰볼 때 지적장애학생들의

구직 및 직업유지에 대인관계기술의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윤우, 한경근(2009)의 연구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의 동료 근로자

의 견해에 따르면 고용과 관련한 실제 작업현장에서 근무태도, 사회적

대인관계의 문제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개념적 기술 및 생산성의 문제로

퇴사하는 경우보다 많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지적장애학생들을 대상으

로 직업기술과 개념적 기술에만 교육프로그램 계획을 할 것이 아니라 의

도적인 사회적기술 훈련과 사회적 의사소통 단서를 해석하는 방법을 가

르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짚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학생의 적응행동 수준에 따라 어떤 적응행동 하위영역

에서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지적장애학생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행동 요인과

세부적 내용들에 대해 적응행동 수준별로 제시하였다. 이는 지적장애의

교육적 분류에 근거를 제공해줄 있고 적응행동 수준에 따른 전환교육계

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적장애학생의 적응행동 수준이 낮을 경우 비장애학생과 비교

했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 적응행동요인의 결함은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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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대한 교수적 요구수준을 반영한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서

도 지적장애학생의 직업생활 관련 영역 중 대인관계와 예절영역에서 겪

을 수 있는 어려움을 밝힐 수 있었다. 실제로 적응행동 수준이 낮을 경

우에 여전히 학업적 기술이나 직업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하는 공을

들이면서 지적장애학생의 사회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첫째, 지적장애학생의 적응행동 수준에 따라 적응행동 하위영역에서

강점과 약점에 대해 밝히고 있으나 이는 17세부터 28세 사이의 고등학생

과 성인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임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지역사회

서비스 영역이 전 적응행동 수준에 있어 지적장애학생이 강점을 보이는

영역이라는 결과를 얻었으나 이것이 지역사회 서비스 영역을 교수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 면제의 기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러

한 결과는 그동안 교육서비스를 통해서 혜택을 보게 된 결과론적 기술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는 비장애학생에 대한 검사는 반분검사로 진행되어 비장

애학생은 전체검사의 절반에만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따

라서 적응행동 하위영역과 적응행동 요인에 대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 오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밝히는 바이며 앞으로 전체 적응행동 요

인 하에서 지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로 진일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학생의 적응행동 전반적 양상을 살펴보

기 위해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행동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배경

변수로써 수도권여부, 연령, 성별, 장애등급, 재활서비스수준을 포함시켰

으나 각 요인들의 특성을 더욱 세분화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능지수

나 사회성지수 등 다양한 개인능력 변수를 함께 포함시켜 그 영향력을

다각도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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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levels of adaptive behavior in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associated with high quality and satisfaction of life and the aim

of special education. However, many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undergo difficulties relating to adaptive behavior after

graduating school, so they go back to their parents’ home or welfare

facilities again. Precise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based on

adaptive behavior as well as transition programs are needed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o carry out these tasks

effectively, an analysis of adaptive behavior characteristics in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based on adaptive behavior factors,

especially in regards to factors relating to vocation, is necessary.



- 98 -

Based on these necessities,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differences in adaptive behavior factors and their sub

domains appear between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no

disabilities when they have consistent total scores of adaptive

behavior within a particular level of adaptive behavior. The second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component ratio analysis of

differences that arose in the adaptive behavior sub domains focusing

on vocational adaptive behavior in both groups of students.

For this study, participants included 919 students with no disabilities,

ranging from 6 through 10 years of age, and 143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receiving services from a rehabilitation center

for the disabled high school aged and above in all parts of the

country. Data analysis included only 142 of the 143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s one student exited the study prematur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hen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no disabilities had consistent total scores

of adaptive behavi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basic

concept sub domain score of conceptual adaptive behavior were below

students with no disabilities from low adaptive behavior level through

high level. Second,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terpersonal

skills and manners sub domain score of social adaptive behavior were

below students with no disabilities on low adaptive behavior level but

not on middle and high level. Third,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community service sub domain score of practical adaptive

behavior went beyond students with no disabilities from low adaptive

behavior level through high level. Fourth, serious vocational adaptive

behavior deficits appeared in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especially money management and interpersonal skill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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