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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습장애진단을 위해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일치모델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통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대표적인 불일치 모형인 지능-성취 불일치 모델(개인내 불일치 모델), 저성취 모델(개인간 
불일치 모델), 이중불일치 모델 등에 대한 논의들을 종합 정리하였다. 지능-성취 불일치 모델 중 회귀모델은 
측정학적인 정확성이 높고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지능과 성취라는 이변량을 사용하는 복잡성
과 지능구인에 대한 논쟁으로 인하여 비판받았다. 저성취 모델은 학교 현장과 임상실제를 설명하는 데에 가
장 기여하는 바가 크나, 아직까지 관련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단순히 준거점수만을 사용하여 연속된 
정규분포상에 임의로 비연속적인 지점을 설정하는 것은 측정학적 문제점를 발생시킨다. 이중불일치 모델은 
중재를 반영하는 보다 진보된 모델이나 교육체제에 요구되어지는 추가적인 비용과 진전도 측정을 위한 평가
도구의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 시점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 현 단계에서 볼 때 각 모델
간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이런 각 모델 간에 장단점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인 학습장
애 진단 모델을 설정하고 진단모델에 따른 출현율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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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Samuel Kirk가 처음으로 학습장애라는 용어를 제안한 이후로 지난 40여년 동안 

학습장애 역에서의 학문  논의들은 교육의 실제에 많은 향을 미쳤다. 그러나 학습장애 

진단을 한 한 거를 마련하는 것은 학업 부 응 학생을 한 서비스 달체제에서 

가장 논쟁 인 역일 뿐만 아니라 여 히 미결정 상태에 있는 과제 에 하나이다(Proctor 

& Prevatt, 2003). 이런 거의 설정은 학습장애에게 제공할 여러 가지 서비스의 개념 , 철

학   방법  방향을 제시해 다는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정 , 2002). 구체 으로는 

학습장애아의 숫자를 정확하게 악하여 정책․교원양성  기타 련 산을 편성하는 데

에 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효과 인 교육 재방안을 한 기  연구를 정확하게 수

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요하다(이 식, 2001). 그런데 이런 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

지 학습장애의 거가 모호한 이유는 학습장애가 이질 이고 다양한 장애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통일된 정의를 제시하지 못하고 복잡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기 때

문이다. Hammill(1990)에 주장에 따르면 Kirk와 Bateman(1962)에 의해서 학습장애라는 용어

가 도입된 이래로 11개 정의들이 유력한 정의로써 논의되어왔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런 다

양한 논의들로 인해 정의상에 혼란이 계속 지속될 것(Brinkerhoff, Shaw, & McGuire, 1992; 

Gregg, 1994; Mellard, 1990; Siegel, 1999)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연구자들은 학습장애

를 정의하는 데에 있어서 연구자간에 합의가 가까워졌다(Hammill, 1990, 1993; Mercer, 

Jordan, Allsop, & Mercer, 1996)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와 거에 한 합의가 이루어

지더라도 용하는 데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문제는 여 히 존재

하고 있다. 컨 , 미국의 경우에 주단  교육부의 71%가 1990년 IDEA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상에 존재하는 지능수 , 학업결손, 심리  처리과정의 결함, 신경학

 손상이라는 요소를 해석하는 데에는 여 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Mercer et al., 1996). 이

런 다양성때문에 학습장애 유무를 단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주장

은 매우 합리 인 것이다.  

이 게 모호하고 용상에 문제가 많은 학습장애 정의에 있어서 가장 논쟁 인 부분은 불

일치 요소이다. 지능-성취 불일치 요소는 IDEA의 진단 거에서 핵심 인 요소이다(Proctor 

& Prevatt, 2003). 이는 학습장애가 정신지체와는 달리 보통의 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교과 학습에서 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장애라는 생각을 반 하는 것이다

(신종호, 2002). 물론 이것이 학습장애 격성 심사에 있어서 유일한 거는 아니지만, 다른 

정의상의 요소들과 비교하여 수리 인 명확성을 제공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능-성취 불일치

가 실제 장에서는 정의상의 고유한 특성으로 고려되어왔다(Frankenberger & Harper, 

1987; Ross, 1995; Stanovich, 2000). 학교에서의 일반 인 진단은 거의 지능-성취 불일치 요

소에 기반하기 때문에 지능검사와 성취 검사를 항상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장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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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최근의 개념  조작화 모델(Kavale & Forness, 1995, 2000)에서도 능력-성취 불일치 

거를 시작 수 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습장애 진단은 측정된 능력 수 에서 학

업성취상의 실제 학생 수를 빼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Berninger & Abboutt, 1994). 

그러나, 학년수  불일치 모델, 기 공식 모델, 표 수 비교모델, 회귀분석 모델 등으로 

표되어지는 능력-성취 불일치 모델인 개인내 성취 불일치(Intra-Individual Achievement 

Discrepancy)는 많은 비 을 받았다(Fletcher, Francis, Shaywitz, Lyon, Foorman, Stuebing & 

Shaywitz, 1998; Siegel, 2003, Sternberg & Grigorenko, 2002). 이에 한 안으로 국가수  

성취 표 으로부터의 심각한 성취만을 고려하여 학습장애를 진단하자는 국가수  성취 불

일치(AAD; Absolute Achievement Discrepancy; Fuchs, Fuchs, Mathes, & Lipsey, 2000; 

Ysseldyke & Algozzine, 1983)와 지역수  성취 표 으로부터의 심각한 성취를 고려하여 

학습장애를 진단하자는 지역수  성취 불일치(RAD; Relative Achievement Discrepancy; 

Deno, 1989; Shinn, 2002) 근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간 차를 고려한 심각한 성취 불일치 모

델(Severe achievement discrepancy)이 존재하 다. 그리고 처치타당도를 고려한 재-반응형 

모델인 이  불일치(dual discrepancy; McMaster, Fuchs, Fuchs, & Compton, 2002) 근이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게 학습장애 정의  진단 거를 마련하기 한 미국의 다양한 노력과는 달

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10여년 에 학습장애 개념정의 타당성 문제와 재개념화의 필요성(백

욱 , 1993)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장애 정의에 해 이 다할 합의를 한 

노력이나 변화의 조짐이 없었다. 오히려 19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학습장애를 

“셈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특정한 분야에서 학습상 장애를 지니는 자”라고만 규정하여, 

학습장애아동에게 특수교육을 받을 기회를 법 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상의 

문제를 가진다는 사실 이외에는 어떤 것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장애로 특수교육의 

수혜를 받을 기회를 제 로 제공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학교 담임교

사가 일반학  상황에서 학습장애아동을 선별할 수 있도록 선별 차를 제공한 이상훈(1999)

의 연구는 재 일반학교의 풍토와 한계 내에서 매우 시의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별 차는 불일치 모형 에 학년수  불일치, 표 수 

비교 등 만을 제한 으로 고려하여 선별 과정에 한 체계 인 이해를 한 정보 제공에는 

부족하 다. 한, 불일치 모형에 한 개념  수 의 간략한 설명을 기술하고 문제 을 지

하고 안을 제시하는 논문은 있어왔지만( : 정 , 2002), 실제로 각각의 불일치 모형이 

가지고 있는 개념  그리고 측정학  문제와 배경을 종합 으로 논의한 연구는 그 필요성과

는 달리 연구되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년수  불일치 모델, 기 공식 모델, 

표 수 비교모델, 회귀분석 모델 등으로 표되어지는 능력-성취 불일치 모델과 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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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심각한 성취만을 고려하는 국가 수  성취 불일치와 지역 수  성취 불일치를 

기반으로 한 개인간 성취 불일치, 처치타당도를 고려한 재-반응형 모델인 이  불일치 

근에 한 개념을 종합 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1. 능력-성취 불일치 모델-개인내 불일치 모델

능력-성취 불일치 모델의 기원은 Franzen(1920)이 주장한 “성취지수(AQ; Accpmplishment 

Quotient)”에 한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그가 주장한 성취지수라는 것은 지능지수(IQ)에 한 

교육지수(EQ; Educational Quotient)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지능지수는 학생이 이룰 

수 있는 잠재  학업성취의 상한 지수로 간주되었고, 교육지수는 연령수 에 따라서 얻게 되는 

교육  성취 수 을 말하는 것으로 1920년  에서는 이 둘의 비율이 1.00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 다. 결국 모든 학생들은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IQ)에 비해서 성취(EQ)는 늘 

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최 의 성취는 1.00이라고 가정하 다(Franzen, 1920). 한 일부 

지진아들이 나타내는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에 해서도 보고하 다(Whipple, 1922, p.600). 그러

나 AQ에 한 주장은 여러 가지 심리측정학  문제  통계  문제들로 인해 비 받았으며, 이

런 비 의 틀은 지 의 능력-성취 불일치를 분석하는 요한 기반이 되었다. 컨 , AQ가 IQ와 

EQ간에 완벽한 상 을 가정하지만, 그 값은 .60에 가까울 뿐이고 이로 인해 통계  회귀를 설명

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Crane, 1959; Cureton, 1937)은 이 후에 제시될 표 수 

차이 모형에 한 비 의 토 가 되는 내용이다. 결국 AQ와 련된 다양한 논쟁들은 학습장애 

진단을 해 능력-성취 불일치 개념을 활용하게 될 것과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쟁 들을 고

하는 것이었다(Kavale, 2002). 

지 까지 학습장애 진단을 해 능력-성취 불일치를 계산하는 데에는 4가지 방법들이 

요하게 다루어졌다. 이 4가지는 학년수  불일치 모델, 기 불일치 모델, 표 수 비교모델, 

회귀분석 모델 을 말한다(Beringer & Abbott, 1994). 따라서 능력-성취 불일치 모델에 한 

이해를 해서는 이 4가지 모델을 구체 으로 알아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학년수  불

일치 모델과 기  불일치 모델은 그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유사성과 연속성의 특성이 강하

여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1) 학년 수  불일치 모델  기  불일치 모델

학년수  불일치 모델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간단한 불일치 방법이다. 이 모델은 학년수  

편차라고도 불리는 학년 등가 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학생의 학년 배치와 성취수  간에 



학습장애의 진단을 위한 불일치 판별모델: 개관과 전망  21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즉 기 되는 학년수 (EGL; Expected Grade Level) 수를 실제 

학년 수 (AGL; Actual Grade Level)와 비교하고 불일치는 EGL에서 AGL을 빼는 방식으로 

그 차이를 계산하게 된다. 그 후에 불일치는 몇 년이 뒤쳐져 있는지의 측면에 계산되어진다. 

즉 CA-5로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서 숫자5는 학교에 입학하기 의 6년간의 비공식  교육

연한에서 1년을 뺀 것으로 AGL의 시작이 0이 아니라 1부터이기 때문이다. 

이 모델에서는 학년 배치가 능력에 한 지표가 된다. 컨 , 3학년 아동이 1학년 수 의 

읽기를 보인다면, 즉 두 학년 수 의 차이가 명확하다면 학년 불일치 거에 해당하게 된다

(Proctor & Prevant, 2003). 분명히 이 모델은 이해하기 쉽고 용하기 쉽다는 장 을 가지고

는 있으나(Chalfant, 1985), 학생이 받고 있는 수업의 수 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근본 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학년 불일치 모델들이 보다 정확성을 높이기 한 방법

으로 추가 인 요인과 차별 인 가 치( : GP:배치 학년, AA: 산수 성취의 학년 등가 수)

를 둔 변인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 Harris, 1971; Monroe, 1932). 비록 어떤 공식도 만족스

러운 것으로 입증되어지지 않았지만, 학년 불일치 모델은 학습장애 진단을 한 공인된 

차로 받아들여졌다. 

기 공식 모델은 학년 수  불일치 모델이 학령  6년에 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해서 비 하며 나타났다. Dore-Boyce, Misner와 Mcguire(1975)는 학년 불일치 모델이 지능 

범 가 90에서 129사이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읽기와 련하여 최상의 모델이지만, 이 범  

밖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회귀 효과로 인하여 학습장애 진단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

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범 하게 사용되어진 기 공식이 Bond와 Tinker(1967)에 

의해서 고안된 것이다. 이 기 공식은 학년 수  불일치 모델이 학령  기간에 IQ의 차별

인 효과를 공식(상수 1.0을 사용해서 고정시켜버렸다)에서 제거해버리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었다. 이후에 Young(1976)은 학령 신에 학년배치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1.0을 제거하여 

보다 단순한 공식을 제안하기도 하 다. 

학년수  편차 모델과 기 공식 모델에 사용된 다양한 공식들의 는 다음 <표 1>과 같다. 

지 까지 설명한 학년 불일치 모형과 기 공식 모형의 문제는 진단을 한 최소 지능지수

( : IQ 85)만 넘게 된다면 무도 쉽게 학습장애로 진단되어질 수 있으며, 지능지수 100이

하의 학생들은 학습장애로 과잉진단하게 되고, 지능지수 100이상의 학생들은 학습장애로 과

소진단하는 결과를 얻는 편 된 모델이라는 것이다(Reynolds, 1984-1985). 한, 불일치가 비

율 수로 계산되고 있기 때문에 불일치 지수 90이라는 수치 자체가 잠재능력의 90%를 의

미한다고 해석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실제 용시에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하여 불확실성과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Hoffman, 1980). 실제로 이런 문제 은 기 공식

에 의해 얻어진 출 율이 1%에서 37%까지 차이가 난다는 결과가 뒷받침 해주고 있다



214  아시아교육연구 6권 3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능력 추정방법 불일치 추정방법
Monroe(1932)  


  


× 

Harris(1961) MA-5.0 EGL-AGL
Bond와 Tinker(1967)  


×     EGL-AGL

Myklebust(1968) 





× 

Harris(1971)  


  EGL-AGL

BEH(1976)   

     EGL-AGL

Young(1976)  


×  EGL-AGL
* YS: 학령, GP:배치 학년, AA: 산수 성취(학년 등가 수)

<표 1> 학년수  편차 모델  기 공식모델 공식

(Sinclair, Guthrie, & Forness, 1984). 결국 기 공식으로 얻어진 불일치는 학습장애 아동을 

구별짓는 독특한 특성이 아닌 것이다(O'Donnell, 1980). 

2) 표 수 불일치 모델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될 표 수 비교모델은 단순불일치 모델이라고 불리는데 모든 모델

에 가장 범 하게 사용되어진다(Van den Broeck, 2002a, 2002b). 이 모델에서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능지수를 사용한다. 학년수  불일치 모델에서 학년 배치가 능력의 지표

로 사용되어졌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와 련하여 Burt(1950)의 주장은 불일치를 확인하

는 데 있어서 지능과 성취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반을 마련하 다. 그는 근본 으

로 지  기능에서 발생되어지는 성취를 확인하기 해서는 성취가 지능의 맥락안에서 측

정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처음 말했다. 바꿔 말하자면, 지능과 불균형한 성취는 학습장애의 

주된 지표로 고려되어질 만하다는 것이다. 한 이 게 지능과 성취 수간에 차이를 표

수 불일치 모델이 사용하게 된 데에는 학습장애가 “특정 ”이라는 신념에 기반한다

(Proctor & Prevatt, 2003). 여기에서 일차 인 가정은 학습장애 아동들이 보이는 결손이 다

른 역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Stanovich, 1988a; Van den Broeck, 2002a, 2002b). 

왜냐하면, 만약 아동이 다양한 역에서 결함을 보 다면, 틀림없이 정신지체와 같이 다른 

특수교육 범주하에서 다루어졌을 것이고 그 다면 학습장애가 아닌 것으로 별되어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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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이 모델은 의사결정을 하여 차이 수(difference score)를 사용한다. 여기서 지능과 성취 

모두는 평균 100, 표 편차 15를 가져야 하며, 심각한 불일치 거는 일반 으로 지능-성취

간에 차이가 최소 15 일 때이다(Kavale, 2002). 표 수 비교모델이 불일치 계산에 있어서 

발 을 가져오기는 하 으나, 지능과 성취가 완 상 (r=1.00)이라는 부 한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 이다. 이로 인하여 지능과 성취간에 차이 수는 신뢰롭지 않다

(Sternberg & Grigorenko, 2002). 그리고 단순 불일치 모델은 평균을 향한 회귀효과에 해

서 인식하지 못하 다(Brackett & McPherson, 1996; Cone & Wilson, 1981; McLeod, 1979; 

Reynolds, 1984-1985; Shaywitz, Fletcher, Holahan, & Shaywitz, 1992; Stanovich, 1999; 

Sternberg & Grigorenko, 2002; Thorndike, 1963; Wilson & Cone, 1984). 다시 말하자면, 지

능검사와 성취검사의 상 이 실제로 .60 정도에 불과하다면, 평균보다 높은 IQ 130의 아동에 

한 기  성취 수 은 130이 아니라 122정도라는 것이고, 반 로 평균 보다 낮은 IQ 85인 

아동의 기 성취 수 은 실제로는 88이라는 것이다. 결국 표 수 불일치 모델은 언제나 

체계 인 오차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표 수 비교 모델은 학습장애 별에 있어

서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진 학습부진아에 해서는 과잉진단하게 되고, 평균 이하의 지능

을 가진 학생들에 해서는 과소진단하게 되는 문제를 가지게 된다. 

더군다나 다양한 IQ 검사도구와 성취 검사도구간에 조합이 생길 수 있고, 어떤 검사를 선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장애를 잘못 진단하게 되는 원인

이 될 수 도 있다(Bishop & Butterworth, 1980; Jenkins & Pany, 1978). 한, 각 검사도구가 

가지고 있는 측정의 표 오차가 검사간의 조합과 상 에 향을 미치게 되면 차이 수에 

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보다 근본 인 비 으로써 지필 지능검사를 통해서 얻어진 수가 지능의 잠재력에 

한 정확한 지표일 수 없다는 주장들이 있다(Ceci, 1990, 1996; Gardner, 1983, 1999; Siegel, 

1989; Stanovich, 1988a, 1988b; Sternberg & Grigorenko, 2002). 이것은 능력-성취간에 불일치를 

악하기 해서 지능검사를 사용하는 모든 모델들이 고민해야할 근본 인 논쟁 이다. 

3) 회귀 불일치 모델

앞에 논의한 표 수 비교모델의 문제 에 한 안으로 나타난 것이 Shepard(1980)에 

의해서 제안된 회귀불일치 모델이다(Kavale, 2002). 이 회귀 불일치 모델은 심각한 불일치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통계 으로 가장 한 모델 에 하나로 인정되어왔다(Reynolds,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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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83년 미국 교육부를 심으로 각 주단 에서 재 실시하고 있는 진단 차들을 

평가하고 학습장애 학생의 진단을 한 최 의 방법을 결정하기 한 특수교육 연구 모임에

서는 각 주단 의 진단 차 상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 다. 일부 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방법들은 통계학 으로 매우 부 성 하다는 진단을 내리면서 회귀불일

치 모델만을 실제 인 용을 한 유일한 모델로 추천하 다(Reynolds, 1983). 

그러나 학습장애의 심각한 불일치 요소를 결정하기 해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회귀불일

치 모델이 추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귀불일치 모델은 커다란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

다(Cone, 1986). 이것은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수학  방정식과 개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Evans, 1990). 실제로 회귀 불일치 모델은 보다 정확한 정의를 해 불일치를 고려할 

때 평균을 향한 복잡한 회귀 방정식을 사용한다. 

회귀불일치 모델의 일반 인 순서는 (a) 먼  IQ를 측정하고, (b) 성취 수 을 측하고, 

(c) 실제 성취(y)를 측정하고, (d) 추정의 표 오차(SEE)를 이용하여 언된 성취 수를 둘

러싼 신뢰 구간(CIs)을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d) 추정의 표 오차(SEE)를 이용하여 언된 

성취 수()와 실제 성취 수(y)를 비교하여 ( ŷ- y) 유의미한 차이인지를 결정한다

(Kavale, 2002). 

공식에는 IQ와 성취 모두 표  수(M=100; SD=15)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 이다. 즉 다

른 모델과는 달리 회귀불일치 모델은 지능과 성취 수와 련된 측정의 표 오차(SEM), 추

정의 표 오차(SEE), 표 편차, 신뢰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능과 성취 수간에 

차이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회귀 불일치 모델의 정확성을 증가시키긴 했지만,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학  공식으로 인해 실제 상황에서 이해되고 용되는 데에 어려

움이 있다(Evans, 1990). 

이 수학  공식들에 해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Kavale, 2002). 

아래 공식에 나오는 측정의 표 오차(SEM)은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CI)을 계산하

는 데 사용된다. 

SEM=SD (1- r x)

그리고 여기에서 신뢰구간(CI)은 나 에 “진” 수가 발견될 것으로 보이는 범 를 반

한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x는 찰 수이고 z는 유의수 에 상응하는 정규분포

곡선상의 값( , 95% 수 =1.96)을 말한다. 

CI=x±z(SEM)



학습장애의 진단을 위한 불일치 판별모델: 개관과 전망  21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정의 표 오차(SEE: Standard Error of Estimate)는 두 검사가 독립 이고 그  하나의 

검사 수로 다른 검사 수를 언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측정이 표 오차(SEM) 통계치와 

유사하다. 본질 으로 추정의 표 오차는 신뢰구간이 측 수 주변의 값이 되게 한다. 공

식은 다음과 같다. 

SEE=SD (1- r
2
xy)

여기서 SD는 성취 검사의 표 편차이고 ( r 2xy)는 IQ와 성취간의 상 을 제곱한 것이다. 

IQ검사와 성취검사의 상 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회귀 효과가 작용하게 되어 있다(즉, 

한 검사에서 극단 수를 얻은 사람은, 평균 으로, 다른 검사에서는 집의 평균에 더 가까

운 수를 얻게 된다). 언된 성취 수 ( ŷ)는 다음과 같이 IQ와 성취 검사 수 모두를 

M=100, SD=15인 표 수로 변환하고, IQ검사와 성취검사간의 상  ( r xy)에 획득된 IQ

에서 IQ 검사의 평균(100)을 뺀 값을 곱한 뒤 여기에 성취 검사의 평균(100)을 더함으로써 

회귀 효과를 조정(adjusted for regression effects)한다: 

ŷ= r xy(IQ-100)+100

실제 값(actual value)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부터 계산한다: 

( ŷ- y)〉15z (1- r xy)

회귀 방법이 어떻게 불일치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지를 를 들어 살펴보

자. 시를 해 어떤 학생의 IQ 측정치가 115라고 하자. 그 다음, r xy
 는 0.54라고 가정

한다(이 값은 연구 문헌들에서 일반 으로 얻을 수 있는 값(IQ-성취 상 계수)이다). 이 값들

을 가지고, 언된 성취 수를 계산하면( ŷ= .54( 115-100)+100), 108.1이 나온다. 95% 

신뢰수 에서, z값는 1.96이므로, 이 값을 방정식에 입( 15(1.96) 1-.54  )하면 19.93이

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 이 값을 언된 성취 수 108.1에 더하고 빼서 신뢰구간(CI) 

88.17-128.03을 구할 수 있다. 만약 그 학생의 실제 성취 수(y)가 85라면, 신뢰구간의 하한

값보다도 낮기 때문에 유의미한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의 복잡성 때문에 계산을 할 때는 회귀 방법을 활용하여 유의미한 IQ-성취 불일

치를 계산해주는 컴퓨터 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McDermott & Watkins,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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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ynolds & Snow, 1985; Watkins & Kush, 1988). 컨 , 1984년에 미국의 Montana 주에는 

회귀 불일치 모델의 수학  방정식을 다루는 컴퓨터 로그램이 개발되었고, 회귀불일치 모델

을 활용하기 한 유사한 로그램인 “심각한 불일치 분석”(SDA; Reynolds & Stowe, 1985)은 

1985년에 상업 인 소 트웨어가 출간되었다. 한 1986년에는 Montana 주의 로그램은 주

안에 학습장애 학생을 진단하기 한 최상의 지원 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Evans(1990)는 회귀분석 모델이 (1) 지능-성취 수 차이가 무선오차인지 실제 인 차이인

지를 보여주고; (2) 지능 수와 지능-성취 상 에 기 하여 기 되는 성취 수를 알 수 있

고; (3) 기 되는 성취 수와 실제 성취 수간의 차이로 불일치를 정의할 수 있으며; (4) 

불일치 차이 수 상에 표 편차의 에서 불일치를 측정할 수 있고; (5) 지능과 성취 검

사의 측정오차를 고려함으로써 불일치의 측정의 표 오차를 감안하고 있으며; (6) 측정오차

를 감안할 때 불일치가 사 에 결정된 심각한 불일치 범 에 안에 드는지를 결정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주장하 다. 

그리고 일부 연구자들은 회귀 방정식을 통한 이 모델이 다른 모델들과 달리 회귀, 측정오

차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불일치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최 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

하지만(Reynolds, 1985; Willson & Cone, 1984), 아직까지도 회귀 불일치 모델이 정말로 단

순 불일치 모델에 비해 더 우월한 지에 한 논의(Van den Broeck, 2002a, 2002b; Willson 

& Reynolds, 2002)는 계속되어지고 있으며, 컴퓨터를 활용한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복잡

한 계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에 용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Boodoo, 1984-1985). 한, Berk(1984)의 주장처럼 회귀분석을 해서 사용되어지는 검사의 

신뢰도, 타당도 그리고 기술 인 요소에 의문이 생기면, 정확한 결과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

다는 근본 인 문제는 남아있다. 

지 까지 학년수  불일치 모델, 기  공식 모델, 표 수 비교모델, 회귀분석 모델 등을 

포함하는 개인내 성취 불일치 모델에 해당하는 능력-성취 불일치 모델에 해서 알아보았다. 

지 까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능력-성취 불일치 모델은 학습장애를 이해하고 근하는 데

에 커다란 공헌을 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1) 진단  특성의 부족( : 

Gottlieb, Alter, Gottlieb, & Wisher, 1994; Shaywitz, Escobar, Shaywitz, Fletcher, & 

Makuch, 1992; Shepard, Smith, & Vojir, 1983); (2) 논쟁 인 요소가 매우 많은 지능 개념의 

이론  배경( : Stanovich, 1991, 2000); (3) 이변량 분포를 심으로 진단할 때의 차이 수 

신뢰도에 한 기술  논쟁(Fletcher, Francis, Rourke, Shaywitz & Shaywitz, 1992; Shaw, 

Cullen, McGuire, & Brinckerhoff, 1995; Siegel, 1992); (4) 재에 한 반응과의 무 성

(Lyon, Fletcher, Shaywitz, Shaywitz, Wood, Schulte, & Olson, 2001; Vellutino, Scanl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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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on, 2000). 

이런 기술 인 논쟁을 제외하더라도, 진단의 실제에서 개인내 성취 불일취 근은 문제가 

있다. 심각한 지능-성취 불일치는 미국에서 일반 으로 연방법과 주법에서 가장 요한 진단 

거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학습장애로 학교에서 진단되어진 모든 학생 는 거의 모든 학

생들이 심각한 개인내 성취 불일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 되어진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의 증거들은 학습장애라고 학교에서 진단되어진 상당 비율의 학생들이 심각한 능력-성

취 불일치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Peterson & Shinn, 2002). 컨 , 1983년 기에 

Ysseldyke, Algozzine과 Epps는 학교에서 학습장애로 진단되어진 표본의 약 25%가 학습장

애 거상에서 요구하는 개인내 성취 불일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 

Shepard 등 (1983)은 학습장애 표본의 반 는 그 이하만이 주의 학습장애 정의와 일치하

는 심각한 능력-성취 불일치를 보인다고 보고했다. 결국 능력-성취 불일치 모델이 학습장애 

학생들을 제 로 진단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개인내 차를 심으로 한 능

력-성취 불일치 모델에서 개인간 차를 심으로 한 심각한 성취 불일치 모델과 재를 요

하게 다룬 이  불일치 모델이 나타나게 되었다. 

2. 심각한 저성취 모델-개인간 불일치 모델

오랫동안 개인내 성취 불일치 모형을 심으로 학습장애가 정의되어왔지만, 이에 해 반

하는 논의로써 국가 수  성취 모델도 존재해왔다. 국가수  성취 근은 지능이라는 

요소를 제외하고 성취라는 단일변량 분포를 활용한 것으로, 국가수  성취 평균(  50퍼센타

일)과 규 참조 성취 검사에서 나타나는 학생성취간에 불일치로 조작화 되었다(Peterson & 

Shinn, 2002). 이와 련하여 Ysseldyke와 Algozzine(1983)은 학습장애는 성취상에 개인간 불

일치로 가장 잘 설명된다고 주장하 다. Siegel(1989)은 학습장애 정의에서 검사의 활용을 포

기해야하며, 지능-성취 편차 정의는 그것 자체가 비논리 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

려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리고 Siegel(1988, 1989, 1999)은 지능검사가 학습장애를 결정하는 

데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성취 수가 일정 퍼센타일 이하로 떨어졌을 

때( : 25퍼센타일) 그것이 학습장애의 지표가 된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Stanovich(1989), 

Lyon(1989), Baldwin과 Vaughn(1989) 등은 그런 주장이 지능과 학습장애의 정의간에 지나치

게 편 된 생각으로 무 극단 이며, 근본 으로는 어떤 것도 답해주는 것이 없다고 하

다. 

그러나 일부 연구결과는 학습장애로 진단된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업수행이 가장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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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일부분임을 보여 으로써 단일변량분포를 통한 학습장애 정의 가능성에 해서 

주장하 다. 컨 , Shaywitz 등(1992)은 난독증이 읽기 성취의 정규 분포상에서 꼬리부분

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시하 다. 특수교육과 학교심리학 역에서도 학습장애 학생들이 

가장 낮은 성취 수 의 학생들이라고 결론짓는 연구들이 많았다(Gottlieb et al., 1994; 

Gresham, MacMillan, & Bocian, 1996; Reynolds & Heistad, 1997; Shinn, Ysseldyke, Deno, 

& Tindal, 1986). 컨 , Shinn, Tindal, Spira와 Marston(1987)은 (a) 읽기 역에서 학습장

애로 진단된 학생 집단, (b) Title 1 수업을 받고 있는 성취 학생 집단, (c) 일반교육 상황

에서 읽기 교수만을 받고 있는 학생 집단 등 세 집단의 읽기 수행을 비교하 는데, a집단 

학생들이 b와 c집단 학생들에 비해서 하게 낮은 것을 보 다. 즉, 학습장애 학생들이 가

장 낮은 학업성취 집단임을 증명한 것이다. 

한, 심각한 성취에 따른 개인간차가 학습장애의 정의상에 특성이라는 것에 한 보다 

강력한 증거는 최근의 메타분석(Fuchs, Fuchs, Mathes, & Lipsey, 2000; Fuchs, Fuchs, 

Mathes, Lipsey, & Eaton, 2000)들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학습장애 학생들은 성

취 학생 집단들에 비해서 효과크기에서도 모든 변인들에 하여 일 되게 큰 차이를 보 으

며, 1.5표 편차 이상으로 낮은 수행을 보 다. 

그러나, 국가수  성취 모델은 학습장애의 진단 실제를 설명하는 데에는 제한 을 나타

내었다. 그 이유는 첫째, 개인내 성취 불일치 모델과 비슷하게 국가수  성취 모델도 아동

내 장애로써 개념화 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수  성취 모델에 의해서 진단되어진 학생들

도 주나 지역구에 따라서 장애 유무에 한 별이 달라지는 상이 있다(Singer, Palfrey, 

Butler, & Walker, 1989). 둘째, 학교, 학교구의 학력 수 에 따른 학습장애 유무의 차이를 

해석해주지 못한다는 이다. 즉, 국가수  성취 모델에 따르면, 학력이 좋은 지역구에 비

해서 학력이 떨어지는 지역구에서 더 많은 학습장애 학생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출 율 결

과는 이것을 지지해주지 않는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1999).

이로 인해서 안 으로 나타난 것이 지역 수  성취 모델이다. 지역수  성취 모델

의 개념  기반은 Becker(1963)의 사회  이탈 조망 이론에 의한 것으로,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행동들은 오직 특정한 맥락상황에서만 표 과 비교하여 형 인지 이탈된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고성취 학교구에서 가장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이 

성취 학교구에서는 그 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취 맥락에서 만족할 만하

게 수행하는 학생들은 그들이 심각한 성취를 나타내는 고성취 맥락으로 이동할 때 학습장

애를 가진 것으로 진단되어질 수 있다. 결국 지역 단  각각의 성취 분포는 지역수  성

취 모델을 설명하기 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 장에서 많은 교사들이 국가수  성취 모델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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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학습장애에 한 실제 단과 모델간에 많은 차이가 나는 원인을 설명해  수 있

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까지 학습장애 진단 실제에 한 지역수  성취 근을 지지하거

나 반 하는 연구 모두가 매우 다는 것이다. 

컨  Singer et al.(1989)는 학습장애로 진단된 학생들의 특징을 실험하기 하여 네 개

의 주단  지역사회로부터 격성 표본을 비교하 는데, 세 명 에 한 명만이 네 지역사회

를 통해서 일 되게 학습장애로 진단되었다는 것을 보고하 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양한 

지역사회로부터의 학생들이 동일 측정원칙하에서 체계 으로 비교되어지지 않았다는 제한

이 있다. 

이후에 Peterson과 Shinn(2002)은 고성취 학교구와 성취 학교구를 비교하여 능력-성취 

불일치 모델, 국가수  성취 모델 그리고 지역 수  성취 모델  어떤 것이 학교 장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단 실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비교하 다. 결과는 생태학

 모델 특성을 지닌 지역 수  성취 모델이 학교진단 실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국 학습장애라는 것이 사회  맥락이 배제된 개인 내차에 의해 독

자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고(Deno, 1989; Tilly, Reschly, & 

Grimes, 1999), 개인 내의 불일치를 찾는 것과 같은 추론 인 진단 활동을 더 이상 할 필요

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Shinn, Good, & Parker, 1999).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수  성취 모델에 한 연구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추가 으로 

고성취 맥락과 성취 맥락의 향에 해서 보다 많은 체계 인 실험이 필요하다. 비록 지

역수  성취 모델이 몇 개의 연구를 통해서 학교 진단 실제에 한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직까지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른 상태에 있다는 것이 이 모델의 가장 

큰 단 이다. 

한, 성취 모델에는 심각한 측정학  문제 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성취 수 분포상에

는 자연 인 비연속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성취 검사 수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안되고 자연 인 거 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Miles & Haslum, 

1986; Rutter & Yule, 1975; Wood & Grigorenko, 2001), 부분의 연구들은 성취 검사 수

는 정규분포이고 자연스러운 거지 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Dobbins, 1988; 

Jorm, Share, McGee, & Williams, 1985).

정규분포를 몇 가지 집단으로 구분하려는 근은 집단간 비교를 실시할 때 통계 인 문제

가 있는 것으로 비 받아왔다. 연속된 분포를 인 으로 분리하는 것은 집단내 변산을 인

공 으로 구성하고, 측정의 범 를 감소시킨다. 이 과정은 다른 측정치와 비교하 을 때 구

분되어진 범 의 상  요성을 왜곡한다. 결과 으로 검정력을 감소시키고, 범주화된 독

립 변인과 일부 종속변인간의 상 에 체 인 문제를 야기시킨다(Cohen, 1983; Maxw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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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ney, 1993). 이런 문제는 성취 모델에 의해서 학습장애 학생을 진단하는 데에도 당연

히 나타날 수 밖에 없다. 

3. 이중불일치 모델-중재반응 모델

지 까지 학습장애를 진단하는 여러 가지 불일치 모델에 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불일

치 모델은 학생이 우들과 비교하여 재 낮은 수행 수 을 보이고, 우들보다 실제 낮은 

진 도 수 을 보일 때 학습장애로 진단하는 것이다(Fuchs & Fuchs, 1998). 

이 이 불일치 모델은 이 에 모델들과는  다른 측면에서 읽기 문제를 심으로 학습

장애를 진단하고자 하는 흐름이다. 이것은 특히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음운인식 로그램으

로부터 읽기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약 30%( : Brown & Felton, 1990; Fuchs, Fuchs, Mathes, 

& Simmons, 1997; Juel, 1994; Mathes, Howard, Allen, & Fuchs, 1998; Torgesen, Morgan, 

& Davis, 1992)와 특수교육 요구 아동의 50% 는 그 이상( : Fuchs, Fuchs, Thompson et 

al., 2002; O'connor, 2000; O'connor, Jenkins & Slocum, 1995)이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한다

는 사실에서 출발하 는데, 이런 학생들은 처지- 항자 는 무반응자로 불리워 졌다. 

이 학생들이 일반 으로 효과 인 처치에 해서 무반응하는 원인에 한 연구들이 최근

에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읽기 장애 즉 학습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

다(Vellunito et al., 1996). 

둘째, 지난 4반세기동안 학습장애 아동을 진단하기 해서 사용되어졌던 능력-성취 불일치 

모델 보다 처치 심의 패러다임을 선호하는 연구자와 정책입안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Lyon et al., 2001). 

셋째, 학습장애 아동의 진단과 재가 보다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인종간의 분포가 

차별 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Speece, Molly, & Case, 2000). 

이로 인해 일부 연구자들은 이들을 해서 능력-성취 불일치보다는 재에 한 반응으로

써 학습장애를 개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Fuchs et al., 2001; Gresham, 2001).

컨  Gresham(2001)은 학습장애 학생의 별을 한 행의 능력-성취 불일치 방식에 

한 안을 고려해야하는 두 가지 요한 이유를 제시하 다. 첫째, 행의 불일치 방식에 의해 

얻어진 정보는 교수  재를 계획, 실행, 그리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측면이 없고, 둘

째, 평가 차와 재 간에 어떠한 직 인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이다. Gresham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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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능력-성취 불일치 모델의 사용은 각각 따로 측정된 표 화된 평가 결과간에 오직 불일치에

만 을 두는 것으로써 재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Gresham은 이에 한 

안으로 평가와 재를 묶는 근을 제안하 다: 학생이 재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를 묘사

하는 사 -그리고-사후 재 평가. 이 근을 사용하기 하여, 타당한 재가 성실히 실행되

고, 학생의 수행이 만족스럽게 개선되지 않을 때에만 학습장애로 별하게 된다. 

이를 해서 Gresham이 제안한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a) 학생의 수행이 측정되어

야 한다, (b) 수행을 개선할 것 같은 재가 선택되어야 한다, 그리고 (c) 재는 처치 타당

도가 있어야 한다. 재의 효과를 결정하기 한 필수 인 것은 교수동안 학생의 수행을 모

니터하기 해 요구되는 평가이다. Gresham은 이를 해서 교육과정 심 측정(CBM)이 

격성을 단하기 해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Stecket & Fuchs, 2000). 교육과정 심

측정은 교수상의 효과성을 모니터 하기 하여 사용될 수 있고, 한 후 계 요소(즉, 선

행사건과 후속사건)를 악할 수 있도록 구성된 데이터-기반의 응용행동분석 모델이다. 더욱

이, 교육과정 심측정의 별 도구는 타당화된 재와 함께 사용되어질 수 있다. 컨 , 

읽기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하여, 읽기 정확도(reading accuracy), 읽기 빈도(reading 

rate), 그리고 읽기 이해(reading comprehension)와 같은 측정 거들은 직 교수(direct 

instruction)와 략 훈련 모델(strategy training models)과 같은 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

다(Elksnin, Bryant, Gartland, King-Sears, Sosenberg, Scanlon, Strosnider, & Wilson, 2001).

이런 이  불일치 모형의 장 은 특수교육 서비스를 한 격성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

장을 보장하기 하여 교수  효과성을 지속 으로 측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이 특수

교육 서비스에 격하다고 단되든지 그 지 않든지 상 없이 측정과 재과정은 재의 

효과와 재에 한 반응의 증거로써 지속되어진다는 것이야말로 학생 심의 최 의 서비스

인 것이다. 

그러나 이  불일치 모델과 같은 재 반응 평가를 채택하게 되면  교육체제에 추가

인 비용을 투자해야 하고 비용 효과성을 생각할 때 볼 때 얼마나 이 모델이 설득력 있는 지

는 의문스럽다(Fuchs, 2001). 한, 교육 장에 용하기 한 평가도구의 부족, 충분한 문

가와 물리  자원의 부족, 타당화된 실행반안의 부족, 국가수 의 실행 가능성에 한 의문, 

다양한 연령 에 한 연구 부족 등의 문제 을 가지고 있다(Vaughn, 2001). 

한, 이 불일치 모델에서 주장하는 ‘선 재 후진단’ 근을 해서 주로 활용되어지는 

교육과정 심측정(CBM; Curriculum-based mearsurement)에 한 비 도 존재한다. 교육과

정 심측정에 한 주된 비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심측정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교사들은 오랜 세월동안 학생 성취

를 측정하기 해서 교육과정을 사용하여 왔다(Tucker, 1985). 그리고 교육과정 심측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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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름의 거 참조검사일 뿐이다(Taylor, Willits, & Richards, 1988). 

둘째, 읽기 수행과 진 에 근하기 해서 읽기 유창성을 사용하는 교육과정 심측정의 

타당도를 지원하는 증거들이 있지만, 그것이 재에 직 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발견되

지 않았다. 

셋째, 교육과정 심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아직 설정되어지지 않았다(Mehrens & 

Clarizio, 1993; Shinn, 1988). 교육과정 심측정의 내용에 근거가 되는 교육과정 형식 때문

에 교육과정 심측정의 타당도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Coulter, 1985), 그리고, 교육과정

심측정은 궁극 으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과정보다 나을 수 없다(Neisworth & 

Bagnato, 1986). 

넷째, 소수인종들을 과 추정하는 것은 교육과정 심측정이나 규 참조검사가 다르지 않

다(Taylor et al., 1988). 따라서 교육과정 심측정의 사용을 통해서 학생들을 오진단을 제거

할 수는 없다(Bursuck & Lessen, 1987; Lombard, 1988; Taylor et al., 1988). 

결론

학습장애를 어떻게 진단하고 별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학습장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교육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일반교육이나 특수교육 모두에서 요하며 혼란스러운 

논쟁거리이다. 특히 학습장애 진단과 별에 있어서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하는 다양한 불일

치 모형에 한 논의는 이런 논쟁의 핵심사항이다. 능력-성취 불일치 모델, 성취 모델 그

리고 이  불일치 모델까지의 불일치 모델의 발 을 볼 때 학습장애의 역사가 불일치 모델

의 논쟁사라고 해도 과장이 아닌 듯 하다. 

능력-성취 불일치 모델은 지능 는 능력과 성취라는 두 가지 요인간의 분포를 통해 진단

을 하다보니 복잡성의 문제와 기술 인 논쟁을 지속 으로 야기시켜 왔다. 특히 지능이라는 

요소는 연구자들간에 합의하기 어려운 지속 으로 변화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

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학교  임상 장에서 학습장애 학

생을 진단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결국 학습장애로 진단되어진 상당수의 학생들은 

지능-성취 불일치 모델에 합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 다고 하더라도 다른 두 

가지 모델들 성취 모델과 이 불일치 모델이 과연 실 인 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

스럽다. 이 두 가지 모델들은 이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장 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연구기반

을 가지고 있는 가의 문제와 실용 인 측면에서는 지능-성취 불일치 모델을 체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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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듯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에 한 반응을 고려하는 이  불

일치 모델은 교육을 심으로 진단의 조망을 바꾸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 이고 지속

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모델임에는 틀림없다. 

지 까지의 불일치 모델의 발 을 보았을 때는 다음과 같은 잠정 인 결론을 내릴 수 있

을 것이다. 

첫째, 능력-성취 불일치 모델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비 을 받고 있으나 학

습장애 진단과 별에 있어서 단계까지의 가장 실 인 방법이다. 오랜 기간 동안의 축

된 연구로 인하여 장 과 단 이 상당히 밝 져 있는 상당히 안정된 진단모델이다. 특히 

공교육 상황에서 교사나 학부모가 학습장애로 진단되어진 학생에 해서 이해하는 데에 있

어서 가장 쉽고 의미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둘째, 성취 모델은 장에서 학습장애를 진단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를 가

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생태학  모형을 고려한 지역수  성취 모델은 일선 학교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단 실제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다. 그러나 이것은 선행연구

를 통한 이론 인 논의일 뿐이다. 실제에 있어서 미국과 같은 형 연방국가 아닌 우리나라

에서는 지역수  성취 모델보다 국가수  성취 모델을 통한 진단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모델이다. 

셋째, 이  불일치 모델은 교육의 궁극 인 목표를 가장 잘 반 한 모델이며, 재 상황에

서의 강력함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속 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실 용 가능성에 

해서 매우 의문스럽고, 이 불일치에서 요구하는 진 도 수 의 표 오차에 한 문제에 

해서 뚜렷하게 답하고 있지 못한 것이 재모델로서의 뛰어남에 비해 진단모델로서의 

한계 으로 여겨진다. 결국 재까지는 다양한 불일치 모델이 마다의 장단 을 가지고 있

는 때문에 각각의 장단 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학습장애 진단과 별을 이해하고 용해

야 한다는 결론까지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각각의 불일치 모델이 추구하는 지향 이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한 요소로 일 성을 가지고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한, 미국을 심으로 이루

어져왔던 다양한 불일치 모델의 개념과 장단 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외

국과 국내에서 이루어진 학습장애 연구동향을 많이 반 하고 있지 못한 제한 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학습장애 진단과 별에 련한 이론  논의는 일부 이루어져 왔

으나 출 율 문제를 포함한 불일치 모델간에 비교연구가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이다. 지 까지 이루어진 연구개 을 통해서 볼 때 국내에서는 학습장애 진단모델을 기

로 한 출 율 조사 비교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학습장애 진단과 별의 제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각 모델간에 출 율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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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한 측정학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어떤 모

델이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합하고 비용효과성이 높으며, 장 용가능성이 높은 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능력-성취 불일치 모델과 성취 모델간에 임상  진단 실제에

서의 차이 정도를 알아보는 것은 필수 이다. 한, 이  불일치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재  

효용성을 살리기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것들이 선행되어야 할지에 한 분석이 필요

하며, 이  불일치 모델을 운 하기 한 기 가 되고 있는 교육과정 심측정에 한 다각

도의 연구 한 요구되어진다. 

학습장애 역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학습장애 역은 신생학문에 해당 되어지며, 이 역

이 포함하고 있는 학생들의 출 율은 기타 다른 장애 역을 합친 것과 비슷하거나 더 크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특수교육의 성패는 학습장애 역을 어떻게 진단하고 별하며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결국 앞으로 학습장애의 문제를 어떻

게 효과 으로 다룰 것인가는 모든 교육 문가에게 던져진 채무이자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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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epancy Models for Identification of Learning 

Disabilities:

Overview*

2)Kim, Dong-il** ․ Hong, Sung Doo**

This study examined the issues of the discrepancy models for identification of learning 

disabilities(LD). We analyzed three type of severe discrepancy approaches - IQ and 

achievement discrepancy model(intra-individual achievement discrepancy), lower achievement 

discrepancy model(inter-individual achievement discrepancy), dual discrepancy model. As a 

type of IQ and achievement discrepancy model, the regression approach was recommended 

for its precis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However, it's also criticized for complexity and 

controversy over IQ construct. Lower achievement discrepancy model provided the most 

satisfactory explanation for school-based and clinical-based LD identification practices. Yet, 

this model had a measurement problem about cut-off score that divided a continuous 

distribution into arbitrary two groups; LD vs non-LD. Dual discrepancy model was 

characterized by the evidence-based intervention over a period of time, with emphasis on the 

education of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But, major problem of this model is additional 

expenses and sophisticated test battery for measuring slope of achievement. Since each model 

has advantages as well as disadvantage, for the Korean researchers, analysis on the real 

data-based differences of each discrepancy model and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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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dentification of LD are in order. 

Key words: Learning Disability, Identification, Classification, Discrepancy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