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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으며, 6개월 동안의 유아영재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5점 척도의 체크리스트에 의한 수행평가를 실시하
였다. 지필검사와 진단수업에 의한 평가가 얼마나 프로그램에서의 수행 수준을 예언해 주는가를 살펴본 결과, 
기초능력검사와 같은 1회성 지필검사보다는 다단계로 진행되는 진단수업 프로그램에 의한 평가결과가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수행을 잘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유아영재의 정의적 측면에 대한 
평가결과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수행을 가장 잘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측면의 진단 뿐 아니라 정
의적 측면의 진단 역시 영재판별과 진단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유아영재를 
대상으로 영재성을 판별할 때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측면을 진단할 수 있는 판별도구를 사용하
여 다단계 진단을 실시한다면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적합한 대상자의 선발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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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의 재교육진흥법을 살펴보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 을 도

모하고 국가․사회의 발 에 기여하게 함”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 23개 학교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재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공교육 장에서의 재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음에

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아 재는 재교육의 상에서 완 히 제외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린 연령의 재교육에 한 공 인 심을 증 시키거나 유아 재교육

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고, 이는 특히 유아 재의 선발과 련하여 

그 문제가 보다 요하게 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Roeper(1977)에 의하면, 유아기가 재교육에 있어서 가장 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아

동들의 학습태도와 유형이 거의 형성되고 고정된다고 보았다. 한 일반 으로 발달심리학

자들도 유아기에 최 한 는 최상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의 잠재능력을 최 로 

발 시킬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지 한 바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96에서 재인용). 

때문에 발달론  으로 살펴보더라도 재교육은 보다 어린 연령의 재아동을 기에 

별하여 합한 재교육을 통하여 최상의 성취를 이루게 하는 것이 요한 것이다. 

Stanley(1976)도 지능이 우수한 아동들을 조기에 별하여 한 교육을 통해 최상의 성취

를 이루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요한 것인지를 역설한 바 있으나. 이러한 재의 별이 어

린 연령의 시기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재’라는 정의의 문제와 더불어 ‘유아’라고 하는 특정 시기의 발달  특성 때문에 재성

이 쉽게 드러나기 어렵고,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별하고 측정할 수 있는 도

구 한 치 못함에서 오는 문제가 있다. 재의 별에 한 문제를 다루기 해서는 

우선 재성의 정의에 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재성에 한 정의는 시 와 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정의내리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근래에 와서는 재를 정의할 

때 재의 지  능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정의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Feldhusen, 1986; Renzulli, 1978; Tannanbaum, 1983). 하지만, 이 게 

재아들이 가지고 있는 지 ․정의  특성과 다면  요인을 가진 재아를 별하는 데 있

어서 아직도 6-9세 아동을 상으로 하는 많은 재교육 기 들은 일회에 걸친 지능검사나 

그와 상응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별과정은 주로 아동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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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측면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의 특성  정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의 정의  측면을 포함한 다면  특성들을 함께 별 할 

수 있는 도구에 한 연구와 개발이 시 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 유아 재교육기 에서 실시하는 별 차와 도구를 분석하여 아동의 유아

재교육 로그램에서의 수행을 보다 정확하게 언하는 진단도구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는데 

목 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1회성 지필검사인 기 능력검사의 진단결과와 재교육 로그램에서의 수행 수  간에

는 어떠한 상 계가 있는가? 

2. 다단계 진단수업을 통한 진단의 결과와 재교육 로그램에서의 수행 수  간에는 어

떠한 상 계가 있는가?

   2-1. 진단수업의 인지  측면을 고려한 평가결과와 재교육 로그램에서의 수행 수  

간에는 어떠한 상 계가 있는가?

   2-2. 진단수업의 정의  측면을 고려한 평가결과와 재교육 로그램에서의 수행 수  

간에는 어떠한 상 계가 있는가?

   2-3. 진단검사의 각 요소와 재교육 로그램 수행의 언 간에는 어떠한 상 계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유아 영재의 특성

재의 특성을 악하는 것은 재를 정의함에 있어서는 물론 재를 별하고 로그램

을 개발하기 한 거로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장언효, 조석희, 1980). 유아 재의 특성을 

살펴보면, 보통 아이들보다 더 활동 이고 주 사물들에 해 더 많은 흥미를 보이며, 수면

시간이 다. 한 언어 사용의 복잡성  정확성을 보이며, 일 이 책읽기를 시작하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특성을 보인다. 유아 재들은 기억력이 탁월하고 지식 흡수에 한 

욕구가 단히 크며, 매우 빠른 속도로 정보를 획득하고, 창의 이며 과제에 한 집착력이 

단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감각․운동․지  발달 측면에서 래들이 보이는 발달 

수 보다 체로 더 조숙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조석희 외, 1996).

Abraham(1976)에 따르면 재들은 일반 아동들보다 더 일  걷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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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집 과 응을 잘하며 착하고 유머가 풍부하다고 하 고,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며 행복

하고 일에 몰두하고 독립 이며 능동 이라고 하 다. Gallagher(1975)는 이들은 독자 이고 

정열 이며 자주 이기도 하고, 순응을 거부하고 칭찬받는 것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며 

높은 사회  가치와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 두고 있다.

Terman(1925)은 그의 서 ‘천재의 유 학  연구’에서 부분의 재아들은 평재아보다 

학업성취 면에서 훨씬 앞서고, 정서 으로 안정된 편이며, 래들 속에서도 인기가 많고, 

한 리더 역할을 하고 평균 아동들에 비해서 신경증이나 정신병이 없는 편이라고 주장했다. 

한 신체 으로 볼 때, 평재들에 비하여 건강한 편이며 체격조건도 약간 우월하다고 했다.

경원(2000)에 의하면, 재는 일반아와 비교되는 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재는 

자신이 흥미를 가진 일에는 장시간 몰입하여, 열정 으로 활동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지속 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에 해서 정 인 자아개념을 가

지고 있는 편이고, 외부의 통제 없이도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안다.

유아 행동을 찰할 때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Tuttle & Becker(1983; 유연옥, 2002

에서 재인용)이 제시한 유아 재성의 여섯 가지 역의 특성과 행동은 <표 1>과 같다.

재아들의 다양한 특성들 에서 본 연구가 재의 수행 수 을 언해  수 있는 요인으로 

특별히 심을 가지고 있는 과제집착력, 학습동기, 주의집 과 수행속도 등에 해 살펴보았다.

가. 학습동기

동기(motive)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의 ‘movere'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움직인다”는 

의미를 가진다. 유기체를 내부로부터 움직여 행동의 실행 는 목표 추구로 향하도록 하는 

것을 ’동기‘라 하며, 이런 상태로 이끄는 것을 ’동기유발‘(motivation)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

면, 동기란 유기체가 요구에 따라 행동을 일으키고 유인체가 있을 때 그것을 찾아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 체를 뜻하는 것이다(윤운성, 1999). 

일반 으로 이러한 동기는 그것이 어떻게 유발되느냐에 따라 외  동기와 내  동기로 구

별하고 있다. 즉, 학습행동의 근원이 되는 힘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의해 발될 수도 있

고, 개인의 내면 인 요인에 의해서 발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자인 외  동기는 

과업의 완성을 한 욕구나 보상을 얻기 한 활동의 수행, 외부 으로 유도된 만족이나 이

익을 가리키며 후자의 내  동기는 내면화된 동기나 그들 자신의 안정, 만족감, 성취감  

자기보상을 해 활동을 하도록 유도된 동기를 말한다. 특히 학습동기는 학습자들의 학업성

취를 의의 있게 언해 다는 에서 요하다고 하겠다(조원성, 1996).

김 채(1990)는 학습동기란 학업의 성취를 한 동인과 그의 충족을 한 노력 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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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영재성의 특성과 행동

조기언어 획득
･ 풍부한 어휘를 사용한다. 
･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말한다. 
･ 초기에 자주 이야기 한다. 그러나 무조건 일찍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숙한 언

어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소근육과 
대근육

운동기능

･ 쉽게 잘 걷고, 기어오르고 달린다. 
･ 가위, 연필, 크레용 등과 같은 작은 물건을 잘 다룬다. 
･ 그림과 단어를 그대로 재현한다. 
･ 도구를 잘 다룬다.

지적영역

･ 책을 많이 읽는다. 
･ 산수 문제를 푼다. 
･ 다양한 아이디어에서 연상을 이끌어 낸다. 
･ 사실과 사건을 기억한다.
･ 사회적 이슈와 도덕적 이슈에 관심이 있다. 
･ 주의 집중범위가 길다. 
･ 이유를 묻는다.

사회적 영역
･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갖는다. 
･ 자기 확신이 있고 독립적이다. 
･ 집단 활동을 조직하고 이끈다. 
･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활동적이다.

창의적 영역
･ 생생한 상상을 한다. 
･ 단어와 아이디어로 하는 놀이를 즐긴다. 
･ 아주 발달된 언어적 유머를 자주 보인다. 
･ 상상적인 방법으로 물체, 장난감, 색깔을 사용한다.

특정영역
･ 악기를 연주한다.
･ 스포츠를 잘한다. 
･ 일반적으로 특정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능력을 보인다.

<표 1> 유아 재성의 지표가 될 수 있는 특성과 행동 (Tuttle & Becker, 1983)

의 활성화와 지속의 정도로서, 자기조정 리, 목표설정, 주의집  등 인지  분 기의 조성

과 유지에 계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하 다. 권형자(1992)는 학습동기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동기의 여러 유형 의 하나이며, 학습에 한 의욕, 태도, 목 의식, 의지의 정도 등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 다. Brophy(1988)는 학습동기의 개념을 ‘학습자들이 의미있고 가치있는 

학업  활동을 모색하고 그러한 학업  활동으로부터 의도한 학업  이 을 획득하기 해 

노력하는 경향성’이라고 하 다. 

나. 주의집

주의, 는 주의집 (attention)이라 불리는 개념은 외형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체

를 악하기 힘들고, 정의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Kirk & Chalfant(1984)는 주의 집 이란 “

련 자극에 선택 으로 집 시키는 과정”이라 정의하 으며 Reid와 Hresko(1981)는 주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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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   외  자극에 의식을 집 하는 능력”이라 하 다(이상춘, 1986에서 재인용).

이들 정의에서 공통된 은 자극에 한 의식의 집  과정을 주의집  이라고 한다는 것

이다. 한 이들 연구들은 각 개인들이 일정한 짧은 시간동안 그들 자신들이 처리할 수 있

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제시받았을 때 그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는가에 심

을 두어 이를 ‘선택  주의 집 ’이라고 하 다. 이러한 선택  주의 집 을 설명하기 한 

모형으로는 한 번에 단지 하나의 메시지의 의미만을 분석하며, 단지 하나의 메시지만 

으로 주목한다는 여과모형(filter model), 메시지의 물리  속성을 분석함으로써, 충분한 주의

가 주어지는 하나의 메시지를 선택한다는 약소화 모형(attenuation model),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단기 기억장치에 그 로 달되고 재인되고 선택  처리가 단기기억에서 일어난다는 

사후 선택 모형(model of late selection)등이 있으며, 이러한 모형들에 의해 선택  주의 집

은 물론 주의 집 의 개념도 명백해졌다(이상춘, 1986).

주의 집 과 학습은 한 련이 있음을 지 한 연구(조인수, 1998)도 있으며, 일정 기

간 동안 다양한 과제 상황에서 주의 집 을 할 수 있는 것은 학업 성취와 행동 변화에 요

한 요인이 되고, 나아가 인간 생활에서 약간의 각성 수 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최우선

인 지각  기능이라는 에서 주의 집 의 요성을 강조하기도 하 다(김 채, 1990에서 

재인용).

Naglieri(1993)의 연구를 살펴보면, 계획 으로 주의 집 시킨 자극은 학생들의 개념화에 

도움을 다고 하 으며, 특히 주의 집 을 방해하는 자극들을 제거하고, 련 자극을 체계

으로 제공하는 것은 연령이 어린 아동과 학습 장애아동들의 개념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

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통 으로 학습에 실패하는 아동들은 스스로 련 자극에 

한 선택  주의 집 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에 처하기 해서 교사

는 련 자극들을 단계 으로 혹은 집 으로 구조화 시켜 성공 인 학습 결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하 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 볼 때, 주의집 이 학습의 수행에 미치는 향은 크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주의 집 이 탁월한 경우 그러한 주의 집 력을 바탕으로 로그램의 수행을 보

다 잘 이루어낼 수 있다면 그것 역시 재 별 단계에서 유념해야 할 요한 정의  측면 

의 하나일 것이다.

다. 과제집착력

Renzulli(1978)는 과제 집착력을 과제 해결에 한 열의 는 과제에 한 정 인 태도

라고 보았으며 재들은 부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해서 무척 집착하는 경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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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과제 집착력은 단순한 호기심과 심의 차원을 넘어서서 제반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존재한다. Roe(1952)는 64명의 명한 과학자들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수  높은 일(task)에 한 강한 집착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도 하 다. 

경원(2000)은 과제집착력을 일정한 시간동안 꾸 히 작업하는 능력인 인내심으로 학습

과 성공에 요한 요소라고 하 다. 재아들에게 과제집착력을 길러주는 것은 특히 요한

데 동기유발과 강화를 통해 진될 수 있다고 하 으며 재아들은 그들의 부모와 교사에 

의해서 과제집착력이 강화되지 않을 때 미성취아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 

이러한 과제집착력 역시 앞서 말한 주의집 력과 같은 맥락으로 재가 가지고 있는 정의

 특성으로 설명되며 다른 재의 특성과 함께 별에 있어서 고려해 보아야 할 정의  측

면  하나일 것이다. 

라. 수행속도

수행속도는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 즉 한 집  시간 동안 처리하는 수행의 속도를 말

한다. 이종승(1981)의 연구에 따르면, 학업성취와 가장 한 계를 지닌 변인으로 이 같은 

수행속도에 따른 다양한 학습행동을 들었는데 재는 일반 아동보다 과제 해결을 하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한 계획을 세워 시간의 낭비를 이며, 더 은 횟수 내에 주어

진 과제를 성공 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수행속도는 학업 성취를 설명해 주는 

요한 변인이며 학습시간 즉 수행의 속도와 학업 성  간에 한 계가 있음을 밝혔다.

때문에 재성을 지닌 아동일수록 과제를 해결하기 해 들이는 시간이 보다 경제 이며 

계획 일 수 있을 것이며 이 같은 이 별 상황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영재의 판별

가. 재의 별 방법과 특징

재의 별에 해 김홍원(2003)이 제시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성의 정의와 

별은 일 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다. 셋째, 여러 단계에 걸

쳐 별하여야 한다. 넷째, 지속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별 상에 따라 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여섯째, 가  조기부터 실시하여야 일곱째, 충분히 수  높은 검사

를 사용하여야 한다. 여덟째, 나이에 따라 이 달라져야 한다. 아홉째, 배타성의 철학보다

는 포 성의 철학에 입각해서 별을 실시하여야 한다. 열째, 재 별 검사에서 얻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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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도구 특징

지능검사

･ 집단지능검사와 개인지능검사가 있다.
･ 집단지능검사는 정확한 판별이 어렵다.
･ 개인지능검사는 고차원, 종합적인 고등사고능력, 조작능력, 감각운동능력의 

측정이 가능하다.
･ 개인지능검사는 일대 일 검사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 개인지능검사라 할지라도 일반아동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능력이 뛰

어난 학생이나 고학년 학생의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학업성적

･ 시험의 문항이 암기된 지식, 원리, 개념을 단순하게 적용해서 해결하는 낮은 
수준의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측정하는데 그친다.

･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쉬운 문항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영재를 판별하
기 부적합하다.

･ 영재 중에 획일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나, 흥미도에 따라 학습 부진이 누적된 
경우에는 영재성을 지녔어도 학업 성적이 부진하여 발굴하기 어렵다.

<표 3> 별도구의 종류와 특징

판별방법 특징

자가 판별법
･ Brandwein(1955)이 주장하고 실행한 판별볍
･ 오류의 부정적 효과 최소화
･ Renzulli의 회전문 모형에 적용
･ 과학영재 발굴 시도에서 성공적 결과를 거둠

학교가 
주도하는 
판별법

일회적 
검사실시에 의한

심리측정적 
접근방법

･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단기간 실시
･ 지능지수에 많은 비중을 두는 편
･ 가장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법
･ 현장에서는 일차원적 판별방식 적용으로 인한 오류를 유

발할 수 있다

종합적인 
관찰에 의한 판별방법

･ 인지적, 정의적 측면 모두 고려
･ 장기간 실시
･ 모스코바 대학, 노보시비르스크 대학 부설 영재학교, 이

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The High School of Art & 
Science 에서 실시

다단계 판별방법

･ 제 1단계: 학교에서의 학업 성취에 대한 누가 기록 및 
관찰내용에 의거한 추천

･ 제 2단계: 표준화된 지능검사, 적성검사, 흥미검사, 창의
성 검사, 학업성취도 검사의 실시

･ 제 3단계: 전문가에 의한 문제 해결과정의 관찰, 평가
･ 제 4단계: 교육 프로그램에의 배치, 관찰

<표 2> 재 별방법의 구분  특징

정보는 지속 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재교육 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별방법을 구분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면 <표 2>와 같

으며, 다양한 별도구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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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도구 특징

교사. 학부모, 
동료의 지명

･ 지명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 학업이 우수하거나 모범적인 아동이 영재
성을 가진 것으로 판별되기 쉽다.

･ 지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영재성에 관한 전문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 영
재성의 판별이 어렵다.

･ 동료들은 교사, 학부모가 미처 관찰하지 못한 특성을 잘 관찰할 수 있다.

행동특성 검사지
･ 교사, 학부모, 동료가 할 수 있다.
･ 조사자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영재성 규명이 어렵다.
･ 과제집착력, 관심영역, 동기, 학습태도 등의 정의적 특성과 행동특성에 관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 낯선 문제 상황에서 알고 있는 지식, 원리, 문제 해결 방법을 새롭게 재조
직, 재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 개발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는 수학, 과학, 
언어 등 교과 영역에서의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측정할 수 있다.

･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조
석희, 시기자, 지은림, 1997; 김홍원, 김명숙, 송상헌, 황동주, 1997).

표준화된 
학업성취도 

검사

･ 해당 교과 내에서 다른 학교 학생과의 실력비교가 가능하다.
･ 연령 수준에서 몇 % 이내의 성취를 하였는가의 방법과 그 중 우수한 성취

를 보인 학생을 선별하여 다시 상위연령 수준의 학업 성취도 검사를 받게 
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 SMPY, STEP, CEEB, 중등학교 및 대학 수학능력 검사 등이 있다. 
적성검사

･ 학습에 영향을 받지 않은 특정 영역에서의 타고난 능력을 측정한다. 
･ 영재들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우수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문항의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영재성을 
보여주는 
행동이나 
산출물

･ 학교상황 : 수업 중에 나타나는 아이디어와 과제의 수준과 질, 여러 가지 
교내 경시/경연대회, 발명품 전시회 입상 성적, 특별활동과 산출물 등을 평
가한다.

･ 학교 이외의 상황 : 외부 경시/경연 대회나 전람회 입상성적, 외부 영재교육 
관련 활동 참가 경력, 집이나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산출물의 
질 등을 평가한다.

학생의 
자기보고서

･ 자아개념, 흥미, 가치, 학교 내․외에서의 활동과 성취 등에 대한 자기 설명서
이다.

･ 교사, 부모, 동료가 파악하기 어려운 학생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교사의 
관찰보고서

･ 위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검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교사가 작성하는 기록이다.
･ 검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교사의 판단을 기록한다.
･ 영재성이 나타나는 영역과 영역 안에서의 구체적인 하위 영역이나 활동을 

기입한다.
･ 조기 진급, 졸업 결정 등의 최종 판단을 위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표 3> - 계속

나. 유아 재 별 

1) 유아 영재 판별의 원리와 유의점
이 석(2004)에 의하면, 재아의 발견 기도 그 연령이 차 하향화 추세에 있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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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 방향도 산출물 주에서 과정 주로 환하고 있는 것이 세계 인 추세이다. 한, 

Rimm(2001)은 재아 진단이 유아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 다. 

첫째, 지  재아는 유아교육 기 의 다양하고 풍부한 환경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일  재아를 진단하는 것은 재아의 특성을 길러  수도 있는 동시에 약 을 

보완해  수도 있다. 셋째, 유아 재의 지 성장  발달에 한 기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래 유아들과의 동  상호작용의 이 을 최 화할 수 있다.

유아는 다른 연령에 비해 발달  특성이 독특하기 때문에 일반 으로 재아나 재 학생

들에게 용하는 진단기법들을 그 로 유아에게 용하는 것은 부 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석(2004)은 다음과 같이 재진단 방법의 기본 원리들을 시하 다. 

첫번째, 제한된 재 개념보다 융통성 있고 다양한 재 개념을 채택한다. 

두번째, 정 인 지능 보다 다면 , 다  지능 을 채택한다.

세번째, 한 두 가지 진단기 에 의거하기보다 다양한 진단기 에 의해 재아를 진단한다.

네번째, 규 , 표 화된 차에 의한 진단방법보다 역동 , 과정 , 연계  진단방법을 

채택한다.

다섯번째, 재진단 목   방향은 분리, 격리, 차별보다 합류, 통합, 수월성 교육의 방향

으로 지향한다.

여섯번째, 개별 유아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보여  다양한 수행평가 자료( , 포트폴리오 

자료)에 의해 잠재 재아가 진단되어야 한다. 

일곱번째, 미래사회의 변동 상황에 극 으로 부응할 수 있는 변화된 재 에 부합되는 

재진단 방법과 차를 고안해야 한다.

여덟번째, 재진단 방법은 재교육 로그램의 목 과 내용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아홉번째, 특정 시 에 One-Shot식 진단방법보다 반복 , 지속 , 주기  진단 차가 이

루어져야 한다.

열 번째, 진단, 수업, 평가라는 학습과정의 문맥 하에서 재진단 방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열한번째, 유아 재진단은 성취, 학습결과, 외  행동 등 기능(Functioning)에 한 진

단보다 잠재성(Potential)을 염두에 둔 진단을 한 측정도구 채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열두번째, 재진단은 다원  자원들(교사, 부모, 래유아, 문가, 상담자, 행정가 등)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2) 유아영재 판별절차
조용태(2001)가 제시한 유아 재 별 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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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발견단계(locating phase)에서는 어떤 특정 집단에서 재성이 있는 것으로 단되는 

유아들을 찾아내어 심리검사 문가나 문기 에 의뢰하는 과정으로서, 사례발견(case 

finding)이라고도 한다. 유아 재를 발견하기 해서는 집단 구성원들의 재에 한 올바

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선별단계(screening phase)로서, 발견단계에서 의뢰된 유아들을 상으로 일반유아와 

재유아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분하는 과정이다. 선별해야 하는 재성의 요인 는 조건

을 설정하고, 이러한 요인 는 조건을 검사 할 수 있는 검사도구와 방법을 선택하여 검사

를 정확하고 하게 다룰 수 있는 요원을 훈련시키고, 선별 수행 일정을 계획하고, 선별 

결과를 보고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셋째, 진단단계(diagnostic phase)에서는 선별과정에서 재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 유아들

을 상으로 더 심도 있고 상세한 특성을 악하기 한 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

을 통하여 유아 재의 정확한 특성을 악하여 최종 으로 재 유무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넷째, 배치단계(placement phase)에서는 진단단계어서 결정된 재 유아에게 가장 하

고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 그러한 서비스를 달하는 방법, 서비스가 가장 합하게 달될 

수 있는 환경을 결정하여 재유아를 배치하는 단계이다.

다섯째, 평가단계(evaluation phase)는 심리평가 단계와 교육평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심리평가 단계는 배치단계 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진단단계의 결과에 따라 최종 인 

재유무, 재 유형, 재성 정도를 단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교육평가 단계는 배치단계 

이후에 재교육 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에 한 효과를 단하는 과정이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유아 재를 상으로 한 교육 로그램을 진행 인 경기도의 G 재교육연구

원에서 일정한 단계를 거쳐 별된 6~9세 아동 30명을 상으로 하 다. G 재교육연구원은 

총 5회에 걸친 진단 로그램을 진행하여 지능 이외의 인지  측면의 발달과 정의  측면의 

발달 수 을 50  50의 비율로 비교, 고려하는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상 아동을 선발한다. 

이러한 차로 선발된 아동들에게 6개월 동안 재교육 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후에 

수행평가를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정규 재교육 로그램을 실시하기 이 에 진단도구로 활용한 것은 기 능

력검사와 진단수업 로그램이었다. 기 능력검사는 유아들의 지능, 창의성 등을 종합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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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하기 하여 Wechsler 유아지능검사(WPPSI)와 Torrance 창의력검사(TTCT)를 근간으로 

하여 연구진이 개발한 지필검사도구이다. 기 능력검사는 검사자와 아동이 일  일로 실시

하게 되며, 시각  변별력, 추론능력 등 13개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표4> 참조).

진단수업 로그램은 김 채(1998)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개발한 평가용 수업 로그

램으로서 유아들의 재성 수 을 실험  수업에서의 수행평가를 통해 진단하는 방법이다. 

진단수업 로그램은 3명 이상 6명 이하의 학생들을 한 으로 구성하여 4회 동안 이루어지

며, 수행평가는 인지  측면과 정의  측면에 해 이루어진다. 인지  측면은 기본  사고

기능, 인지  사고기능 등을 평가하게 되며(<표 5> 참조), 정의  측면은 주의집 력, 과제

집착력 등을 평가하게 된다(<표 6> 참조).

정규 재교육 로그램이 실시된 이후에는 로그램에서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하여 

담당 교사에 의해 ‘수행평가지’가 작성되는데, 5  척도의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태도( 극

성, 참여도), 인지  요소, 정의  요소, 지식  요소 등 4개 역에 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유아 재를 별하기 해 진단도구로 활용된 기 능력검사와 진단수업 로그램이 아동이 

재교육 로그램에서 보이는 수행 수 을 얼마나 잘 언해 주는가를 알아보기 해 

Pearson 단순 률상 계수를 구하여 살펴보았다.

Ⅳ. 연구결과

1. 기초능력검사와 영재교육프로그램 수행과의 상관관계

재의 지 능력을 진단하기 해 개발된 지필검사도구인 기 능력검사에 의해 지 능력이 

얼마나 재교육 로그램에서의 수행을 언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기

능력검사의 하  역별 수와 수행평가 수의 상 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를 살펴보면, 인지  측면을 진단하기 한 기 능력검사의 하  요인과 재교육

로그램 수행평가간의 상 계는 기 능력검사의 언어능력과 수행평가에서의 지식  요소

에서 r=.45(p<.05)의 상 을 제외하고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이지 않는다. 

수행평가의 하  요인  극성  참여도와 기 능력검사 하  요인들의 상 은 시각변

별, 추론, 기 지식, 공간지각(평면), 정교성을 제외한 9개의 역과의 부 상 이 나타났고, 

수행평가 하 요인  정의  요소 역시 시각변별, 언어능력, 기 지식, 수 논리, 공간지각 

(평면), 독창성과 실험능력을 제외한 6개 역과 부 상 임을 보이고 있으나, 그 상 의 정

도가 통계 인 의의를 보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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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평가
적극성, 참여도 정의적 요소 인지적 요소 지식적 요소 전체

기초능력
검사
진단

시각적 변별력 .02 .01 -.24 .03 -.62
추론능력 .02 -.01 .02 .27 .12

유추 -.25 -.16 -.12 .27 -.05
언어능력 -.30 .02 .12  .45* .13
기초지식 .06 .02 -.11 .34 .12

수리적 사고력 -.15 .03 -.04 .17 .01
공간지각(평면) .05 .22 -.01 .08 .14
공간지각(입체) -.31 -.29 -.18 .13 -.17

유창성 -.06 -.06 .16 .20 .18
융통성 -.07 -.00 .01 .09 .01
독창성 -.01 .15 .25 .30 .24
정교성 .01 .01 .29 .27 .22

실험능력 -.17 -.07 -.07 .02 -.09
전체 -.14 .01 .03 .40 .13

* p<0.05, ** p<0.01

<표 4> 기 능력검사와 재교육 로그램 수행과의 상 계

수행 평가
적극성, 참여도 정의적 요소 인지적 요소 지식적 요소 전체

인지적 
측면
진단

기본적 사고기능 .23 .19 .28 .53** .42*

발달적 사고기능 .18 .26 .29 .58** .46*

복합적 사고기능 .15 .12 .38 .48** .39*

초인지적 사고기능 .06 .27 .27 .46* .36*

전체 .22 .12 .21 .44* .35*

* p<0.05, ** p<0.01

<표 5> 진단수업의 인지  측면 평가와 재교육 로그램 수행과의 상 계

 2. 진단수업을 통한 진단의 결과와 영재교육프로그램 수행과의 상관관계

가. 인지  측면의 평가와 재교육 로그램 수행과의 상 계

재아동의 진단과정에 있어서 인지  측면을 진단수업 상에서 진단한 경우의 진단결과가 

재교육 로그램에서의 수행을 어느 정도 언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자, 진단 로그램

의 하  요인  인지  측면과 수행평가의 상 계를 살펴보았다. 인지  측면의 하  요

인은 진단 수업 로그램 상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기본  사고, 발달  사고, 복합  사고, 

인지  사고 등의 사고기능으로 보았으며 수행평가의 하  요인은 극성  참여도, 정

의  요소, 인지  요소, 지식  요소로 나타내었다. 재의 인지  측면의 사고기능 진단과 

수행평가간의 하  요인 사이의 Pearson 단순 률성 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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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평가
적극성, 참여도 정의적 요소 인지적 요소 지식적 요소 전체

정의적 
측면
진단

주의집중 .23 .54** .38 .39 .42*

수행속도 .48** .52** .50** .28 .46*

과제집착 .11 .25 .24 .24 .39
학습동기 .26 .31 .26 .05 .36*

전체 .22 .12 .21 .44* .35
* p<0.05, ** p<0.01

<표 6> 정의  측면의 평가와 재교육 로그램 수행과의 상 계

<표 5>를 살펴보면, 인지  측면의 진단에 있어서 하  요인과 수행평가 하  요인별 상

이 수행평가의 지식  요소를 제외하고는 비교  낮은 상 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요인별 상 을 살펴보면, 기본  사고기능과 수행평가 하  요인인 지식  요소는 r=.53 

(p<.01)의 상 을 갖으며, 발달  사고기능과 지식  요소는 r=.58, 복합  사고기능과 지식

 요소는 r=.48, 인지  사고기능과 지식  요소는 r=.46의 상 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정의  측면 평가와 재교육 로그램 수행과의 상 계

재아동의 진단과정에 있어서 정의  측면을 진단수업 상에서 진단한 경우 그러한 정의

 측면의 진단결과가 재교육 로그램의 수행을 어느 정도 언 할 수 있을지에 해 알

아보고자, 진단 로그램의 하  요인  정의  측면과 수행평가의 상 계를 살펴보았다. 

재의 정의  측면의 하 요인 진단과 수행평가간의 하  요인 사이의 Pearson 단순 률상

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를 살펴보면, 재의 정의  측면을 네 가지 하  요인별로 나 어 진단한 결과와 

수행평가와의 상 계를 살펴 본 결과 수행평가의 하 요인인 정의  요소와의 상 은 정

의  측면의 하  요소인 주의집 과는 r=.54 (p<.01), 수행속도와는 r=.52 (p<.01)로 높은 상

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한 정의  측면의 하  요인인 수행속도와 수행평가의 하

요인별 상 계를 살펴보면, 수행평가의 하  요인  지식  요소와의 상 (r=.28)을 제외

한 나머지 극성  참여도에서는 r=.48 (p,<01)의 상 을, 정의  요소에서는 r=.52 (p<.01)

의 상 을, 인지  요소에서는 r=.50 (p<.01)의 상 을 보여, 정의  측면의 진단에서의 하  

요인인 수행속도와 수행평가에서의 하  요인들 간의 상 이 통계 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

다. 수행평가의 하  요인에 있어서 지식 인 면과 정의  측면에 있어서 하  요인들의 진

단을 살펴보면 주의집 과는 r=.39, 수행속도와는 r= .28, 과제집착과는 r=.23, 학습동기와는 

r=.05로 다른 하 요인들에 비하여 낮은 상 을 보이고 있다. 한, 정의  측면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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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적극성, 참여도 정의적 요소 인지적 요소 지식적 요소 전체

기초능력검사총점 -.14 .01 .03 .49* .13
진단수업
프로그램

인지적 측면 .22 .12 .21 .44* .35
정의적 측면 .31 .53** .47** .45* .57**

전체 .29 .31 .35 .51** .50**

* p<0.05, ** p<0.01

<표 7> 진단검사의 각 요소와 재교육 로그램 수행과의 상 계

과제집착은 수행평가 하  요인  극성  참여도에서 다른 측면들에 비해 유의미한 상

이 없는 것으로 보 다.

다. 진단검사의 각 요소와 재교육 로그램 수행과의 상 계

재아동의 진단과정에 있어서 사용된 진단검사들 간의 상 을 통해 진단검사의 각 요소

와 재교육 로그램 수행간의 상 계를 알아보고자, 사 검사도구인 기 능력검사  진

단수업 로그램과 사후검사도구인 수행평가의 상 계를 살펴보았다. 진단수업 로그램의 

요소는 인지  측면과 정의  측면으로 나타내며, 수행평가의 요소로는 극성  참여도, 

정의  요소, 인지  요소, 지식  요소로 나타낸다. 진단검사의 각 요소와 재교육 로그

램 수행간의 Pearson 단순 률성 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 7>와 같다.

<표 7>에서 살펴보면, 기 능력검사 총 과 수행평가의 각 요소 간에는 수행평가의 지식

 요소에서의 상 (r=.40)을 제외하고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한 진단수업 로그램의 하  요소들  정의  측면과 수행평가의 각 요소 간에는 정의  

요소와는 r=.53의 상 을, 인지  요소와는 r=.47의 상 을, 지식  요소와는 r=.45의 상 을 

갖는 등 극성  참여도를 제외하고는 수행평가 체와 r=.57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을 나타냈다. 그러나 진단수업 로그램의 하  요소들  인지  측면과 수행평가의 각 

요소 간에는 지식  요소와의 상 (r=.42)을 제외하고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진단수업 로그램 체와 수행평가 체의 상 을 살펴보면, r=.50의 유의

미한 상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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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시사점

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아의 인지  측면의 하  요인  지 능력의 진단을 1회의 기 능력검사로 측

정한 결과와 로그램 수행의 언 간에는 언어능력과 지식  요소와의 상 을 제외하고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상 을 보 다. 즉, 진단과 수행평가간의 상 계에서 언어능력

의 진단이 우수한 경우의 재아가 지식  요소와 련된 수행을 우수하게 해 낼 수 있을 

뿐, 다른 역들에서의 상 은 아주 낮거나 부  상 을 보 기 때문에 기 능력검사로 이

루어지는 인지  측면에서의 진단과 재교육 로그램 수행의 언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

한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아의 인지  측면의 하  요인  사고기능을 진단수업 로그램으로 측정한 결

과와 로그램 수행의 언 간에는 수행에서의 지식  요소와의 상 을 제외하고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단 상에서 기본  사고기능, 발달  사고

기능, 복합  사고기능, 인지  사고기능이 우수한 경우의 재아들은 재교육 로그램에

서 지식  요인과 련된 수행을 우수하게 해 내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그와 비교하여 극

성이나 참여도는 낮았고, 정의  요소와 인지  요소가 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활동에서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재아동의 정의  측면의 하  요인  수행속도를 진단수업 로그램으로 측정한 

결과와 재교육 로그램 수행의 언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아의 수행속도에 한 진단결과가 우수한 경우 재교육 로그램에 해 극 이며, 참

여도가 높았고, 정의  요소와 인지  요소의 수행도 체로 우수하 으며, 한편 주의집 에 

한 진단결과가 우수한 경우의 재아동 역시 정의  측면과 인지  측면에서 고르게 재

교육 로그램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의  측면의 하  요인  과제집착  학

습동기에 한 진단과 재교육 로그램 수행의 언 간에는 수행속도  주의집 요인과 

비교했을 때보다 낮은 상 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의  측면의 진단에 있어서 수행

속도와 주의집 이 재교육 로그램의 수행을 언하는데 많은 향을 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에 비해 정의  측면의 진단  과제집착과 학습동기는 재교육 로그램의 수행

의 언과 련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재의 별도구  기 능력검사보다 진단수업 로그램이 재교육 로그램 수행

의 언과 통계 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기 능력검사와 같이 1회에 진행되는 지

필검사보다 진단수업 로그램과 같이 다단계로 진행되는 검사인 경우, 유아 재의 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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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발달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고려한 별이 이루어지며, 그로 인하여 재교육 로

그램의 수행을 보다 잘 언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은 와 같은 결론에 근거하여 유아 재교육 로그램의 상을 선정함에 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재성을 진단하고 별하는 데 있어서 1회성의 별검사로는 보다 

정확하게 재성을 진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유아와 같은 어린 연령을 

상으로 하여 재교육 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과 별이 보다 많은 요

인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지능검사와 같은 일회성 표 화검사로 재성을 

별하고자 한다면 유아들의 발달 특성상 검사 상에서 드러나기 어려운 재성의 요소들이 

간과될 가능성이 크며, 다단계에 걸쳐 유아 재의 특성을 다양한 요인별로 별 가능하도록 

해야 드러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인지  측면의 진단 뿐 아니라 정의  측면의 진단 역시 재 별

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연구의 필요성에서 밝힌 바와 같

이 과제집착이나 내재된 동기, 주의집 과 수행속도와 같은 정의  측면이 인지  측면에 

향을 미치며 재성을 정의할 때에도 정의  측면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

을 고려할 수 있으려면 인지  측면만을 고려한 진단보다는 재성의 다양한 측면들을 포

하는 별도구와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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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alidation study on the identification procedures 

for gifted students at early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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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gain an appropriate understanding of how to effectively identify gifted 

young children, this study aims to draw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forecasts 

to results of one-off paper-based examination and the results of multi-step diagnosis 

classes that examine cognitive and affective domains of a child. The subjects in the study 

are 30 children who are between the ages of 6 to 9 years old and are identified as 

gifted children. As pre-test, a one-off paper-based examination and participation in 4 

times diagnosis classes consists of a team setting is used. After six months of the gifted 

education program, a performance assessment was conducted as a post-test and a 5 

points Check-list was used. According to the results, a diagnosis classes that is processed 

through multiple steps can forecast performance of educational programs for gifted 

children better than one-off paper-based examinations like the Basic Skills Test. Through 

this research, we discovered that not only cognitive diagnosis should be considered 

seriously, but it is also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the affective side. If multi-step 

examinations are conducted, along with both cognitive and affective domains, especially 

when determining the giftedness of children, then future performance of these gifted 

children can be more accurately predicted, and this information can help provide better 

nurturing to these young gift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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