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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수학학습에서의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학학습장애 위험아동을 조기 판별하여 적절한 조기 중재를
제공하고 형성평가를 통해 진전도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수학학습장애 조기 판별 관련 연구에서
는 수감각을 주요한 변인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수감각이 수학학습장애 위험아동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에 기초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수감각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검사가 개발
되었다. 수감각의 정의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수감각이 무엇이고 어떤 특성이 수감각을 이
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차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수감각의
정의 및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여러 가지 수감각 검사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수감각 검사의 개발 필요성 및 활용 방안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 주요어 : 수학, 학습장애, 조기 판별, 수감각, 검사

Ⅰ. 서론
수학은 아동의 학습과 인지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교교육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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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아동의 수학 능력은 학업 성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령기 이후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몇몇 연구자들은 수학기술이 직업 및 수입, 생산 능력에 영향을 미
치고(Rivera-Batiz, 1992), 심지어 수학능력이 높은 경우 취업이 더 용이하며(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1997), 연봉 역시 높다고 보고하였다(Riley,
1997).
이처럼 수학은 우리들이 생활하는 데 무척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학령기 아동들이 수
학을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4년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의하면, 수학교과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은 초등학교 6학년에
서 2.1%, 중학교 3학년은 8.7%,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9.3%로 나타났다(이양락, 2005). 이처럼
수학학습에 문제를 보이는 학생의 비율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보
고 내용은 수학의 위계적 특성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즉, 수학 기술은 위계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선수기술의 습득은 이후 복잡하고 추상적인 기술 수학기술을 습득하는데 기초가 되며,
선수기술 습득에서의 실패는 다음 단계의 기술 습득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이러한 실패는 누
적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학학습에서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학학습장애를 보일 위험이 있
는 아동을 조기에 판별해서 이들에게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고, 이들의 진전도를 가능한 한 자
주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Clark & Shinn, 2004). 조기판별을 통한 조기중재는 아동의 발
달 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내어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다. 즉, 발달상의 문제를 찾는다는 것
은 아동의 일발적인 발달패턴을 먼저 이해하고 위험아동의 발달과 비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는 아동 발달상에서의 기술 향상과 진전도를 측
정할 수 있는 평가 방법으로 이미 학습장애 아동 판별을 위한 학령기 아동의 진전도 평가 방법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Clark & Shinn, 2004).
이처럼 학습에 문제를 보일 위험이 있는 아동을 조기에 판별하는 이유는 학습장애 위험아동
들에게 학습장애라는 장애의 낙인(stigma)을 찍고자 위함이 아니다. 조기판별은 학습장애 위험
아동군에게 조기에 적절한 중재를 실시함으로써 학업성취도를 높여서 이후에 불필요하게 학습
장애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김애화, 2006). 일반적으로 학습장애의 경우, 타 장
애와의 구분(경도 정신지체, 정서장애 등)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이 판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Algozzine et al., 1977).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군 아동을 판별하여 이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습문제는 조기에 나타나서, 어느 시점이 되면 학습
자체가 더 이상 발전을 보이지 않고 정체되는 학습고원현상을 보이게 된다(Cawley & Miller,
1999; 이태수, 2006 재인용; Torgesen, 2002). 따라서 가능한 한 조기에 학습장애 위험아동을 판
별하여 이들에게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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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영역에서 조기판별은 매우 중요하다. 수학기술은 위계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수학영
역에서의 선수기술 학습은 이후 학령기 아동의 수학학습의 기초가 되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이미 국내외에서는 아동의 수학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가 개발되어 사용
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의 발달상의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조기판별
검사는 한 번의 수행으로 아동의 문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수행 수준과 성장
률 모두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즉, 교사나 부모가 반복적으로 검사를 수행하고
타 아동과 수행 수준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교사가 쉽게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짧
게 수행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동형검사가 있어야 하며, 타 아동과의 수
행 수준 및 성장률 비교를 위하여 규준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아동의 초기 수학능력을 대표하는 능력으로 수감각(number sense)을
강조한 바 있다. 수감각이 수학학습에 문제를 가질 위험이 있는 아동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사
용될 수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 때문이다(Gersten, Jordan, & Flojo, 2005). 이와 같은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수감각을 기반으로 하는 몇 가지 검사가 개발되었으나, 여전히 수학
학습장애 위험아동을 판별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부
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감각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먼저 선행한 후, 이전에 개발되
었던 유아 대상의 수감각 및 수학 관련 검사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령
기에 수학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조기에 판별하기 위한 수감각 검사 개
발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Ⅱ. 수감각(Number Sense)은 무엇인가?
1. 수감각의 정의 및 특징
수감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수감각의 정의와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수감각의 조작적 정의는 아직 명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수감각이 무엇이며, 어떤 특성이 수감각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여론은 합의를 찾고 있다(Clark & Shinn, 2004). 연구자 대부분은 수감각을 수(number)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수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을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수에 대한 이해 및 관련 개념이해는 인간의 전 생애에 요구되는 기술인 동시에 다른 수학능력
이 기초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수감각 정의 뿐 아니라, 수학학습장애 아동을
조기에 판별하기 위해 필요한 아동 발달상에서 요구되는 수감각 능력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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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수감각을 연구하는 몇몇 학자들은 수감각을 수와 관련 개념을 연결 짓는 능력으로 보았다.
Marshall(1989)은 수감각을 수학적 지식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라고 정의하였으며, Trafton(1991)
은 응집력이 있고 잘 발달된 수와 연산의 네트워크, 지식 요소들 사이의 교점, 지식 요소들 사
이의 연결성을 표시하는 길이라고 정의하였다(선춘화, 2005 재인용). 수감각을 이처럼 수학적
지식의 연결로 보는 입장을 가진 연구자들은 그 연결성의 정도에 따라서 수감각의 수준에 차
이가 생기게 되고, 수감각의 개발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요소를 개별적으로 습득하는 것 보다는
지식 요소들 사이의 연결성의 개발과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선춘화, 2005).
그러나 수감각이 단순히 수 및 수와 관련된 개념들 간의 연계성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일종의 수학적 사고방식이라고 정의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Sowder(1989)는 수감각을 수와 연
산 특성을 연관시켜주는 잘 조직된 개념적 네트워크로 보는 입장에서 더욱 확장하여, 수감각이
란 수 관련 지식들이 단순히 쌓여있는 창고가 아니라 사고의 방식이라고 보았고, 융통성 있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증명될 수 있으며, 한 시점에서 가르쳐지거나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수감각이 수학적 사고의 방식이라는 정의를 좀 더 세분
화 하여 Resnick와 동료들(1989)은 수감각을 문제해결과 같은 고차원적 사고라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수감각이란 수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술 이상의 능력으로, 수를 다루게 되는 어떤 환
경 내에서 예견될 수 있는 일종의 지표로 보았으며, 따라서 수감각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수감각이 사고방식이라는 입장과는 다르게 NCTM(1989)은 수감각을 일종의 수관계에 대한
직관력이라고 인식하였고, 계산의 결과와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수감각은 합리적인 판
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McIntosh 등(1995) 역시 수감각은 수
에 대한 직관적인 느낌, 수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해석하는 능력,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계산하
는 능력, 실수를 감지하는 능력, 합리적으로 결과를 인지하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고 보고, 이와
같은 수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수를 이해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Baroody(1998)는 수감각이란 수와 수들 관계에 대한 직관이고, 수
를 이용하는데 있어 지적이고 유연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해주며, 수와 연산의
속성을 관계 지워주는 폭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수와 관계된 문제를 융통성 있고 창의적인 방법
으로 해결해주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수감각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는 <표 1>과 같다.
이러하듯 수감각은 수 및 수 관련 개념들 간의 이해를 의미하며 나아가 일종의 사고방식으
로까지 정의된다. 즉, 수감각은 숫자를 새로 배우기 시작하는 아동기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라
전 생애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라는 데에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수감각이 특
히 아동 발달기에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수감각은 모든 연령기에 필요한 수학적 능력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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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감각에 대한 전반적 정의
수감각에 대한 정의
Marshall
수학적 지식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1989)
Trafton
(1991)

응집력이 있고 잘 발달된 수와 연산의 네트워크, 지식 요소들 사이의 교점, 지식
요소들 사이의 연결성을 표시하는 길

Sowder
(1989)

단순히 수에 대한 지식들이 단순히 쌓여있는 창고가 아니라 사고의 방식

NCTM
(1989)

수학 문제를 푸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아동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중요한 수관계에 대한 직관력

주제어
수(數)와
세계의
네트워크

수(數)에
단순한 수에 대한 지식과 수를 사용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문제해결과 고차원 대한 사고
Resnick 등
방식
사고처럼 특별한 사고의 방식으로 특정한 수의 지식과 상호 연관이 있는 수 개념들에
(1989)
근거해서 수를 다루게 되는 어떤 환경 내에서 예견될 수 있는 지표

McIntosh 수에 대한 직관적인 느낌, 수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해석하는 능력, 정확하고 효율적으
(1995) 로 계산하는 능력, 실수를 감지하는 능력, 합리적으로 결과를 인지하는 능력
수와 수들 관계에 대한 직관이고, 수를 이용하는데 있어 지적이고 유연하게 의사결정
Baroody
을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해주며, 수와 연산의 속성을 관계 지워주는 폭 넓은 의미에서
(1998)
볼 때 수와 관계된 문제를 융통성 있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주는 능력

수(數)에
대한 직관

동시에 모든 수 관련 활동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Gersten과 Chard(1999)는 아동 발달 수준에서 수감각을 정의하였는데, 이를 아동의 숫자에
대한 유동성 및 융통성, 숫자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감각, 머릿속으로 수학적 계산을 수행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양자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Resnick와 동료들(1989)은 수
감각을 가진 아동은 수의 상대적인 크기를 인식하고, 사물과 사건을 측정하기 위해 지시물을
사용하며, 수를 대할 때 유연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작업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고 하
였다. 또한 Reys(1992)는 수감각을 수와 관련된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로 정의하였고, 이
는 아동이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못하는 유한한 실체가 아니라 일생에 걸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우연히 개발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이런 수감각이 풍부한 아동은 수들 사이
의 관계와 수와 연산 사이의 관계에 대해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그런 방법을 만들어 내어 주어진 과제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아동 발달기에 필요한 수감각 능력에 대한 정의는 <표 2>와 같다.

<표 2> 아동발달기에 요구되는 수감각 능력의 정의
연구자

수 감각에 대한 정의

Reys
(1992)

수와 관련된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

Gersten & Chard 아동의 숫자에 대한 유동성 및 융통성, 숫자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감각, 머릿속
(1999)
으로 수학적 계산을 수행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양자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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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각이 아동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념적 정의만으로
는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검사도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연구자들은 수감각의 조작적 정의 혹은 구성개념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Case와
그의 동료들은 수감각을 수학적 관계, 원리, 그리고 절차 사이의 여러 연결에 의존하는 개념상
의 구조라고 정의하면서(Case, Harris, & Graham, 1992), 수의 양쪽 방향에 대한 순서, 수와 수
의 대응, 기수(cardinality)에 대한 지식, 상대적인 크기에 대한 지식, 그리고 유용한 수 정보에
대한 지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앞서 NCTM(1989)은 수감각이 뛰어난 아동
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① 수의 의미를 이해함, ② 수들 사이의 관계
를 이해함, ③ 수의 상대적인 크기를 인식함, ④ 연산의 상대적인 효과를 인식함, ⑤ 실제 계산
상황에 이를 적용함. 또한 NCTM(1989)에서는 수 감각의 구성요소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① 수가 갖는 의미를 발달시키는 것, ② 조작을 사용한 수 사이의 관계 탐구, ③ 수의 상
대적인 양 이해, ④ 연산의 상대적인 결과 인식, ⑤ 일상적인 대상과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기
준 개발 등이다.
Resnick 등(1989)은 수감각을 가진 아동은 다음과 같은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① 알지 못하
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잘 알려진 수를 사용함, ② 특별한 문제에 대해 특별한 수가 합리적인
답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함, ③ 답을 정확히 계산하기 보다는 근사 값을 찾음. ④ 계산을 단순
하게 하기 위하여 수를 구성하고 해체하기 위해 십진 기수체계를 활용함, ⑤ 수와 양과 관련된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 ⑥ 수의 상대적, 절대적 크기의 감각을 지니고 있음, ⑦
양의 다양한 다른 표상 변환을 융통적으로 함. 또한 Sowder(1991)는 수감각의 구성요소로 ①
수를 해체하고 구성하는 능력, ② 수의 상대적인 규모를 인지하는 능력, ③ 수의 절대적인 규모
를 인지하는 능력, ④ 기준척도(benchmark)를 사용하는 능력, ⑤ 의미 있는 방법으로 계산과
연산을 수행하고 관련된 상징을 연결하는 능력, ⑥ 수에 대한 연산의 결과를 이해하는 능력, ⑦
전략을 통하여 암산을 수행하는 능력, ⑧계산에서 답을 어림하기 위해서 수를 융통적으로 사용
하고 어림이 필요할 때를 인지하는 능력, ⑨ 수를 이해하고자 하는 성향을 제시하였고,
Yang(1995)은 수 감각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수의 복합적 표상 이해, ② 수
의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크기를 인식하기, ③ 기준척도(benchmarks)를 선택하고 사용하기, ④
수를 구성하고 해체하기, ⑤ 수에 대한 연산의 결과를 인식하기, ⑥ 융통성 있고 적절하게 암산
과 어림을 수행하기 등.
위의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수감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혹은 그 구성요인은 <표
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모든 연구자들은 수감각은 수의 관계를 이해하고, 수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동의하고 있었으며, 이는 수감각을 일종의 수와 관련된 세
계의 네트워크라고 정의하는 연구자들의 연구가 대부분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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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연구자들은 초기 연산능력이나, 수를 이해하는 능력, 실제 생활에 적용
할 수 있는 능력이 수감각에 포함된다고 제시하였다.
<표 3> 수감각 지표와 구성요인 분석
연구자

수감각 지표 분석 틀
수 의미 이해

Case, Harris, &
Graham(1992)

수 관계 이해

수 크기 비교

o

o

연산능력

수 적용
o

NCTM(1989)

o

o

o

o

o

Resnik et al.
(1989)

o

o

o

o

o

Yang(1995)

o

o

o

o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수감각은 수의 의미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수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광범위한 정의는 수감각이 양(예를
들면, 더 많고 더 적은 것, 일대일 대응, 기수, 서수, 수의 상대적인 크기에 대한 이해)과 그것들
의 상호관계에 대한 개념들을 총괄하여 포함한다는 것이다(Malofeeva et al., 2004). 이와 같은
여러 연구자들이 내린 수감각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감각을 “수에 대한 상
대적인 크기를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 체계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
의하고자 한다. 수감각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연구자들의 의견이 다양한 것처럼 수감각의 구
성요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이 중 공통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의
의미에 대한 이해, 수들 사이의 관계 및 다양한 표상에 대한 이해, 수의 상대적ㆍ절대적 크기에
대한 감각, 연산의 결과를 인식하기, 기준척도(benchmarks)의 사용, 여러 가지 계산 상황에서
수와 연산에 대한 지식을 융통적으로 적용하기 등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2. 수감각의 중요성
최근에 학습장애 분야에서는 학생이 읽기에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비교적 잘 예측
할 수 있는 도구들이 개발되어 조기 판별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Gersten, Jordan, & Flojo,
2005).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음운 인식(phonological awareness)이 읽기학습장애 위험학생
을 조기에 판별할 수 있는 변인으로 평가되고 있다(Felton, 1993; Torgesen, Wagner, &
Rashotte, 1994; Chard & Dickson, 1999; Torgesen, 2002).
음운인식이 읽기영역에서 학습장애 위험학생을 조기에 판별해주는 변인이라면 수학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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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수감각이 읽기영역에서의 음운 인식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Baker 등(2002)
은 유치원 때의 수감각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의 수학능력을 예측하는 데 유효하다는 연구 결
과를 얻었다. 또한 Case(1998)와 Gersten 등(2005)의 연구에서는 수감각이 유치원 또는 초등학
교 저학년 아동의 향후 연산 능력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제시하였다.
McClosky와 Macaruso(1995)는 수학학습장애가 수감각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고 수감각을 포함
한 중재가 초기 수학학습에서의 실패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Gersten과 Chard(1999)는 수감각이 읽기에서의 음운인식과 같이 향후 학습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유치원에 다니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에 재학 중인 아동의 이후의 연산 능력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평가받고 있
다(Case, 1998; Geary, 1994; Gersten & Chard, 1999; Gersten, Jordan, & Flojo, 2005). 이렇듯
수학학습장애 영역에서 수감각은 학령기 수학학습의 선수기술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는 수감각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검사가 개발되었다.

Ⅲ. 수감각 검사에 대한 선행 연구: 수감각 검사의 구성 요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감각이 수학학습장애 위험아동을 조기에 판별할 수 있는 변인으로
서의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국내외에서 다양한 수감각 검사가 개발되었다.
대부분의 검사는 아동의 수학능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실
시되는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Clements(1984)는 취학 전 아동들(3년 11개월~4년 11개월)을 대상으로 하는 수감각 검
사를 개발하였다. 검사는 구체물 세기, 더 많은 것 고르기, 하나가 많거나 적은 것 고르기, 순서
대로 세거나 거꾸로 세기, 수량 변화 확인, 일대일 대응, 두 개의 다른 수의 모둠을 같게 만들
기, 구두로 내는 문제, 구체적 단어 문제 등 10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다양한 수
발달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제작되었고, 폭 넓은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높은 문항 내적 일관
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alofeeva et al., 2004 재인용). 이후 Okamoto와 Case(1996)는
네 단계로 구성된 수 지식 검사(Number Knowledge Test)를 개발하였다. 1단계에서는 구체물
세기와 같은 과제 수행을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수량변별, 덧셈, 뺄셈 등의 문제풀이, 3단계에
서는 2단계와 비슷하지만 두 자리 수를 활용하여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풀이, 4단계에서는 3단
계와 비슷하지만 두 수의 차이 간 비교가 추가된 문제풀이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Malofeeva 등
(2004)의 연구에서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수감각 검사를 개발하였다. 검사는 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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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 인식, 수와 사물 대응, 기수성, 수량비교, 덧셈, 뺄셈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연
구 결과 모든 하위영역에서 높은 문항 내적 일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수감각에 대한 연구가 증대되면서 Howell과 Kemp(2005)는 다시 한 번 수감각의 정의
와 구성요소를 추출하기 위하여 4~6세 아동의 수감각 지표에 대한 델파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아동의 입학 시에 요구되는 수감각 지표로는 5까지 수 세기, 5까지 수량비교, 기수알기, 3까지
직관연산, 일대일 대응, 10까지 수 세기 등이었다. 또한 1학년 이후에 요구되는 수감각 지표로
는 수 순서, 일대일 대응, 다음 수 알기, 기수알기, 10까지 수 인지, 수 매칭, 10까지 양 비교, 추
정, 수직선상 수의 위치 추정, 3까지 직관 연산, 셈하기, 1이상씩 더해서 수세기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후 수감각 검사는 일반아동 뿐 아니라 수학학습장애로 판별된 아동이나 혹은 조기판별을
위하여 개발되었다. Landerl 등(2004)은 8세와 9세의 수학학습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검사에서는 아동들의 기본 수학처리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 읽기, 수량 변별, 수 쓰기, 바
로 수 세기, 뛰어 세기, 거꾸로 수 세기, 점 세기, 암산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량변별, 뛰
어 세기, 암산 등이 수학학습장애 위험아동을 판별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Clark과
Shinn(2004)는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수학학습장애 위험아동을 조기에 판별
하기 위한 목적으로 4개의 하위 영역(수 세기, 수 인식, 수량변별, 빠진 수 찾기)으로 구성된 검
사를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수량변별이 수학
학습장애 위험아동을 판별하는 데 있어 강력한 지표로 나타났고, 그에 반해 수 세기는 다소 떨
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Mazzocco와 Thompson(2005) 역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종단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 연구는 수학학습장애 위험아동을 조기에 판별하기 위한 검사를 개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수 인식, 수량변별, 덧셈 등이 수학능력에 대한 예측
도가 높은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국내에서도 아동의 초기 수학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도구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초기에
는 수감각이라는 의미 보다는 수 세기/수리 능력에 더 초점을 두었다. 홍혜경(1991; 1993)의 연
구에서는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수 세기 능력과 수리 능력을 측정하였으며, 수 세
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유 수 단어세기와 한자 수 단어세기를 측정하였고, 수리 능력의
측정을 위해서 계속 세기, 거꾸로 세기, 수 인식, 물체와 숫자관계 이해, 서수, 더하기, 빼기 등
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 세기 능력과 수리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여 수 세기 능력이 높을수록 수리 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진과 황해익(2003) 역시
3~6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유아수학능력검사를 개발하였으나, 아동의 수감각이 아동의 타
수학능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을 활용하지 않았다. 이 검사는 수감각 이외의 수학능력 전
체(예, 도형, 시간 등을 포함)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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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본격적으로 김희선(2000)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수감각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검사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NCTM(1989)의 5가지 수감각 구
성(수의 의미 이해, 수관계 탐구, 수의 상대적인 크기 이해, 연산의 상대적인 효과 인식, 일상적
인 대상과 상황의 측정을 위한 기준 개발)요소들을 기초로 하여 수감각 검사를 구성하였다. 또
한 김애화(2006)의 연구에서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학습장애 위험
아동 조기판별 검사를 개발하였다. 조기판별 검사는 뛰어 세기, 거꾸로 세기, 수읽기, 수 의미,
수량 변별, 빠진 수 넣기, 덧셈구구, 뺄셈구구, 숫자 바로 따라하기,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색깔
규칙 찾기, 등 1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수감각 관련 검사 개발 및 그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검사 하위 영역 및 대상 연령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학습장
애 위험아동을 조기에 판별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
로 아동을 평가하여 아동의 진전도를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감각 검사가 위 검사가 아니
라 새롭게 개발되거나 혹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 학습장애 아동의 조기 판별은 장애 진단 여부
보다는 예방차원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발달 선별의 특성을 가진다. 즉, 정상적
인 발달의 범주 내에 들어가지 않는 아동은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 도구는 간단하고 규준지향
적이며, 비용이 비싸지 않고, 실시 과정이 표준화 되어야 하고 신뢰롭고 타당해야 할 것이다
(Meisels & Wasik, 1990; 이준석 & 조광순, 2004 재인용).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검사들은 이러한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해외 검사들은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규준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기 곤란하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검사라 할지라도 규준이 없거나 검사
소요시간이 긴 경우가 많다. 특히 주의집중 시간이 짧은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감각 이외의 다양한 하위 구인(도형, 돈, 측정 등)을 포함으로써
검사 소요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수학 학습장애 위험아동을 조기판별하기 위한 수감각
검사 개발을 위하여 검사의 하위 영역 선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학습장애 아동을 조
기에 판별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특징(소요시간, 규준지향 검사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 감각 검사를 수 인식, 빠진
수 찾기, 수량 변별, 추정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식되었다. 다음의
<표 4>는 본 연구에서 수 감각 검사의 하위영역으로 추정한 4가지 영역(수 인식, 빠진 수 찾기,
수량 변별, 추정)을 포함하고 있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수 감각 검사의 목록이다.

수학학습장애 위험아동 조기 판별을 위한 수감각 검사의 적용 가능성 고찰 11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표 4>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수 감각 검사
수 인식

수량
변별

빠진 수
찾기

추정

국외 연구
Clements(1984)

o

Okamoto & Case(1996)

o

Landerl et al.(2004)

o

o

Clark & Shinn(2004)

o

o

Malofeeva et al.(2004)

o

o

Howell & Kemp(2005)

o

o

Mazzocco & Thompson(2005)

o

o

Jordan, Kaplan, Olah,
& Locuniak(2006)

o

o

o

o

o
o

o

o

국내 연구
홍혜경(1991, 1993)
김희선(2000)

o

최혜진, 황해익(2003)

o

o

김애화(2006)

o

o

o

Ⅳ. 결론: 학습장애 조기판별을 위한 수감각 검사의 활용
특수교육에서 조기판별 및 조기중재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며, 미국의 경
우 1960년대 Head Start 실시 이후 이루어진 국가수준의 평가 결과는 모든 조기교육 프로그램
의 리트머스와 같은 역할을 하였으며(Goets & Allen, 1983), 그 결과 Head Start는 최근까지 진
행되었다. 이러한 조기판별과 조기중재의 중요성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
육을 도입했고,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 영
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또한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
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장애인 등에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008. 2. 29).
그러나 여전히 학습장애의 경우, 조기판별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어왔다. 앞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학습장애는 고빈도 장애(정서 및 경도 정신지체)와의 구분이 어렵다. 더욱이 학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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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들어서야 “학습”이 진행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입학 이전에 선행
기술에서 문제를 보이는 경우에는 학습에서 문제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
다. 뿐만 아니라 조기에 아동이 판별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공통적인 유아교육과정이 존
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아동을 교육적으로 지원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결국 학습장애 조기판별에서 오는 낙인 효과만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기에 필요한 선수기술을 가지지 못하고 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들이 실제로 존재
하고, 이로 인하여 누적된 학습부진 탓에 학습장애로 잘못 판별되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에
학습장애 위험 학생을 조기판별하기 위한 검사 개발과 효과적인 조기중재에 관한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학의 경우, 필요한 개념 및 기술이 위계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학령기 이전의 능력
즉, 비형식적 수학기술에 문제가 있는 아동을 조기에 판별하여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기 초기의 기본적인 수 개념(numerical concept)의 발달은 아동기 후기의 고차원적 수학적
개념(mathematical concept) 획득의 기초가 된다(Ginsburg & Allardice, 1984; Clark, 2002 재인
용). 즉, 아동의 학령기 이후, 이전에 습득된 비형식적 수학지식을 중심으로 수 개념이 획득되
는데, 이러한 비형식적 수학지식이 기초가 바로 수감각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비형식적 및
형식적 수학 지식의 바탕에 있는 것이 수감각이며, 다수의 수학 연구자들과 교육자들은 수감각
이 수학 교육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Hope, 1989; Howden, 1989; Turkel &
Newman, 1988; Clark, 2002 재인용).
뿐만 아니라 아동의 수학학습에서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후에 수학학습장애를 보일
위험이 있는 아동을 조기에 판별하여 조기에 적절한 중재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형성평가를 통
해 아동의 진전도를 자주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습장애 판별을 위하여 불일치 모
형의 대안적으로 제안된 중재반응모델(Responsiveness to Intervention, RTI)에서도 아동이 효
과적인 중재에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또래 아동들보다 현저하게 낮은 성취수준과 느
린 진전도를 보이는 이중불일치(dual discrepancy)가 발생했을 경우에 아동을 학습장애로 진단
하게 된다(Vaughn & Fuchs, 2003). 물론 학령기 이전의 아동들에게 일괄적으로 효과적인 중재
를 제공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중재반응모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조기판별은
아동 발달상의 문제가 있는 위험아동을 판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동들의 발달 과정
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검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미 수감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수감각 검사가 개
발되었다. 하지만 기존에 개발된 수감각 검사들은 아동의 수학능력 발달 상 문제가 있는 아동
및 이후 학령기에 수학학습장애로 판별될 위험이 있는 아동을 판별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는
아니다. 먼저 수학학습장애 위험아동 조기 판별 검사는 그 소요시간이 짧아야 한다. 이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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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어떤 구인으로 구성할 것인지 하는 결정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동 대상
검사의 경우 적절한 검사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Meisels &
Atkins-Burnett, 1994),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판별하기 위한 조기판별 검사 시간은 가
능하면 15분 이하로 짧아야 할 것이다. 검사 소요시간은 아동 뿐 아니라 이를 실시하는 교사를
위해서도 짧아야 하는데, 그래야 반복적으로 자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진전도
평가를 위한 검사 중 하나로 이미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읽기
(Basic Academic Skills Assessment: Reading)」의 경우, 읽기 유창성 평가를 위해 총 3분이 소
요된다(1분씩 3회). 이 검사는 다양한 장점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짧은 소요시간 동안 간편하게
아동의 진전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및 학생 모두에서 용이하게 활용되고 있다.
두 번째로 조기판별을 위한 검사 내용은 수감각으로 제한하되, 그 하위 구인 역시 가장 수감
각을 대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미 수감각이 아동의 비형식적 수학능력의 지
표가 된다고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도 많은 검사들이 다양한 타 영역(측정, 도형 등)을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몰론 아동의 모든 수학 능력을 직접 평가
할 수 있다면 각 영역에서 아동의 직접적인 수행수준을 알 수 있지만, 아이들의 주의집중 시간
은 제한되어 있다. 수감각을 “수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 체계
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을 때, 수감각 검사 영역은 수를 읽을 수
있는지(예: 수 읽기),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지(예: 수량변별), 수의 상대적인 크기 비교(예:
수의 크기 순서 인식을 위한 빠진 수 찾기), 혹은 수 체계 이해(예: 심상화된 수직선(mental
number line) 활용)를 평가할 수 있는 하위 영역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구인
결정은 더 다양한 문헌을 검토한 후, 수감각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설정하는 노력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수학학습장애 위험아동 조기 판별 검사는 규준지향검사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조
기판별은 아동의 발달상에 문제가 있는 아동을 판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아동의 발달
에 대한 규준이 필요하다. 이 규준은 수행수준 뿐 아니라 매달 혹은 매년 아동이 얼마나 발달
을 보여야 하는지(진전도)에 대한 규준 역시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행수준 및 진전
도(규준)를 보이지 못하는 아동을 수학학습장애 위험아동으로 판별하기 위해서 검사는 반복적
으로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형검사 역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수학학습장애 위험아동을 조기에 판별하기 위한 검사도구의 개발과 타당화를 위
한 탐색적 연구이다. 학습장애 아동의 조기 판별에는 아직 많은 위험이 뒤따르지만, 다양한 연
구에서는 이미 조기 중재의 장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수학학습장애 위험아동을 조기
에 판별하여 중재를 제공함으로써, 학령기 이후 누적된 학습부진으로 인하여 학습장애로 판별
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정확한 조기판별을 위하여 개발될 검사는 아동의 발달과정을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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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할 수 있어야 하며, 학령 전기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는 검사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감각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넘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조작적 정의를 통하
여 수감각 능력에 대한 하위 구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개발된 수감각 검사가 실제로 학
생들의 비형식적 수학능력을 대표하고 이후 형식적 수학 영역에서의 능력을 예언할 수 있는
지표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검사 도구의 개발을 통하여 정확하게 수학학습장애 위험
아동의 조기 판별을 실시하고, 이후 반드시 집중적인 중재와 연계된다면, 학령기 이후 누적된
실패와 학습부진으로 학습장애로 판별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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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asuring Number Sense for Early Identification of Learning
Disabilities in Math: A Review of Literature*
2)Dongil

Kim**⋅Sang Hur***⋅Ienai Kim****⋅Kijyung Lee*****

Although the ability of mathematics has been emphasized during the last two decades, a
number of children still struggle with math problems in school. Since the math ability develops
hierarchically, early identification of at risk children is important to prevent severe failure later
on. For early identification of at risk children in mathematics, we need to examine informal
knowledge, such as early numeracy. These early numeracy skills are often represented as
number sense. Many researchers reveal that the outcome of informal early mathematics
instruction is number sense. Although there are some disagreements among researchers about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number sense, number sense is understood as skills that provide
a foundation for the acquisition of later mathematical abilities, and are resulted from experiences
acquired prior to school entry. Thus, there are some measurements of number sense, but still
these instruments have problems of administrating to children and identifying at risk children
with learning difficulties. In present study, we reviewed literatures for investigating what the
number sense is and which tests are developed and used for children. Throughout literature
reviews, we revealed what characteristics of the measurement are for identifying at risk children
with learning difficulties in math. These characteristics could be a foundation of developing
test for early identification and intervention in Korea.
Key words: Mathematics, Learning Disabilities, Early Identification, Measurement, Number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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