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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경계선 지능 아동은 장애정도는 아니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적기능으로 인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 적응 및 자립이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동자립지원단에서는
2013년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 내 경계선 지능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계선 지능 아동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아동자립지원단, 2013)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했던 총 221개 기관 중 180개 기관(81.4%)의 종사자들은 경계선 지능으로
진단받았거나 의심되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 참여 기관의 전체 보호
아동수 8,371명 가운데 1,310명(15.6%)이 경계선 지능으로 진단을 받거나 의심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이 다른 아동과 함께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은 45%였다.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조사에서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양육과 생활지도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자립준비나 퇴소 이후의
사후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은 학령초기부터 다양한 교육적, 대인 관계적, 사회적 문제들을 경험한다.
학습적 어려움이 학령기 초기부터 시작된다. 낮은 인지능력 때문에 쓰기, 읽기, 기초수학과
같이 기본적인 학습을 해내기도 어려워한다(Karende, Kanchan, & Kulkarni, 2008).
제 연령에 맞는 학업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학업부진의 위험이 높고, 외국에서는 유급되기
일쑤이며, 학업중도율도 높은 편이다(Kaznowski, 2003; MacMillan, Gresham, &
Bocian, 1998). 기초학력부진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적 뒤처짐과 부적응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경계선 지능 아동의 대부분은 심각한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수교육지원 대상의 자격을 얻지 못한다. 경계선 지능 성인은 교육에서의 실패와 부적절한
사회적응기술로 인해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면서 노동시장 접근이 어려워진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경제적 독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실업과 불완전 고용이다.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들은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인기에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경계선 지능
성인들 사이에서 삶의 질은 결국 취업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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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실패와 직업적 실패로 인해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개인들은 부정적이면서도 평생
지속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 사회적 불이익을 경험한다(Emerson, 2003).
결혼이나 취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회적 소외를 겪거나 사회적 지지 자원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지속적인 연인관계 유지가 더욱 어렵다(Hassiotis, 2008). 경계선 지능으로
판정되었던 아동이 이후 성장하면서 적절한 개입이나 관심을 받지 못한다거나, 경계선
지능을 가졌다는 사실을 늦게 알아서 적절한 개입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후의 성인의
삶에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계선 지능 아동이 성인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령기 초기부터 교육적 실패의 경험을 줄이고 학습부진을 예방해야
하며, 사회적응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은 궁핍함이나 좌절과 같은 삶의 경험에 특히 예민해서 자극이 빈약한
환경에서는 인지적 효율성이 오히려 감소될 수 있다. 경계선 지능이 그자체로는 병리적
조건이 아니지만 인지적인 악화를 불러올 수 있어서 환경적 결함이나 비우호적인 사건에
의해 지적장애나 정신병리적인 상황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립은 남에게 의지하거나, 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시설아동은 공격성, 우울과 불안 등의 심리사회적 적응문제와 정서적 어려움 등에
연관될 가능성이 높고, 가족해체로 인한 상실감, 지나친 의존성, 낮은 학업성취와 이로
인한 열등감 등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환경적 결함이나
비우호적인 사건을 경험한 시설아동에게 경계선 지능이라는 특성이 가중된다면 자립은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서는 시설아동의 자립지원에 대한 각종 정책과
서비스개발 및 운영에 앞장서고 있다. 자립지원은 시설보호기간 동안 취학 전 연령부터
체계적으로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조기 개입함으로써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자립능력을 키우는데 목표를 둔다. 자립지원은 보호아동이 퇴소이후의 자립을 위해
입소단계에서부터 퇴소를 전후로 한 기간까지 자립에 필요한 요소들을 준비하고 스스로를
키워가는 데 도움을 주는 일련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자립지원은 입소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신혜령
외, 2011)이 대부분의 시설에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다.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에서는 수준별, 연령별, 단계별로 세분화된 영역의 자립준비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지만, 경증의 인지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경계선 지능 아동에 특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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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이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의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자립준비를 한다하더라도 인지적 능력 발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고 익히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익힌다 해도, 배운 내용을 퇴소 후까지 기억해서 적절히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인지적 능력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설 입소 초기부터 경계선 지능
아동을 선별하여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부터 아동자립지원단에서 보호 중인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사업이 실시되면서 경계선 지능 아동에 특화된 서비스와 그 효과성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다. 2013년에 아동자립지원단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이후 아동자립지원단에서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양육과 자립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2016년 7월부터 시작하여 2017년 8월까지의 1년간 실시된 경계선 지능 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의 제공이 대상 아동의 인지발달과 사회적 적응능력 증진, 자립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후의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양육시설 내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향상된 자립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효과성을 여러 측면에서 평가함으로써 서비스의
특성을 파악하고 보완할 점을 찾아서 이후의 더 나은 서비스나 정책마련을 위한 정보제공의
바탕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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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경계선 지능 자립지원서비스의 효과성 연구는 서비스 제공 전후로 실시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 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 자립지원서비스는 대상 아동의 인지적 능력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쳤는가?
2) 경계선 지능 자립지원서비스는 대상 아동의 기초학습 능력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쳤는가?
3) 경계선 지능 자립지원서비스는 대상 아동의 정서적 문제와 부적응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쳤는가?
4) 경계선 지능 자립지원서비스는 대상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쳤는가?
5) 경계선 지능 자립지원서비스는 대상 아동의 자립기술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쳤는가?
6) 경계선 지능 자립지원서비스는 시설 내에서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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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아동의 인지 발달

시설아동은 공격성,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이나
인지발달에서 지연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가족 해체로 인한 상실감, 경제적
어려움, 기아 및 미아상태, 미혼모 등의 혼외출생, 가정폭력, 아동 학대 및 방임 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아동의 시설 입소 전후에 단독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시설아동의 인지 발달은 매우 중요하다. 출생 이후의 뇌발달 지체, 적절한 지적 자극의
부족, 안정적 애착의 결함으로 인해 시설아동의 지적 발달이 지연 또는 누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IJzendoorn 등(2008)은 시설아동의 인지발달에 대한 메타연구 결과에서
시설아동들의 지능 평균이 84.40(SD=16. 79, N=2,311)이며, 일반아동들의 지능 평균이
104.20(SD=12.88, N=456)으로 시설아동의 지능은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20점 정도
낮다고 보고했다. 일반 가정 아동의 지능은 ‘평균’ 수준이지만, 시설아동의 지능 평균은
‘평균 하’ 수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시설아동의 인지발달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5~6세의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지능을 비교한 김보람 등(2008)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아동의 지능
평균은 117.96이었고, 시설 아동의 지능 평균은 99.70으로 18점 가량 낮아서 일반아동과
시설아동의 지능 간에 약 20점 가량이 차이난다는 점에서 유사했다. 조혜수 등(2014)의
연구에서도 시설아동의 지능 평균은 83.26으로 ‘평균 하’ 수준에 속했으며 조사대상의
22% 정도는 경계선 수준에 해당하는 지능을 갖고 있다고 보고했다.
일반가정에서 자라는 경계선 지능 아동과 시설의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능발달 양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57명의 경계선 지능 아동의 인지적, 행동적
특성을 알아본 정희정과 이재연(2005)의 연구에서 일반가정에서 자라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들은 지능 검사 상에서 전체 지능지수 평균은 81. 05(SD=7.05), 언어성
지능지수가 평균 84.05(SD=9.26), 동작성 지능지수가 평균 81.18(SD=10.46)로 나타
났다. 이들은 모든 소검사 항목에서 낮고 편편한 점수의 분포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사회적
이해 영역인 차례 맞추기와 이해 소검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청각적 기억 및

•••

9

경계선지적기능아동 자립지원체계연구: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 효과성 보고서

단기 기억능력을 측정하는 산수, 숫자, 기호쓰기와 같은 소검사에서도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숫자와 기호쓰기에서 소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낮은 주의력은 행동문제
유발과 부모 및 교사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반해
시설아동들의 인지특성을 연구한 조혜수 등(2014)의 연구에서는 일반 경계선 지능
아동들과 달리 언어성 지능이 동작성 지능보다 낮으며, 소검사 지표점수 간 큰 편차를
보였다. 시설아동의 지각추론 능력은 보통 상단 수준으로 양호하였으나, 언어이해와
작업기억, 처리속도가 ‘보통 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육과 문화 등의 환경적
변화에 민감한 지적 능력들이 저하된 것으로 외상이나 박탈 경험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시설아동들의 인지 발달이 지연되거나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시설아동의 인지발달이 일반가정 아동과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는 시설아동이 집단생활로
인해 개별적인 인지적 자극을 받을 기회가 제한적이며, 아동의 인지발달수준에 대한
양육자의 민감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IJzendoorn, 2008; 양숙미, 1994).
시설아동의 인지발달이나 학습발달을 개별적으로 세세히 점검하고 독려하는 것은 양육자가
다수의 아동을 교대로 돌봐야하는 시설의 특성상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제한적인
인지적 자극과 양육자의 인지발달에 대한 낮은 민감성 때문에 인지하지 못한 인지발달
지체는 학습장애, 창의성 부족, 집중력 부족, 언어발달지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언어발달지체는 학습적 어려움은 물론 사회성발달 지체로 이어져 또래관계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적응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인지발달은 학업부진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시설청소년이 전문직을 비롯한 좋은 조건의 취업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순형, 2001) 적절한 진로탐색이나 결정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설아동의
낮은 지능은 사회적 미성숙과 주의집중, 공격성 문제나 외현화 문제와 같은 문제행동과도
연관된다(김선주 외, 2015). 이러한 문제행동들은 시설 내 다른 아동과의 관계, 시설
종사자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소외를 유발하면서 시설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에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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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이해

(1) 경계선 지능의 개념
경계선 지능은 평균지능과 경도 지적장애 사이로 정상(normal) 범주에 있지만
지능지수가 -1.01과 -2.00 표준편차 사이인 지능지수를 말한다(ICD-9). 경계선 지능은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Ⅳ-TR)에 의하면 ‘IQ 71~84에 해당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발달장애군’으로, 임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지적 장애라고
보지는 않는다(V코드). 그러나 경계선 지능의 상태가 임상적 주의를 요하며, 경도 지적
장애와 차별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이 공병된
정신병리에 시달릴 때도 주의할 것을 명시했다. 미국의 의학사전 및 관련 사전에서는 경계선
지능 아동을 ‘적응행동에 가벼운 장애를 가지고 있는 IQ 71~84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경계선 지능에 해당되는 아동을 학습지진아(Slow
learner)라고 불러 왔으며(김근하 외, 2007), ‘지적 능력의 저하로 인해 또래의 학업
향상이나 발전에 비해 그 정도가 열등하며, 학업성적이 뒤떨어지는 학생’을 의미한다.
ICD-10(World Health organization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개정판)에서는 BIF가 인지적 기능과 인식에서의 결함을 갖고 있는 상태(R41.84)라고만
묘사되어 있다(Wieland, 2016). DSM-5나 ICD-10과 같은 국제적 분류체계에서
현재까지도 경계선 지능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가 제공될 현장에서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DSM-Ⅳ-TR에서 명확히
제시된 바 있는 지능지수를 바탕으로 하여 ‘적응행동에 가벼운 장애를 가지고 있는 IQ
71~84에 해당하는 아동’이라는 정의에 따르기로 한다.
경계선 지능 아동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낮은 지능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정상’인 것으로 비춰져서 실질적인 능력의 결함이나 심각한
적응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공적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Peltopuro,
2014). 경계선 지능 아동의 인지적 기능은 지적장애보다는 높지만 제한적이어서,
일상생활기능, 판단, 학업적 또는 직업적 성취 부문에서 문제를 보인다. 경계선 지능 아동은
낯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 능력의 한계를 보이지만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할
만큼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지적 능력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속도나 효율성
면에서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Shaw,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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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의 대부분은 별도의 필요한 관심이나 지원 없이
일반학교의 보통학급에 다니고 있으며, 제 학년에서 요구하는 학습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또래관계에서 소외되거나 따돌림 당하는 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겪고 있다(정희정 외,
2008). 이른 시기에 선별해서 적절한 심리학적 도움과 교육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 경계선
지능 아동은 부족한 지적 능력으로 인해 학업뿐만이 아니라 사회성발달의 문제로 인해
학교적응, 이후 성인사회에서의 적응 또한 어려워질 수 있다. 학교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중퇴자가 되는 등 불행한 학교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 편치못한
학교생활을 하는 경계선 지능 아동은 극심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자아존중감을
잃게 되며 청소년기의 우울이나 품행장애로 이어지거나, 이후 성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일반학급교사에 의해 위험군
(at-risk)으로 의뢰된 학생 중 48%가 경계선 지능인 것으로 밝혀졌다(Macmillan,
Gresham, Bocian, & Lambros, 1998). 이들은 성인기에 노숙자, 약물중독, 알콜중독,
십대임신, 실업, 하향취업, 정부보조를 받거나 배우자 폭행으로 구속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지능의 정규분포 곡선에 따라 추정해보면 경계선 지능의 범주는 13.59%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지적 장애의 2.3%의 약 6배에 해당하는 수치임을 알 수 있다. Shaw(2010)는
연구에서 미국 전체 학생집단의 약 14%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며, 이 수는 특수교육
범주에 속하는 전체 학생들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이 심각한 적응상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해도 정신병리가 공병된
상태를 제외하고는, 지적장애의 진단 기준인 IQ 69보다 높은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지적장애로 판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장애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 대상의 자격을 갖추게 돼서 적절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아 선별과 개입
등의 조치들을 취할 수 있지만, 경계선 지능만을 위한 제도나 지원서비스들은 최근까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경계선 지능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지적 특성
지적 기능(IQ)은 개인의 인지능력을 평가하는 것인 것만큼, 경계선 지능으로 판정되는
아동들은 일반아동들과 인지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체적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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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준의 지능을 가진 아동과 비교했을 때, 인지능력이 좀 더 낮은 수준으로 기능한다
(정희정, 이재연, 2005; 정희정, 이재연 2008; 변관석, 신진숙, 2017).
경계선 지능 아동의 대다수가 영유아기, 학령전기에는 특수교육이나 별도로 계획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어떤 수준까지는 사물을 이해할 수 있고 기능적인
기술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 아동들은 평범하게 기능하며
신체적인 민첩성도 있고 다른 환경에서 곧잘 적응하는 편이다. 또한 일반적인 감각을
표현하고 적절한 기억력을 보이기도 한다(Shaw, 2010). 그러나 일반적인 인지 기능에서
보다는 더 고차원의 정신적 처리를 요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할 때 전형적인 문제들이
드러난다. 추상적인 사고, 조직화 기술, 정보를 일반화시키지 못하는 결함들 때문에
과제수행에 실패하고 이것들이 결국 학업적 성공에 장애물이 된다(Balado, 2003).
Karande(2008)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임상적 특징과 교육심리학적인 측면에 대해
연구했는데, 신체적인 면에서 일반적인 아동과의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교사나 부모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특징으로는 일반 아동과 경계선 지능 아동을 구별할
수 없어서 동일한 기대치를 갖게 되며(Kaznowski, 2003), 일반학교의 보통학급에서
개별적인 관심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학업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서 학교에
부적응하게 된다(Krishnakumar, 2006)고 했다.
Reddy(2006)는 경계선지능의 인지적 특성으로, 합리적인 사고가 어려울 정도의
제한적인 인지 능력, 기억력 부진, 산만함, 자신을 말로 표현하고 들은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언어발달이 부진하며, 사고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계선 지능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낮은 인지 능력
때문에 사회적 이해와 언어성 지능에서 문제를 보였고, 학습능력은 정보처리와 읽기, 그리고
수학에서 결함을 보였다(정희정, 이재연, 2008; 김근하, 김동일, 2007). 이런 인지능력의
결함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누적되면서 아동의 학업성취 및 활동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유경(2008)에 의하면, 일반 아동이 아니라 단순 언어장애 아동들과도 비교했을
때 비슷한 언어능력이 나타났고, 문제해결능력 측면에서는 일반아동에 비해 더 큰 결함을
보였다.
기억력을 비교하는 연구들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더 낮은 기억력을
보였다(Alloway, 2010; Birch, 2003; Bonifacci & Snowling, 2008; Henry, 2001;
Kortteinen, Nahrhi, & Ahonen, 2009; Maehler & Schuchardt, 2009; Schuchar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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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bhardt, & Maehler, 2010; Swanson, 1994). 다양한 인지능력을 평가하는
연구들에서는 경계선 지능 아동이 주의 전환, 인지적 억제 기능, 문제해결능력, 계획학기,
그리고 반응 억제와 같은 면들이 동일 연령대의 일반적인 아동들과 비교했을 때 더 낮게
나왔다(Hartman, Houwen, Scherder, & Visscher, 2010). 익숙한 상황과 새로운
상황에 놓였을 때의 처리 속도를 비교 측정한 연구에서도 경계선 지능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보다 더 느린 반응 속도를 보였다 (Napora-Nulton, 2003). 수학적 능력과 사고에
있어서도 일반 아동들보다 현저히 낮은 능력을 보였으며(Claypool, Marusiak, & Janzen,
2008; Kortteinen et al. 2009; MacMillan, Gresham, Bocian, & Lambros, 1998),
또래에 비해 미성숙한 사고를 하거나 덜 발전된 형태의 전략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Mahler, 2005; Swanson, 1994). 특히 문제 상황에서 전반적인 맥락과 다양한 측면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등의 모습보다는 지엽적이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단서들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Swanson, 1994).
이와 같이 경계선 지능의 아동들은 같은 연령대의 평균 지능을 가진 아동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 측면에서 부진한 인지능력을 보였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노력이나 개입 없이 방치하였을 경우, 인지적 기능이 더욱 악화되어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지수로 하락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선별해서 적절한 개입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2) 정서적 특성
인지적으로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 아동의 정서적 삶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적절치 않다. 신체적인 발달과 환경은 제 나이에 맞춰가기 때문에
경험하는 정서는 또래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Reddy, 2006).
경계선 지능 아동은 대체적으로 일반 아동들에 비해 외현화 문제가 두드러지게 많이
보인다(변관석, 신진숙, 2017; Contena, Taddei, 2017). 경계선 지능 아동들은 문제
행동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미성숙하며 주의집중에 문제를 보인다(김선주, 하은혜, 2015;
정희정, 이재연, 2005). 특히,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를 진단할 때 경계선 지능은 혼재되는 역할을 한다고 하기도 한다.
이 말은 즉, ADHD를 보이는 아동들의 증상은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들과 매우 비슷하고,
진단을 했을 때 ADHD를 가진 아동들의 지능 수준이 경계선 수준일 확률이 높다(Pineda,
Lopera, Palacio, Ramirez, & Henao, 2003)는 것이다. 주의력 결핍에 이어서 경계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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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을 가진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보다 충동성 조절에서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Zimmerman & Fimm, 1996). 이런 아동은 활동 지향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또 급작스럽고
일시적인 감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품행장애와도 높은 공병률을 나타낸다(Van
der Meere, Börger, & Pirila, 2012).
외현화 문제만큼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들의 내현화
문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아동들에게 내현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한 인지적인 결함들 때문에 경계선 지적 범주의 아동들은 학교에서
위축, 학습된 무기력, 그리고 이로 인한 소외감을 느낀다(정희정, 이재연, 2008).
경계선 지능 아동은 정서를 다양하고 섬세하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보통의 아동처럼
정서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는 가지고 있다. 사랑받기, 인정받기, 안전에 대한 욕구, 주도성과
책임감에 대한 욕구, 새로운 경험과 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이러한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경계선 지능 아동의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ddy, 2006).
경계선 지능 아동의 심리적 문제가 외현화의 문제의 경우에는 대부분 눈에 띄지만, 보이지
않는 내현화 문제들을 가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서적 욕구를 기반으로 한 많은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다.

3) 사회적 특성
경계선 지능 아동은 겉보기엔 일반 아동들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인 차이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 Van Nieuwenhuijzen과 동료들(2011)이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들의
표정 및 정서 인식 과제를 했을 때, 두려움을 제외한 나머지 슬픔, 기쁨, 화남을 인식하는
데에는 일반 아동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또래보다 더 잘 드러나는 인지적인 결함과 심리적인 문제들이 있기에 사회적인
측면들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서 경계선
지능을 지닌 아동들은 평균 지능의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 또래들과 함께 집단으로 노는
경향성을 덜 보이고 혼자 노는 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Guralnick & Groom, 1987;
Roberts, Pratt, & Leach, 1991). 또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즉흥적으로 반응을 나타내야
하는 상황이나 문제해결, 또는 행동 선택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여러 사회적 상황들을
직면했을 때, 일반 아동들보다 더 수동적이고 순종적이거나 혹은 더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Embregts, & van Nieuwenhuijzen, 2009; van Niuwenhuij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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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iens, Scheepmaker, Smit, & Porton, 2011). 이에 더불어,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들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때 가장 필요한 언어능력에서 차별된 발달경로는 보이지
않았으나, 같은 나이 또래들과 비교했을 때 말하기와 듣기 능력 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김후비, 2012; 박혜성, 2006; 이수진, 김화수, 2016; 김민경, 2015)
사회적인 상황에서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조차 일반 아동들과 차이가 날 수 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들의 사회적 특성은 지적 장애에 비해서 눈에 띌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PCMR, 1969). 그러나 평균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비교했을 때 사회성면에서
차이가 나고, 지체된 능력들이 누적되면 더욱 더 큰 사회적 결함들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적절한 개입과 치료가 필요하다.

3

경계선 지능 아동과 자립

모든 아동에게 자립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보호기간 내에 자립능력을 충분히 키워서 퇴소
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시설 아동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시설아동은
공격성, 우울과 불안 등의 심리사회적 적응문제와 정서적 어려움 등에 연관될 가능성이
높고, 가족해체로 인한 상실감, 지나친 의존성, 낮은 학업성취와 이로 인한 열등감 등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들에 경계선 지능이라는 특성이 가중된다면
자립은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자립은 개별적인 독립이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와 지역사회 자원을
잘 활용하여 스스로를 지켜 나갈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독립 상태를 의미한다
(신혜령, 2001). 경계선 지능이라는 특성이 이러한 심리적 독립, 사회적 독립, 경제적 독립의
각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독립을 위해서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하는 자립심을 키워야하며, 자기 인생이나 생활을 책임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바라는

생활목표나

생활양식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기결정의

능력이

필요하다(서화자, 2002).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감이 매우 낮다는 정서적 특성이 있다(Gabriele, 1998; 정희정 외, 2005).
작은 실수나 실패에도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고, 인지적 무력감으로 인한 두려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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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때문에 긴장하거나 지속적인 좌절감으로 인해 무기력해지는 경우도 잦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이들의 인지적 특성에서 예측과
판단력의 부족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측면은 자신의 인생이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 필요한 판단력이나 자기결정의 능력을 요하는 정서적 독립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독립은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서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며 주류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박형진, 2008). 사회적 미성숙은 경계선 지능의 대표적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Kavale과 Forness(1996)는 사회성 결여에 대한 메타연구에서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의
75%가 부적응적인 사회적 행동을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감정을 지각하고 구별하기
어려워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문제해결기술을 이용하기 어려워한다고 했다.
사회에서 타인과 친밀한 관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은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Nesler, 2011).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상황과 자극에 대한 주의집중, 기억력, 추상적 사고능력, 논리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능력,
빠른 정보처리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들이 매우 취약한 집단이 바로 경계선
지능아동이기 때문에 사회적 독립도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
셋째, 경제적 독립은 적절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서 독립생활의 근간이 되는 수입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조순실, 2011). 인간은 직업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돌보고 사회 참여와 자기실현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 판단, 직업선택의 폭이나 질을 높일 수 있는 학력, 직업준비도, 취업을 위한
용기와 지속적인 노력, 취업유지를 위한 능력개발 등이 필요하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은 스스로를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취업과
직업유지에 필요한 개인의 능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또한 학령기부터
지속적인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시도하기 어려워하거나, 실패에 대한
예측이나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부족하다. 취업이 된다고 해도 취업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기능의 숙달과 동료들과의 긍정적 관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겨서 하향취업하거나
실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독립이 어려울 수 있다.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 협회 정책토론회 전문에 따르면, 아동공동생활가정
양육자들은 시설에서 양육하기 가장 어려운 아동으로 비행문제를 가진 아동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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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을 꼽았다. 아동자립지원단에서 2013년에 실시한
시설 내 경계선 지능 아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보호 아동의 15.6%가 경계선 지능으로
진단 또는 의심되고 있으며 이들의 자립준비나 퇴소 이후의 사후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EBS의 심층취재(2014. 10. 9)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 아동의 양육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시설의 64%에 이르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과 경계선 지능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부족으로 치료적 개입이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경계선 지능
이하의 시설 아동들은 18 세 이후 자립을 해야 할 시기에 취업과 사회 적응에서의 어려움을
느끼고, 자립에 실패하여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 비행이나 범죄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최윤미, 2016).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의 자립을 위해서는
정서적 독립을 위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긍정적 자기개념을 신장시켜야 할 것이며, 사회적
독립을 위해 사회적 미성숙이나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고, 학교와
시설에서의 적응에 힘써야 할 것이며, 경제적 독립을 위해 직업 선택과 유지를 위한 자질을
키우는데도 주력해야 한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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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개요

경계선 지능 아동 대상 지원 서비스는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전국의 양육시설에서
경계선으로 의심 또는 진단받은 아동을 추천 받았다. 100여명의 신청자 중 서비스의 특성에
적합한 56명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서비스 실시 전과 실시 후에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에 사용한 검사는 1) 웩슬러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수행평가 3) 문제행동평가척도 4) 사회적기술평정척도 5)
자립기술평가척도였다. 인지기능의 발달을 살펴보기 위해 웩슬러 지능검사를 실시했으며,
기초학습기능의 발달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를 실시했다. 아동의
문제행동, 정신병리적 측면과 적응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문제행동평가를 실시했으며,
사회성 발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기술을 평가했다. 끝으로 만 15세 이상인
고등학생의 경우, 사회적 기술평정척도를 대신해 자립기술발달의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했다.
앞서 설명한 척도를 이용해서 자립지원서비스 대상의 인지, 기초학습, 정서/행동,
사회적기술, 자립기술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서비스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영역들이
서비스 전후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한 사전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 설계 및 조사대상

1) 연구 설계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실시된 경계선 지능 지원서비스의 효과성 연구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 한 집단만을 선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과 제공하고 난 뒤의 종속변인의
수준을 검사하여 두 결과의 차이로 서비스의 효과를 측정하는 단일집단사전사후 검사
설계라고 볼 수 있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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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
전국에 분포한 양육시설 중 서비스에 지원한 22개 기관 소속의 아동 56명이
경계선지적기능 지원서비스 연구대상자로 선정됐다. 대상아동 56명 중에서 남자는
34명이고 여자는 22명이었다. 연령은 7세에서 18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연령은
12.09세였다. 각 기관별로 1명~6명까지의 아동이 소속되어 있으며, 대상아동이 1명만
소속된 기관이 7개로 가장 많았고, 2명은 5개 기관, 3명은 3개 기관, 4명은 3개 기관,
5명은 1개 기관, 6명은 1개 기관이 있었다.

┃그림 1┃ 기관별 서비스 참여 아동의 수

대상아동의 지역 분포를 살펴봤을 때 경기도의 대상아동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명, 충남과 제주가 6명씩, 충북이 5명, 대구와 전북이 4명씩, 광주와 전남이 3명씩,
인천․경북․경남이 각각 1명씩이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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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상아동의 거주 지역 분포

서비스 제공 개시 시점에 대상 아동의 학교급은 유아가 1명, 초등 1~3학년에 해당하는
초등저학년이 21명, 초등 4~6학년에 해당하는 초등 고학년이 15명,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6명이었다.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이었다.
┃표 1┃
학교급

인원수(명)

비율(%)

유아

1

1.8

초등저학년

21

37.5

초등고학년

15

26.8

중학생

13

23.2

고등학생

6

10.7

합계

56

100.0

대상아동의 시설 보호 기간은 1년 1개월(13개월)~14년 5개월(173개월)까지로, 평균
보호기간은 6년 11개월(83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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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지원서비스 운영 개요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지원서비스를 실시하기 전인 2015년에 아동자립지원단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 사업으로, 보호 중인 경계선 지능 아동의 낮은 지적수준과
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립지원매뉴얼을 개발했다. 인지․학습적 개입프로그램, 사회성
프로그램, 사회성 프로그램, 이성교제 및 성교육 프로그램, 진로탐색 및 지도 프로그램,
돈 관리 프로그램의 총 5종의 매뉴얼을 개발했다.
아동자립지원단에서 실시한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지원서비스는 2016년 4월 서비스
참여기관 및 대상아동을 모집했고, 지원기관 및 지원아동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기관과 해당 기관에 소속된 아동을 선발했다. 기존에 진단을 받았던 아동은 심리검사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에게는 신청자에 한해
종합심리검사비용을 지원했다.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지원서비스는 1차년도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16일까지, 2차년도 2017년 1월2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제공됐다.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게 될 전문 인력 양성교육은 2016년 6월 서울에서
실시됐다. 전문 인력 양성교육의 목적은 첫째, 경계선 지능 아동의 발달과 특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서비스지원아동에게 적합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이론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 둘째, 아동자립지원단에서 앞서 개발한 경계선 지적기능아동을 위한 자립기초단계
매뉴얼 활용교육을 통해 보호 중인 경계선 지능 아동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자 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아동자립교육, 경계선 지능 아동 발달의 이해, 경계선 지능 선별 및 평가. 상담 및 사례관리의
실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등의 내용으로 총 16과목으로 구성됐다. 교육 이후 전문
인력으로서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검정시험)를 실시했으며,
이 평가에서 일정기준 이상을 넘긴 인력이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양성된 전문 인력인 ‘경계선 지능 아동지도사’는 아동자립지원단에서 제작한 경계선
지적기능아동을 위한 자립기초단계 매뉴얼을 활용하여 경계선 지능 아동자립지원서비스
1차년도 26회기와 2차년도 24회기로 총 50회기의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자립지원
서비스 대상 기관은 총 22개로 56명의 대상아동이 1:1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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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서비스제공 초기에 권역별로 개별 사례 슈퍼비전이 진행됐으며, 2차년도에는
사례발표와 슈퍼비전을 위한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인 2016년 7월~8월까지의 기간에 웩슬러지능검사,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기초학습기능평가(읽기, 쓰기, 수학), 만15세 미만인 경우 사회적 기술평정
척도, 만15세 이상인 경우 자립기술평가척도를 사용해서 사전평가를 실시했다. 2017년
7월~8월까지의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마친 기관에서는 대상아동의 사후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도구는 사전평가와 동일했다.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지원서비스 운영
과정은 그림3과 같다.

┃그림 3┃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지원서비스 운영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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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1) 양적검사
1) 웩슬러 지능검사
David Wechsler가 개발한 웩슬러 지능검사(Wechsler Intelligence Scale)는 아동의
인지능력을 평가하는 데 쓰이고, 현재 임상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심리검사 중 하나이다.
웩슬러는 지능을 일차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다차원적인 면을 고려한 지능검사를
제작했다(Wechsler, 1991). 전체지능점수(Full Scale Intelligence Quotient: FSIQ)가
주어지지만 여러 소검사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각 하위 능력의 점수도 산출해 낼 수 있어
개인의 지능을 다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게 했다. 웩슬러 지능검사는 검사에 임하는 개인의
인지적인 특성을 고려해 연령별로 정해진 검사가 있다. 웩슬러 지능검사는 유아용
지능검사(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WPPSI), 아동용
지능검사(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WISC), 그리고 성인용
지능검사(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WAIS)의 셋으로 나뉜다. 검사 점수는
개인의 지능이 개인이 속한 규준집단의 다른 구성원들 점수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떤지를 알려준다(노경란, 박현정, 안지현, 전영미, 2016). 웩슬러 지능검사의 전통적
기술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웩슬러 지능검사의 전통적 기술체계(Wechsler, 1991)
표준점수 범위

기술적 분류

130이상

매우 우수

120~129

우수

110~119

평균 상

90~109

평균

80~89

평균 하

70~79

경계선 수준

69이하

지적 결손

본 연구에서는 각 지원기관의 실정에 맞춰 지능검사를 실시했던 결과들을 사용했다.
본 연구결과에서 3가지 웩슬러 지능검사의 결과 모두를 참고했으므로 웩슬러 유아용,
아동용, 성인용을 모두 간략히 설명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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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웩슬러 유아용 지능검사(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WPPSI)
웩슬러 유아용 지능검사는 나이가 만 2세 6개월에서 만 7세 7개월인 유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검사다. 총 15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어있고 5가지 기본지표와 4가지 추가지표를
제공한다. 15개의 소검사에는 토막짜기, 상식, 행렬추리, 동형찾기, 그림기억, 공통성,
공통그림찾기, 선택하기, 위치찾기, 모양맞추기, 어휘, 동물짝짓기, 이해, 수용어휘,
그림명명이 있다. 5가지 기본지표는 언어이해(VC), 시공간(VS), 유동추론(FR), 작업기억
(WM), 처리속도(PS)로 구성이 되어있고, 4가지 추가지표는 어휘획득(VA), 비언어(NV),
일반능력(GA), 인지효율성(CP)이 있다. 유아기 발달은 아동기와 성인기 발달과는 다르게
연령별로 인지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웩슬러 유아용 지능검사는 만 2세 6개월에서
만 3세 11개월과 만 4세 0개월에서 만 7세 7개월의 지능을 다르게 측정한다. 만 2세
6개월에서 만 3세 11개월은 15개의 소검사 중 7개를 사용하고 언어이해(VC), 시공간(VS),
작업기억(WM)의 3가지 기본지표척도와 어휘획득(VA), 비언어(NV), 일반능력(GA)의
3가지 추가지표척도를 제공한다. 만 4세 0개월에서 만 7세 7개월의 검사는 15개의
소검사를 모두 사용하고 언어이해(VC), 시공간(VS), 유동추론(FR), 작업기억(WM),
처리속도(PS)의 5가지 기본지표척도와 어휘획득(VA), 비언어(NV), 일반능력(GA),
인지효율성(CP)의 4가지 추가지표척도가 제공된다.

┃그림 4┃ 웩슬러 유아용 지능검사(WPPSI-Ⅳ)의 지표척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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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WISC)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는 나이가 만 6세 0개월에서 만 16세 11개월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현재 임상현장에서는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WISC-Ⅲ와 WISC-Ⅳ가
함께 쓰이고 있다. WISC-Ⅲ는 WISC-Ⅳ로 개정되면서 큰 폭으로 수정되었다. 여기서는
WISC-Ⅲ와 WISC-Ⅳ 각각을 살펴보고 어떤 점들이 변화했는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할
것이다.
ⅰ) WISC-III: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WISC-III는 총 13개의 소검사를 포함하며,
4가지 지표로 구성되었다. WISC-III의 특징은 지능을 크게 언어성 지능(VIQ)과
동작성 지능(PIQ)으로 나눈다는 점이다. 4가지 지표 중 언어이해 지표(VCI)와
주의집중 지표(FDI)는 언어성 지능을 측정하는 데 쓰이고, 지각적 조직화 지표
(POI)와 처리속도 지표(PSI)는 동작성 지능을 측정하는데 쓰인다. 13개의 소검사
에는 상식, 공통성, 어휘, 이해, 산수, 숫자, 빠진곳찾기, 차례맞추기, 토막짜기,
모양맞추기, 기호쓰기, 동형찾기, 미로가 있다. 각 지표에 포함되는 소검사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5┃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WISC-Ⅲ)의 지표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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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WISC-IV: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WISC-IV는 총 15개의 소검사와 4가지 지표로
구성이 되었다. WISC-III와의 차이점은 우선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두 지능에 대한 개념은 없어졌지만 대신 언어이해 지표와
지각추론지표로 대체되었고, 주의집중 지표도 작업기억 지표로 대체했다. 언어이해
지표(VCI), 지각추론 지표(PRI), 작업기억 지표(WMI), 그리고 처리속도 지표(PSI)의
4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5개의 소검사는 WISC-III에 있던 차례맞추기,
모양맞추기, 그리고 미로가 삭제되고 단어추리, 행렬추리, 공통그림찾기, 순차연결,
그리고 선택의 5가지 소검사가 새로 포함되었다.

┃그림 6┃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WISC-Ⅳ)의 지표척도

③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WAIS)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는 나이가 만 16세 0개월에서 69세 11개월인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검사다. 총 15개의 소검사와 WISC-IV와 동일한 4개 지표로 구성
되었다. 작업기억 지표(WMI), 그리고 처리속도 지표(PSI)에 포함되는 소검사는 성인용과
아동용이 같지만, 언어이해 지표(VCI)에서 단어추리가 빠지고 지각추론 지표(PRI)에서는
공통그림찾기가 빠지고 퍼즐과 무게비교 소검사가 추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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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WAIS)의 지표척도

2)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계(Basic Academic Skills Assessment: BASA)
기초학습능력검사는 개인용 표준화 검사로서 아동의 학습수준이 일반적인 아동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거나 학습집단 배치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아동집단에
들어가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개별화 교수안을 짜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검사는 능력이 부족한 장애아동뿐 아니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수준의 일반적인
아동들의 기초 학습 기능 또는 기초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기초 학습 기능 검사의
검사 대상 아동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이며 이 검사는 학년규준과 연령규준을
갖춘 개인용 학력검사라는 특징을 가졌다.
기초 학습 기능 검사는 정보처리 기능과 언어 기능 및 수 기능을 측정하도록 구성
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읽기, 쓰기, 기초수학 영역의 측정 결과를 이용했다.
본 검사에서는 하위영역별로 표준화된 점수인 T점수와 학년차이의 결과를 분석했다.
학년점수는 각 학년 학생들이 받은 원점수의 중앙치와 개인의 점수를 비교하여 학년
수준으로 표시되는 점수를 말한다. 현재의 학년수준과 학습기능상의 학년점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것이 학년차이점수이다.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의 하위영역별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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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BASA 하위영역별 평가내용
구분

하위영역

기술

읽기

읽기검사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글자를 정확하게 읽는가를 측정

빈칸 채우기

독해력을 측정하기 위해 문맥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문항으로 구성

수학학년

수계산 능력 평가. 네자리수의 덧셈과 뺄셈, 소수의 이해, 분수의 이해

수학통합

수계산 능력 평가. 네자리수의 덧셈과 뺄셈, 소수의 이해, 분수의 이해

정량적 평가

쓰기 유창성 측정. 정확한 음절의 수를 계산해서 기록. 오류의 유형은
소리나는 대로 쓰기, 삽입, 대치, 생략

정성적 평가

부가적인 평가로, 글의 형식, 글의 조직, 글의 문제, 글의 표현,
글의 내용, 글의 주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적으로 평가

수학

쓰기

3) 아동문제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CBCL(Child Behavior Checklist)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Achenbach와 Edelbrock
(1983)이 개발했다. CBCL은 4~18세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가 평가하는 CBCL/4-18,
유아용인 CBCL/2-3, 교사보고형(TRF), 11~18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자기보고형
(YSR), 그리고 학령기 아동의 교실에서의 행동을 10분간 관찰한 후 관찰자가 완성하는
직접관찰형이 포함된다. 이 중 CBCL 4-18을 K-CBCL(오경자 등, 1997)이라는 이름으로
표준화해서 사용했었다. 그러나 일부 문항 및 척도를 변경하고, DSM진단척도를 도입하여
Achenbach 등(2001)이 개정한 척도를 2010년 표준화하여 현재의 CBCL 6-18로 출시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보고용 CBCL 6-18을 사용하였으며 부모대신
시설 내 양육자가 보고했다.
아동행동평가척도인 CBCL 6-18은 크게 둘로 나누어 문제행동척도와 적응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문제행동척도는 다시 증후군척도, DSM진단척도, 문제행동특수척도로 나뉜다.
증후군 척도에는 내재화(우울/불안, 위축/우울, 신체현상), 외현화(규칙위반, 공격행동),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기타문제로 나누어져 있다. DSM진단척도는 DSM
정서문제, DSM불안문제, DSM신체화문제, DSM ADHD, DSM반항행동문제, DSM품행
문제로 분류된다. 문제행동특수척도에 포함되는 증상은 강박증상, 외상후 스트레스 문제,
인지속도 부진의 3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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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행동증후군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의 정도가 심각함을 나타낸다. ‘준임상
범위’는 해당영역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태임을 말하고, ‘임상범위’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는 것을 뜻한다. 문제행동척도의 임상범위
기준은 T점수 64(백분위 92)이상일 때, 준임상범위 기준은 T점수 60(백분위 84)이상,
T점수 64미만일 때이다. 증후군 소척도 임상범위 기준은 T점수 70(백분위 98)이상일 때,
준임상범위 기준은 T점수 65(백분위 93)이상, T점수 70미만일 때이다. DSM진단척도의
임상범위 기준은 T점수 70(백분위 98)이상일 때, 준임상범위 기준은 T점수 65(백분위
93)이상, T점수 70미만일 때이다.
적응척도는 적응척도총점, 사회성 척도와 학업수행척도로 나뉜다. 적응척도의 척도는
친구나 또래와 어울리는 정도, 부모와의 관계 등의 사회성을 평가하는 사회성 영역, 교과목
수행정도, 학업수행상의 문제 여부 등을 평가하는 학업수행 영역이 있고, 두 영역을 합하여
산출한 총 적응척도 총점이 높을수록 정상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적응척도 총점의
임상범위 기준은 T점수 36(백분위 8)이하일 때, 준임상범위 기준은 T점수 36(백분위
8)초과, T점수 40 이하일 때이다. 사회성과 학업수행척도의 임상범위 기준은 T점수
30이하(백분위 2)일 때, 준임상범위 기준은 T점수 30(백분위 7)초과, T점수 35(백분위
7)이하일 때이다.

4) 사회적기술평정척도(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
사회적기술평정척도(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는 Gresham과 Elliott
(1990)가 학생의 사회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문성원(1997)이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한 척도의 SSRS-학생용 문항들 중 23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며, 점수의 범위는 23~1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기술이 좋음을 의미한다. 사회적기술평정척도는 협력성, 주장성, 공감, 자기통제
4가지 하위 변인으로 구성된다. 하위 요인 중 협력성은 타인을 돕고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유하며 규칙이나 지시를 따르는가를 측정한다. 주장성은 타인에게 정보를 구하거나
자기소개하기, 또래압력이나 모욕과 같은 행동에 대한 반응을 측정한다. 공감은 타인의
느낌 및 관정에 대해서 관심이나 존중을 보이는지의 측정하며, 자기조절은 놀림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나 비갈등 상황에서 타협하기와 같은 능력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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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회적기술평정척도 문항내용
구분

문항 내용
3.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해도 되는지를 물어본다
10. 나는 정해진 시간에 숙제를 한다
협력성

15. 나는 어른이 말씀하실 때 주의 깊게 듣는다
18. 나는 어른이 싫어하실 일은 피한다
21. 나는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을 잘 듣는다
22 나는 학급에서 낸 과제를 정해진 시간에 끝마친다
1. 친구를 쉽게 사귄다
6.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날 때 그 사람에게 화가 났음을 말한다

주장성

9. 나는 스포츠나 클럽활동 같은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1. 나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시키지 않아도 내 이름을 말한다
13. 나는 공평하지 못한 규칙에 대해서 정중하게 질문한다

사회적
기술

23. 나는 학급 내 친구들에게 말을 먼저 건넨다
2. 나는 다른 사람을 보면 웃거나 손을 흔들거나 고개를 끄덕인다
5.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마음이 좋지 않다
공감

14. 나는 친구들에게 내가 좋아한다는 것을 말하거나 행동으로 보여준다
16. 나는 친구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좋아하는 모습을 보인다
17. 나는 친구가 자신의 문제를 말할 때 잘 들어준다
20.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잘 했을 때 좋은 말을 해준다
4. 나는 학급에서 어릿광대짓을 하는 급우를 무시한다

자기
조절

7. 나는 어른과 싸우지 않고도 의견을 맞춘다
8. 나는 책상을 깨끗이 정리해 둔다
12.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낼 때도 화를 통제한다
19. 나는 주양육자와 싸움을 했을 때 조용하게 끝낸다

5) 자립기술평가척도
효과성 분석에 사용된 자립기술평가척도는 Casey Family Program(2001)에서 개발한
ACLSA(Ansel-Casey Life Skills Assessment)를 우리나라 청소년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신혜령 등(2006)이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자립기술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립기술의
하위요인은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돈관리기술, 사회적기술,
진로탐색, 원가족(친부모), 심리정서의 8개 하위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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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조사-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질적조사를 위해 서비스에 참여했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초점집단과의 면접을
실시했다. 자립지원서비스에 대해 실무자들, 대상아동이 소속된 기관의 관계자 및
양육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다음의 표5와 같이 8명으로 초점집단을
구성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은 경계선 지능 아동 대상 자립지원 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하고 양적조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표 5┃ 초점집단면접개요
구분

내용

면접일시

2017년 11월 8일 14:00~17:00

면접장소

연세 세브란스빌딩 지하1층 소회의실

면접대상

경계선지적기능 아동 자립지원서비스 지원기관 담당자

면접내용

서비스 운영내용, 사례공유, 향후 지원방안

┃표 6┃ 초점집단면접 대상자
성명

성별

소속기관

지역

참여 아동수

정OO

여

A

충남

2

노OO

남

B

충북

3

진OO

여

C

제주

6

김OO

여

대구

4

최OO

남

대구

4

김OO

여

E

광주

3

현OO

여

F

서울

1

장OO

여

G

경기

1

D

연구자 외 3명이 3시간에 걸쳐서 초점집단과의 심층면접을 실시했으며, 관찰기록 및
녹화를 통해 면접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에서는 필요한 내용에 대해 개방적이고
반구조화된 질문 형식을 사용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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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초점집단면접을 위한 질문내용

1. 경계선 지적기능 지원서비스 대상 아동 신청사유 또는 신청 시 주호소는 무엇
이었는가?
2. 서비스 지원 당시에, 경계선 지적기능 관련 지원서비스에 아동지도사 본인이 기대했던
점들은 무엇인가? 아동의 변화 또는 아동지도사 본인의 역량 등에 관해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3. 담당했던 아동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지원서비스의 내용, 아동의 변화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보시오.
4. 서비스지원과정에서 본인이 느꼈던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보시오. 필요 또는
불필요에 체크표시하시고, 그 이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 ① 필요 □ ② 불필요 □ )
5. 서비스 지원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들은 무엇이었나? 해당 내용에 체크하시고(⍌),
보기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타 란에 적으시면 됩니다.
① 아동의 바쁜 스케줄로 인한 시간배정이나 약속잡기의 어려움 □ ② 다른 보호
아동과의 형평성 □ ③ 아동의 어려운 기질(공격성, 분노조절, 선택적 함묵증 등) □
④ 아동의 방어나 거부 □ ⑤ 보호시설이나 양육자의 몰이해나 비협조 □ ⑥ 공간부족
혹은 부적절한 공간사용 □ ⑧ 예산부족 □ ⑨ 여타의 잡무로 인해 서비스지원시간
배정이 어려움 □ ⑩ 기타 □
6. 서비스 지원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설명해보시오
7. 서비스 지원과정에서 파악하게 된 아동지도사 본인이 파악한 경계선 지능의 대표적인
특성은 무엇이었는가? (개입시의 효과관련해서)
8. 성공사례나 실패사례가 있다면 간략히 설명해주십시오.
9. 서비스지원과정에서

교재(인지학습적

개입프로그램과

사회성증진프로그램)의

사용은 효과적이었는가? ( ① 예 □ ② 아니오 □ )
9-1. 교재를 사용한 방법에 관해 간략히 설명해보시오(인지학습적 개입프로그램:
회기당 교재사용시간, 활용방법 사회성증진프로그램: 개별 혹은 집단 진행이
었는지의 여부, 교재를 충실히 활용했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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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교재사용시의 어려움은 무엇이었는가?(인지학습적 개입프로그램, 사회성증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설명요함)
9-3. 사용했던 교재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재나 교구는 무엇인가?
10. 서비스 지원과정에서 시설 내부나 지원담당자의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인식은
변화했는가? 변화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 ① 예 □ ② 아니오 □ )
11. 경계선 지적기능과 관련해서 보호시설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
12. 경계선 지적기능 관련 인력 교육에서 미리 배웠으면 했던 교육내용이 있다면
무엇이었는가?
13. 슈퍼비전 횟수나 재교육과정에서 보완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4. 현재 경계선 지능은 장애진단을 받을 수 없는 증상이므로 이에 대한 지지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정책으로 마련됐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15.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하시고(⍌), 그 이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기타 란에
적으시면 됩니다.
1) 주거문제해결 □ 직업 및 진로 문제 □ 시설퇴소 후 인적 지지기반 구축(전담사례
관리인력 배치 등) □
2) 사회적 기술
① 타인과 의사소통 능력 □ ② 문제해결력 □ ③ 정서인식과 구분 □ ④ 정서조절(예를
들어 분노조절, 흥분조절 등) □ ⑤ 윗사람을 포함한 타인에 대한 예절 □ ⑥ 상황에
적절한 행동기술 습득 □ ⑦ 경제개념 □ ⑧ 타인과의 협업능력 □ ⑨ 직업과 관련한
기술 ⑩□ ⑪ 긍정적 자아개념 □ ⑫ 도움청하기 기술 □ ⑬ 특정 사회적 상황에
대한 예측 및 판단력 □ ⑭ 동성친구와 이성친구 사귀기와 관계유지기술 □ ⑮
특정과제에 대한 계획과 감독 과정 훈련 □ ⑯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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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립지원서비스 효과성 양적 연구
1

인지기능과 학습능력 발달

(1) 웩슬러 지능검사
각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심리검사 연계기관에서 사용하는 심리검사 도구가 서로
달라서 일관된 도구가 적용되지 못했다. 학령기 아동을 위해서는 웩슬러 지능검사를
활용했는데, 이때 기관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웩슬러 지능검사의 개정판 버전을 달리하여
주로 WISC-Ⅲ와 WISC-Ⅳ가 사용되었다. 또한 지원 대상 중에 유아1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전 지능검사는 유아용 웩슬러 지능검사(K-WPPSI)를 이용했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명 포함되어 있어서 서비스 제공 이후인 사후검사에서 성인용 웩슬러 지능검사
(K-WAIS) 검사결과를 분석에 이용했다.
그러나 버전과 상관없이 웩슬러 지능검사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사용된 검사들 모두
표준화를 거친 공인된 검사들이기 때문에 각 지능검사의 총점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비교가
가능했다. 사전검사 또는 사후검사 결과가 없는 9명을 제외하고, 지원 대상 47명 아동의
웩슬러 지능검사 결과, 사전 지능검사의 평균은 74.81이었으며, 사후 지능검사의 평균은
75.62로 0.81점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검증 결과를 살펴봤을 때 t값은
-.71이고 유의확률이 .479로 사전검사 결과와 사후검사 결과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참여대상 전체 아동의 웩슬러 지능검사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간의 차이는 표8과 같다.
┃표 8┃ 참여대상 전체 아동의 웩슬러 지능검사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간의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전검사(IQ)

74.81

7.25

사후검사(IQ)

75.62

9.56

t

유의확률
-.71

.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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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자립지원서비스 참여에 따른 대상아동의 전체지능지수 변화

신뢰도확보를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참여아동들을
분리해서 이들의 지능검사를 비교분석했다.

1) 웩슬러 지능검사 WISC-Ⅲ
웩슬러 지능검사 WISC-Ⅲ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한 14명의 지능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t검증 결과를 살펴봤을 때 t값은 -.77이고 유의확률이 .457로 사전검사 결과와
사후검사 결과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전검사에서의 지능 평균은 74.71
이었고, 사후검사에서의 지능 평균은 76.21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1.5점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표 9┃ WISC-Ⅲ 로 검사한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간의 차이
구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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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사전검사(IQ)

74.71

8.82

사후검사(IQ)

75.21

9.61

t

유의확률
-.77

.457

연구결과

┃그림 9┃ WISC-Ⅲ 로 검사한 아동의 전체지능지수 변화

WISC-Ⅲ는 크게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언어성 지능의
사전검사 평균은 75.21이었고 사후검사 평균은 71.71로 3.50점 낮아졌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동작성 지능의 사전검사 평균은 79.50이었고, 사후검사 평균은
85.36으로 5.86점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표 10┃ WISC-Ⅲ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의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구분
pair1
pair2

평균

표준편차

언어성지능사전

75.21

10.52

언어성지능사후

71.71

12.05

동작성지능사전

79.50

11.31

동작성지능사후

89.36

13.79

t

유의확률

1.367

.195

-2.232*

.044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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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WISC-Ⅲ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의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WISC-Ⅲ의 하위검사 사전사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언어성 지능에 포함되는
언어이해 지표(VCI)와 주의집중 지표(FDI), 동작성 지능에 포함되는 지각적 조직화
지표(POI)와 처리속도 지표(PSI)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언어이해지표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4개의 하위검사 모두 사전검사 결과와 사후검사
결과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상식이 7.33에서 6.50으로 0.83점이 낮아졌고,
공통성은 9.00에서 8.17로 0.83점이 낮아졌으며, 어휘는 7.17에서 6.38로 0.79점이
낮아졌고, 이해는 사전과 사후가 동일하게 7.17이었다. 언어이해지표 소검사들의 점수는
사전검사 결과보다 사후점수가 낮아지거나 동일했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11┃ WISC-Ⅲ 언어이해 지표에 포함되는 하위검사의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구분
pair1
pair2
pair3
pai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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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상식 사전

7.33

3.20

상식 사후

6.50

1.38

공통성 사전

9.00

1.41

공통성 사후

8.17

2.04

어휘 사전

7.17

.98

어휘 사후

6.33

2.34

이해 사전

7.17

1.84

이해 사후

7.17

1.47

t

유의확률
.797

.462

.797

.462

.850

.434

.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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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WISC-Ⅲ 언어성 지능에 포함되는 하위검사의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주의집중 지표에는 하위 소검사 중 산수와 숫자가 포함된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2개의
하위검사 모두 사전검사 결과와 사후검사 결과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산수는
사전검사 평균이 6.83에서 7.33으로 0.50점 낮아졌고, 숫자는 사전검사 평균이 7.00에서
6.50으로 0.5점 낮아졌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12┃ WISC-Ⅲ 주의집중 지표에 포함되는 하위검사의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구분
pair1
pair2

평균

표준편차

산수 사전

6.83

2.32

산수 사후

7.33

1.03

숫자 사전

7.00

3.35

숫자 사후

6.50

3.40

t

유의확률

-.522

.624

.349

.741

•••

43

Ⅳ

경계선지적기능아동 자립지원체계연구: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 효과성 보고서

┃그림 12┃ WISC-Ⅲ 주의집중 지표에 포함되는 하위검사의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지각적 조직화 지표(POI)에는 빠진 곳 찾기, 차례 맞추기, 토막 짜기와 모양 맞추기가
포함된다. 소검사 중 토막짜기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나머지 소검사들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빠진 곳 찾기의 사전검사 평균은
6.00이고 사후검사는 7.00으로 1.00점 증가했고, 차례 맞추기는 6.50에서 8.50으로
2.00점 증가했다. 토막 짜기는 6.00에서 8.33으로 2.33만큼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모양
맞추기는 7.00에서 7.83으로 0.83점 증가했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3┃ WISC-Ⅲ 지각적 조직화 지표에 포함되는 하위검사의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구분
pair1
pair2
pair3
pari4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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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빠진곳찾기 사전

6.00

1.90

빠진곳찾기 사후

7.00

2.90

차례맞추기 사전

6.50

1.38

차례맞추기 사후

8.50

2.88

토막짜기 사전

6.00

2.53

토막짜기 사후

8.33

3.93

모양맞추기 사전

7.00

2.53

모양맞추기 사후

7.83

2.71

t

유의확률

-1.936

.111

-1.651

.160

-3.070*

.028

-.667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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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WISC-Ⅲ 지각적 조직화 지표에 포함되는 하위검사의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처리속도 지표(PSI)에는 기호쓰기와 동형찾기가 포함됐다. 두 소검사 모두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결과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기호쓰기는 8.17에서 8.00으로 0.17점
낮아졌으며, 동형찾기는 7.67에서 7.33으로 0.34점 낮아졌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14┃ WISC-Ⅲ 처리속도 지표에 포함되는 하위검사의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구분
pair1
pair2

평균

표준편차

기호쓰기 사전

8.17

2.64

기호쓰기 사후

8.00

3.35

동형찾기 사전

7.67

1.97

동형찾기 사후

7.33

2.42

t

유의확률
.200

.849

.237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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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WISC-Ⅲ 처리속도 지표에 포함되는 하위검사의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마지막으로 WISC-Ⅲ를 이용한 참여대상 아동의 전체 소검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5┃ WISC-Ⅲ 소검사 전체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구분

상식

공통성

산수

어휘

이해

숫자

빠진곳
찾기

기호
쓰기

차례
맞추기

토막
짜기

모양
맞추기

동형
찾기

사전

7.33

9.00

6.83

7.17

7.17

7.00

6.00

8.17

6.50

6.00

7.00

7.67

사후

6.50

8.17

7.33

6.33

7.17

6.50

7.00

8.00

8.50

8.33

7.83

7.33

┃그림 15┃ WISC-Ⅲ 소검사 전체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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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웩슬러 지능검사 WISC-Ⅳ
웩슬러 지능검사 WISC-Ⅳ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한 21명의 지능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t검증 결과를 살펴봤을 때 전체 지능지수의 t값은 .403이고 유의확률이 .691로
사전검사 결과와 사후검사 결과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사전검사에서의 지능 평균은
75.38이었고, 사후검사에서의 지능 평균은 74.62로 0.76점 낮아졌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16┃ WISC-Ⅳ로 검사한 전체지능지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간의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전검사(IQ)

75.38

7.24

사후검사(IQ)

74.62

10.09

t

유의확률
.403

.691

┃그림 16┃ WISC-Ⅳ로 검사한 전체지능지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간의 차이

WISC-Ⅳ는 언어이해(VCI), 지각추론(PRI), 작업기억(WMI)과 처리속도(PSI)의 4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지표별 사전사후검사 결과로 t검증을 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지표는 없었다.
언어이해지표의 사전검사 평균은 79.95였고 사후검사 평균은 76.62로 3.33점이 낮아졌고,
지각추론은 84.62에서 86.52로 1.90점 증가했으나 둘 다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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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억은 77.10에서 76.48로 0.62점 낮아졌고, 처리속도는 84.62에서 82.05로 2.57점
낮아졌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전검사에서는 지각추론과 처리속도의 점수가 공통적으로
가장 높았고, 언어이해, 작업기억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17┃ WISC-Ⅳ 지표별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구분
pair1
pair2
pair3
pair4

평균

표준편차

언어이해 사전

79.95

7.74

언어이해 사후

76.62

12.39

지각추론 사전

84.62

11.57

지각추론 사후

86.52

13.74

작업기억 사전

77.10

10.84

작업기억 사후

76.48

11.40

처리속도 사전

84.62

12.49

처리속도 사후

82.05

13.36

t

유의확률

1.309

.205

-.670

.510

.264

.794

1.314

.204

┃그림 17┃ WISC-Ⅳ 지표별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언어이해(VCI)에 포함되는 소검사들은 공통성, 어휘, 이해와 상식이다. 공통성은
사전검사 평균이 5.81에서 5.62로 0.15점 낮아졌고, 어휘는 5.95에서 5.85로 0.10점
낮아졌지만 둘 다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해는 7.90에서 6.20으로 1.70점이
낮아졌으며, 상식은 7.33에서 6.33으로 1.00점 낮아졌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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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WISC-Ⅳ 언어이해 지표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구분
pair1
pair2
pair3
pair4

평균

표준편차

공통성 사전

5.81

2.29

공통성 사후

5.62

2.85

어휘 사전

5.95

1.64

어휘 사후

5.85

2.83

이해 사전

7.90

2.47

이해 사후

6.20

2.65

상식 사전

7.33

2.08

상식 사후

6.33

3.06

t

유의확률
.392

.699

.169

.868

1.973

.063

1.000

.423

┃그림 18┃ WISC-Ⅳ 언어이해 지표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지각추론(PRI)에 포함되는 소검사는 토막짜기, 공통그림찾기, 행렬추리와 빠진곳찾기다.
지각추론지표 소검사들의 사전사후검사 결과로 t검증을 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지표는 토막짜기 한 가지였고, 나머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토막짜기는
7.29에서 9.05로 1.76점이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공통그림 찾기는 8.00에서 7.95로
0.05점이 낮아졌고 행렬추리는 7.50에서 6.80으로 0.7점 낮아졌으며 빠진 곳 찾기는
7.00에서 7.50으로 0.50점 증가했는데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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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WISC-Ⅳ 지각추론지표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구분
pair1

pair2

pair3

pair4

평균

표준편차

토막짜기 사전

7.29

3.05

토막짜기 사후

9.05

2.73

공통그림찾기 사전

8.00

2.97

공통그림찾기 사후

7.95

3.10

행렬추리 사전

7.50

2.50

행렬추리 사후

6.80

2.90

빠진곳찾기 사전

7.00

.816

빠진곳찾기 사후

7.50

2.082

t

유의확률

-3.385**

.003

.058

.955

1.113

.279

-.577

.604

**p < .01

┃그림 19┃ WISC-Ⅳ 지각추론지표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작업기억(WMI)에는 숫자, 순차연결과 산수 소검사가 포함된다. 작업기억지표에 포함된
소검사들의 사전사후검사 결과로 t검증을 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소검사는 없었다.
숫자는 사전검사 평균 5.67에서 사후검사 평균 6.10으로 0.43점 증가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순차연결은 6.36에서 5.50으로 0.86점 낮아졌으며, 산수는 6.00점에서
5.00점으로 낮아졌으나 둘 다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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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WISC-Ⅳ 작업기억 지표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구분
pair1
pair2
pair3

평균

표준편차

숫자 사전

5.67

2.39

숫자 사후

6.10

2.81

순차연결 사전

6.36

2.34

순차연결 사후

5.50

2.10

산수 사전

6.00

1.41

산수 사후

5.00

1.41

t

유의확률

-.779

.445

1.023

.325

.500

.705

┃그림 20┃ WISC-Ⅳ 작업기억 지표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처리속도(PSI)에 포함되는 소검사는 기호쓰기와 동형찾기이다. 처리속도 지표에 포함된
소검사들의 사전사후검사 결과로 t검증을 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소검사는 없었다.
기호쓰기는 사전검사 평균 7.33에서 사후검사 평균 6.71로 0.62점 낮아졌으며, 동형찾기는
7.48에서 7.05로 0.43점 낮아졌으나 둘 다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21┃ WISC-Ⅳ 처리속도 지표에 포함되는 하위검사의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구분
pair1
pair2

평균

표준편차

기호쓰기 사전

8.17

2.64

기호쓰기 사후

8.00

3.35

동형찾기 사전

7.67

1.97

동형찾기 사후

7.33

2.42

t

유의확률
.200

.849

.237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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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WISC-Ⅳ 처리속도 지표에 포함되는 하위검사의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마지막으로 WISC-Ⅳ를 이용한 참여대상 아동의 전체 소검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2┃ WISC-Ⅳ 소검사 전체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구분

상식

공통
성

어휘

이해

토막
짜기

공통
그림
찾기

행렬
추리

빠진
곳
찾기

숫자

순차
연결

산수

기호
쓰기

동형
찾기

사전 7.33 5.81 5.95 7.90 7.29 8.00 7.50 7.00 11.00 5.67 6.36 6.00 7.33
사후 6.33 5.62 5.85 6.20 9.05 7.95 6.80 7.50 10.00 6.10 5.50 5.00 6.71

┃그림 22┃ WISC-Ⅳ 소검사 전체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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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학습기능수행평가체제(Basic Academic Skills Assesment: BASA)
기초학습기능수행평가체제(BASA)는 아동의 기초학습수준이 또래에 비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다. 제시된 t검증 결과에 의하면 기초학습기능수행
평가체제의 읽기, 쓰기, 수학검사의 T점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비교는 읽기(t=-3.78,
p<.01), 쓰기(t=-1.38, p>.05), 수학(t=-2.41, p<.05)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읽기와
수학은 유의확률이 유의도 수준인 .05보다 작았으므로 사전검사 결과와 사후검사 결과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쓰기의 경우,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의
평균점수가 높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읽기의 사전검사 결과
평균은 45.39이고, 사후검사 결과 평균은 49.59로 4.20점이 상승했다. 쓰기는 45.77에서
48.80으로 3.03점이 상승했으며, 수학은 39.51에서 44.82로 5.31점이 상승했다. 수학의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읽기, 쓰기의 순서로 사전사후검사 결과 간에 차이가 있었다.
┃표 23┃ BASA의 하위영역별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구분
pair1
pair2
pair3

평균

표준편차

읽기 사전

45.37

15.51

읽기 사후

49.59

15.62

쓰기 사전

45.77

12.62

쓰기 사후

48.80

14.19

수학 사전

39.51

9.03

수학 사후

44.82

14.38

t

유의확률

-3.776**

.000

-1.377

.175

-2.412
*

.020

┃그림 23┃ BASA의 하위영역별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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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에서 ‘학년 점수’는 한 개인의 검사 결과를 개인이 속한 학년의 학생들이 받은
원점수의 중앙치와 비교하여 학년 수준으로 표시하는 점수를 말한다. 학년 차이는 이때
본인이 하위영역별로 검사에서 받은 학년 점수가 실제 학년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본 점수이다. BASA수행평가척도에서 학년차이가 읽기, 쓰기, 수학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읽기 사전검사에서의 학년 차이의 평균은 1.61이었고, 사후검사의 평균은
1.70이었다. 쓰기 사전검사 평균은 1.94였고, 사후검사의 평균은 2.20이었다. 수학의
사전검사평균은 1.91이었으며, 사후검사의 평균은 1.71이었다. 읽기와 쓰기의 경우 학년이
높아지면서 학년차이가 더 커졌으나, 수학의 경우 학년차이가 0.20점 가량 좁혀지긴 했다.
그러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학년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4┃ BASA의 수행 척도 학년차이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구분
pair1
pair2
pair3

평균

표준편차

읽기 사전

1.61

1.29

읽기 사후

1.70

1.17

쓰기 사전

1.94

1.67

쓰기 사후

2.20

1.63

수학 사전

1.91

1.58

수학 사후

1.71

1.37

t

유의확률

-.638

.527

-.834

.408

.845

.402

┃그림 24┃ BASA의 수행 척도 학년차이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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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동문제 및 적응

(1) 아동 행동 평가척도 (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CBCL은 사후검사 결과가 없는 3명을 제외하고 53명의 검사 결과를 분석했다. CBCL의
문제행동척도 T점수가 64점 이상일 때 임상 범위에 해당하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문제행동의 사전검사 총점 평균은 71.47이다. 총점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원대상아동은 CBCL 문제행동 척도 점수가 임상 범위에 해당하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사후검사 총점 평균은 63.06으로
사전검사에 비해 8.41점 가량 하락했으며, 사후검사의 평균점수는 준임상 범위 수준에
속하여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사전검사에 비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25┃ CBCL 문제행동척도의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구분
pair1
pair2
pair3

평균

표준편차

문제행동총점 사전

71.47

10.87

문제행동총점 사후

63.06

12.08

내재화 사전

62.23

9.16

내재화 사후

54.55

9.24

외현화 사전

72.09

13.60

외현화 사후

65.20

13.19

t

유의확률

5.89**

.000

5.64**

.000

3.70**

.001

**p < .01

┃그림 25┃ CBCL 문제행동척도의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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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전후로 연구대상의 문제행동 척도 점수를 비교하여 서비스의
효과를 분석했다. 한 표본을 사전과 사후에 반복적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상관표본에
대한 t검증을 실시했다. 표25에 제시된 t검증결과에 의하면 문제행동 척도의 t값이
5.84이고, 유의확률이 .01보다 작으므로 사전검사결과와 사후검사 결과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5에서 제시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기술통계치에 의하면
문제행동척도 사전검사결과의 평균은 71.47, 사후 검사결과의 평균은 63.06으로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후에 문제행동척도의 수준이 더 낮아졌으므로 자립지원서비스가
문제행동척도의 점수를 낮추는 중재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표25에 제시된 t검증결과에 의하면 내재화 척도의 t값이 5.643이고, 유의확률이 .01보다
작으므로 사전검사결과와 사후검사 결과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5에서
제시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기술통계치에 의하면 문제행동척도 사전검사결과의 평균은
62.23, 사후 검사결과의 평균은 54.55로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후에 문제행동척도의 평균이
7.68점 더 낮아졌으므로 자립지원서비스가 내재화 척도의 점수를 낮추는 중재효과가
유의미하게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표25에 제시된 t검증결과에 의하면 외현화 척도의 t값이 3.70이고, 유의확률이 .01보다
작으므로 사전검사결과와 사후검사 결과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5에서
제시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기술통계치에 의하면 외현화척도 사전검사결과의 평균은
72.09, 사후 검사결과의 평균은 65.21으로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후에 문제행동척도의
평균이 6.88점 더 낮아졌으므로 자립지원서비스가 외현화 척도의 점수를 낮추는
중재효과가 유의미하게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문제행동척도의 경우, 사전검사에서는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아동이 전체 53명 가운데
40명 이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23명으로 감소했다. 준임상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은 1명
증가했고, 정상범위에 해당하는 아동은 9명에서 22명으로 증가했다. CBCL 사전검사에서
유효한 숫자인 53명 가운데 47명이 준임상범위나 임상범위 수준에 해당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31명이 준임상범위나 임상범위 수준에 해당했다. 정상범위에 속하는
대상아동도 9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났다.
4명은 임상범위에서 준 임상범위로, 11명은 임상범위에서 정상범위로, 4명은 준임상
범위에서 정상범위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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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CBCL 임상범위, 준임상범위, 정상범위에 해당하는 아동 수의 변화

문제행동증후군의 소척도인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 규칙위반, 공격행동의 사전사후검사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사전검사에서
문제행동 소척도의 점수가 가장 높은 척도는 사회적 미성숙의 평균이 69.7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의집중의 평균이 69.52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공격적행동, 규칙위반,
위축/우울, 사고, 불안/우울, 신체증상의 순으로 높았다. 사후검사에서는 주의집중이 가장
높은 65.7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미성숙, 공격적 행동, 규칙위반, 위축/우울,
사고, 불안/우울, 신체증상의 순으로 높았다. 표에 제시된 t검증결과에 의하면 문제행동
소척도인 불안/우울(t=4.02, p<.05), 위축/우울(t=3.89, p<.05), 신체증상(t=4.17, p<.05),
사회적 미성숙(t=4.68, p<.05), 사고문제(t=3.98, p<.05), 주의집중(t=3.09, p<.05),
규칙위반(t=4.59, p<.05), 공격행동(t=3.91, p<.05)로 모든 유의확률이 유의도 수준인
.05보다 작았으므로 사전검사결과와 사후검사 결과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전사후검사의 평균점을 기준으로 그 차이를 살펴봤을 때, 불안/우울은 60.27에서
55.45로 4.82점이 낮아졌으며, 위축/우울은 65.71에서 59.84로 5.87점이 낮아졌다.
신체증상은 55.58에서 52.51로 3.07점이 낮아졌고, 사회적 미성숙은 69.67에서 63.84로
5.83점이 낮아졌다. 사고에 있어서는 62.44에서 57.65로 4.79점이 낮아졌다. 주의집중은
69.49에서 65.58로 3.91점이 낮아졌으며, 규칙위반은 67.45에서 62.47로 4.98점이
낮아졌고, 공격적 행동은 68.87에서 63.18로 5.69점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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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CBCL 문제행동 소척도의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구분
pair1
pair2
pair3
pair4
pair5
pair6
pair7
pair8

평균

표준편차

불안/우울 사전

60.21

8.31

불안/우울 사후

55.21

6.70

위축/우울 사전

65.81

10.33

위축/우울 사후

60.08

9.41

신체증상 사전

55.64

5.60

신체증상 사후

52.60

4.01

사회적미성숙 사전

69.72

9.49

사회적미성숙 사후

63.72

10.54

사고 사전

62.60

8.15

사고 사후

57.72

8.61

주의집중 사전

69.43

10.27

주의집중 사후

65.68

12.36

규칙위반 사전

67.38

6.72

규칙위반 사후

62.43

8.43

공격적행동 사전

68.83

11.56

공격적행동 사후

63.17

10.15

t
4.21**

.000

3.89**

.000

4.17**

.000

4.68**

.000

3.98**

.000

3.01**

.004

4.39**

.000

3.77**

.001

**p < .01

┃그림 27┃ CBCL 문제행동 소척도의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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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CBCL에서 DSM 진단척도의 하위검사인 정서문제, 불안문제, 신체화문제,
주의력결핍 과잉활동(ADHD), 반항행동문제, 품행문제, 특수강박, 특수 외상후 스트레스,
인지속도부진 문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전검사에서 DSM 진단척도의 점수가
가장 높은 척도는 주의력결핍과잉활동(ADHD)였으며 그 다음이 품행문제였다. 반항, 외상
후 스트레스, 정서, 인지속도 부진, 불안, 강박, 신체화의 순으로 높았다. 사후검사에서도
주의력결핍과잉활동(ADHD)이 가장 높았고, 품행, 반항, 외상후 스트레스, 인지속도부진,
정서, 강박, 불안, 신체화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시된 t검증결과에 의하면 DSM
진단척도의 하위검사에서 정서(t=6.09, p<.05), 불안(t=3.49, p<.05), 신체화(t=2.12,
p<.05), 주의력결핍과잉활동(t=2.85, p<.05), 반항(t=2.13, p<.05), 품행(t=4.28, p<.05),
강박(t=3.46, p<.05), 외상 후 스트레스(t=5.16, p<.05), 인지속도부진(t=2.91, p<.05)로
모든 유의확률이 유의도 수준인 .05보다 작았으므로 하위항목 9개 전체의 사전검사결과와
사후검사 결과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아동 정서문제의 사전점수
평균은 62.60이었고, 사후점수 평균은 55.98로 6.62점이 더 낮아졌다. 불안문제는
60.26에서 53.32로 6.94점이 낮아졌으며, 신체화문제는 53.32에서 51.66으로 1.66점이
낮아졌다. 주의력결핍 과잉활동 문제는 69.89에서 65.58로 4.31점이 낮아졌다.
반항행동문제는 66.23에서 62.55로 3.68점이 낮아졌으며, 품행문제는 68.49에서
63.06으로 5.43점이 낮아졌다. 강박문제는 59.49에서 55.36으로 4.13점이 더
낮아졌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는 66.11에서 60.43으로 5.68점이 낮아졌다.
인지속도의 부진 역시 62.45에서 58.15로 4.30점이 낮아져서 부진의 문제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사전사후검사 결과수치 비교에서 불안문제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정서문제,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 품행문제, 주의력결핍
과잉활동(ADHD) 문제, 인지속도부진, 강박문제, 반항행동문제, 신체화 문제의 순으로
사전사후검사 간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CBCL의 DSM 진단척도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구분
pair1
pair2
pair3

평균

표준편차

정서문제 사전

62.60

6.60

정서문제 사후

55.98

6.67

불안 사전

60.55

8.36

불안 사후

56.26

6.99

신체화 사전

53.32

5.36

신체화 사후

51.66

3.99

t

유의확률

6.09**

.000

3.49**

.001

2.12*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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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air6
pair7
pair8
pair9

표준편차

ADHD 사전

69.89

14.42

ADHD 사후

65.58

15.45

반항행동문제 사전

66.23

12.91

반항행동문제 사후

62.55

11.97

품행문제 사전

68.49

9.05

품행문제 사후

63.06

8.90

특수강박 사전

59.49

8.31

특수강박 사후

55.36

7.00

외상후스트레스 사전

66.11

8.25

외상후스트레스 사후

60.43

7.37

인지속도부진 사전

62.45

10.30

인지속도부진 사후

58.15

10.58

pair4
pair5

평균

t

유의확률

2.85**

.006

2.13*

.038

4.28**

.000

3.46**

.001

5.16**

.000

2.91**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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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8┃ CBCL의 DSM 진단척도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CBCL의 적응척도 측정결과는 다음 표28과 같다. 제시된 t검증결과에 의하면 적응
척도에서 적응총점, 사회성, 학업수행 모두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결과 간의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적응총점의 사전검사 평균은 33.58이고 사후검사의 평균은 34.08로
0.5점 상승했다. 적응을 사회성과 학업수행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검사했을 때 사회성의
사전검사 평균은 39.28이고 사후검사의 평균은 39.81로 0.53점 상승했다. 학업수행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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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사 평균은 33.45이고 사후검사의 평균은 33.83으로 0.38점 상승했다. 그림에서와
같이 적응척도에서는 하위척도들을 포함하여 미세한 증가를 보였으나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적응척도의 경우 T점수가 36이하일 경우 임상범위에 해당하므로
적응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의 적응척도 평균은
사전검사에서 33.58, 사후검사에서 34.08으로 36이하에 속하므로 둘 다 임상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위영역의 사회성 사전검사 평균은 39.28이고 사후검사 평균은
39.81인 것으로 보아 둘 다 정상범위에 속한다. 하위영역의 학업수행 사전검사 평균은
33.45이고, 사후검사 평균은 33.83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둘 다 준임상범위(T점수
30초과, T점수 35이하)에 속하므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다.
┃표 28┃ CBCL의 적응척도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구분
pair1
pair2
pair3

평균

표준편차

적응척도총점 사전

33.58

8.63

적응척도총점 사후

34.08

7.35

사회성 사전

39.28

10.68

사회성 사후

39.81

9.04

학업수행 사전

33.45

6.72

학업수행 사후

33.83

5.86

t

유의확률
-.41

.680

-.35

.728

-.48

.637

┃그림 29┃ CBCL의 적응척도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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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기술

사회적 기술의 변화정도를 측정했으며, 그 하위요인들로는 협력성, 주도성, 공감,
자기조절의 4개 요인이 포함됐다. 사전과 사후에 사회적 기술을 반복적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상관표본에 대한 t검증을 실시했다. 표에 제시된 t검증 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기술의
총점을 비교한 t값이 -3.089이고, 유의확률이 .004로 유의도 수준인 .01보다 작으므로
사전검사결과와 사후검사 결과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기술 사전검사
결과의 전체 평균값은 2.91이었으며, 사후 검사의 평균은 3.38로 0.47점이 유의미하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9┃ SSRS 사회적 기술 총점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간의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기술총점(사전)

2.91

.76

사회적기술총점(사후)

3.38

.65

t
-3.09**

유의확률
.004

**p < .01

┃그림 30┃ SSRS 사회적 기술 총점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간의 차이

사회적 기술의 하위요인인 협력성, 주장성, 공감, 자기조절의 4개 하위영역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표와 같이 협력성(t=-3.553, p<.05),
주장성(t=-1.654, p>.05), 공감(t=-2.247, p<.05), 자기조절(t=-2.305, p<.05)의 t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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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였다. 이 가운데 협력성, 공감, 자기조절의 하위영역들은 사전과 사후의 결과치가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 주장성의 경우, 사전 검사에 비해 0.29점이 상승했으나 유의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유의했던 하위영역인 협력성은 사전검사 평균 2.74에서
사후검사 평균인 3.51로 0.77점 상승했다. 주장성은 3.00에서 3.30로 0.30점 상승했으며,
공감능력은 3.25에서 3.60로 0.35점 증가했고, 자기조절능력은 2.60에서 3.05로 0.45점
상승했다. 협력성, 자기조절, 공감능력, 주장성의 순으로 점수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0┃ SSRS의 하위척도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구분
pair1
pair2

표준편차

협력성 사전

2.74

1.03

협력성 사후

3.51

.86

주장성 사전

3.00

.87

주장성 사후

3.30

.73

공감 사전

3.25

.91

공감 사후

3.60

.82

자기조절 사전

2.60

.83

자기조절 사후

3.05

.84

pair3
pair4

평균

t

유의확률

-3.55**

.001

-1.65

.107

-2.25
*

.031

-2.31*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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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SSRS의 하위척도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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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립기술발달

사후검사 당시 11명의 아동이 자립기술평가에 참여했는데, 이 중에서 사전검사 결과가
없는 아동 2명, 일부 정보가 누락된 아동 4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의 사전사후검사
결과를 비교했다. 표31에 제시된 t검증 결과에 의하면 자립기술평가의 총점을 비교한 t값이
-3.03이고, 유의확률이 .039로 유의도 수준인 .05보다 작으므로 사전검사결과와 사후검사
결과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립기술평가 총점은 사전검사 평균 6.59에서
사후검사 점수 7.23으로 0.64점이 유의하게 상승했다.
┃표 31┃ 자립기술평가 총점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간의 차이
구분

평균

표준편차

자립기술평가총점(사전)

6.59

.37

자립기술평가총점(사후)

7.23

.53

t
-3.03**

**p < .01

┃그림 32┃ 자립기술평가 총점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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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기술의 하위요인인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돈관리
기술, 사회적기술, 진로탐색, 원가족(친부모), 심리정서의 8개 하위영역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위요인별 t검증 결과는 표32와 같았다. 이 가운데 자기보호기술과
사회적기술은 사전과 사후의 결과치가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 나머지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기술들의 점수도 다소 증가하긴 했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표 32┃ 자립기술평가의 하위척도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pair1

pair2

pair3

pair4

pair5

pair6

pair7

pair8

구분

평균

표준편차

일상생활 사전

2.80

.36

일상생활 사후

3.03

.35

자기보호 사전

3.00

.22

자기보호 사후

3.29

.22

지역사회자원활용 사전

3.04

.36

지역사회자원활용 사후

3.12

.30

돈관리 사전

2.48

.30

돈관리 사후

2.78

.53

사회기술 사전

2.75

.23

사회기술 사후

3.00

.09

진로 사전

2.73

.33

진로 사후

3.11

.46

원가족 사전

1.88

.88

원가족 사후

2.16

1.02

심리정서 사전

2.80

.74

심리정서 사후

2.95

1.01

t

유의확률

-2.71

.053

-2.80*

.049

-.49

.648

-1.76

.153

-2.83*

.047

-1.38

.239

-1.06

.351

-.47

.666

*p < .05

일상생활보호기술의 사전검사 평균은 2.80에서 3.03으로 0.23점 증가했으나 유의미
하지 않았고, 자기보호기술의 경우 3.00에서 3.29로 0.29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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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일상생활기술과 자기보호기술의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지역사회활용기술은 사전검사 평균 3.04에서 사후검사 평균 3.12로 0.08점 증가했고,
돈관리기술은 0.30점 증가했으나 그 차이가 유의미하진 않았다.

┃그림 34┃ 지역사회활용기술과 돈관리기술의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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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술은 사전검사 평균 2.75에서 사후검사 평균 3.00로 0.25점이 유의하게
증가했고, 진로탐색은 2.73에서 3.11로 0.38증가했으나 그 차이가 유의미하진 않았다.

┃그림 35┃ 사회적기술과 진로탐색의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원가족기술은 사전검사 평균 1.88에서 사후검사 평균 2.16으로 0.28점 증가했고,
심리정서는 2.80에서 2.95로 0.15점 증가했으나 그 차이가 유의미하진 않았다.

┃그림 36┃ 원가족관계와 심리정서의 사전-사후점수 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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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자립지원서비스 효과성 질적 연구
1

초점집단면접(FGI)을 통한 질적조사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지원 서비스 효과성 연구에서 질적 조사를 위해 경계선 지능
아동지도사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했다. 총 8명의 아동지도사가 참여했으며,
각 기관에서의 지원 서비스 운영내용, 사례 설명, 향후 지원방안에 대한 제언 등의 내용에
대해 면접을 실시했다.
초점집단 면접 분석 내용은 대체로 서비스 지원에 대해 실무자로서의 관점 및 아동과
소속기관에서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변화에 대한 내용, 지원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취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 대상 아동의 서비스 신청 이유
공통적으로 학업 부진, 낮은 어휘 수준으로 자기 학년 수준에 맞는 단어들을 잘 사용하지
못함,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친구관계 맺기 힘듬, 따돌림, 학교 부적응, 심리적인
위축, 도벽, 공격성과 같은 내재화 또는 외현화 문제들 때문에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답했다.
지적장애는 아닌데 평균보다는 좀 모자란 것 같고, 학교생활도 잘 적응 못하는 것 같고,
애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표현 잘 못하고, 어휘력이 부족해서 친구들하고
의사소통할 때 긴 내용이나 이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고요. 학습적인
부분에서 티가 많이 나고요. 가르친다고 선생님들이 계속 가르쳐도, 반복을 했는데도 기억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 C기관 -

학교나 일반생활에서 우선은 일반 아동에 비해서 학습 능력이랑 아이들의 심리적인 위축이
발견돼서

- A기관 -

2) 자립 지원 서비스에 기대했던 점
지원 서비스로부터의 학업능력, 어휘력 및 이해력과 관련된 인지능력에서의 향상, 학교
성적 또는 IQ 검사에서 나타나는 변화, 사회성 증진으로 더 발전된 사회기술들을 터득해
원만한 또래관계와 학교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했다. 또한, 자존감이 향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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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감을 느끼면서 자신들의 강점 찾기, 공격성, 고립되고 지나친 취미활동, 과도한 의존,
도벽과 같은 문제행동 감소를 기대하기도 했다.
언어적인 능력과 어휘력이 향상돼서, 대화를 할 때 어려움이 없었음 좋겠다라는 게 목표였고.
자존감도 높여주고 싶고 사회적 기술도 높여주고 싶고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었다
– G기관 -

대인관계, 사회성, 자존감 향상이 목표였습니다

- D기관 -

약간의 학업능력 향상을 기대했었는데, 역시나 큰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 B기관 -

정서적인 문제가 조금 보완되고 인지기능의 불균형이 조금 나아지기를 기대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 F기관 -

3) 지원서비스 내용
자립지원단에서 제공한 경계선 지능 아동 대상의 인지학습 또는 사회성 증진 교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보드게임과 어휘관련교재를 활용한 추가적 활동, 고학년이나
중고생의 경우 학습동기가 상승했을 때 학습관련 교재들을 더 구입해서 혼용한 경우도
있었다. 체험활동, 대상아동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캠핑 등의 외부활동을 하기도
했다.

4) 서비스 참여 아동의 변화내용
성적 향상, 학교에서의 적극성이 향상되어 학교적응이 높아지고 친구관계가 호전된 점,
대상아동에 대한 담임교사의 시각이 달라진 점, 사회성이나 의사소통 능력 향상, 자신감
상승, 적극성 증가, 나누려는 행동이나 타인에 대한 관심의 증가, 스스로 먼저 인사,
정리정돈, 자기주장이나 표현력 생김, 책임감이 생김, 우울 개선, 보다 현실적인 사고
가능해짐, 다른 아동과의 상호작용과 또래관계 능력 향상, 학교와 일상생활에서의 적응,
한자급수따기, 공부에 대한 관심 향상, 성공감을 맛본 후에 학습동기유발이 더 잘됨,
공격성과 반사회적 성향의 감소, 적응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됨을 변화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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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친구관계가 원만해지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한 아이는 진짜 국어가 80점까지
올랐어요. 성적이 오른 애들도 있고요. 진짜 학습에 전혀 관심이 없던 중1 남자애가 9시까지
남아서 공부를 하고 와요. 숫기가 없었던 앤데 학교에서 UCC 연극을 찍어오기도 했어요
- C기관 -

먼저 와서 인사하고. “한번 보실래요?” 하면서 말도 걸고, 관계맺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거죠. 이 친구는 좋은 변화가 있었고,
생활 속에서 이제 칭찬을 듣는 아이가 된 거죠. 원장님께서도 “어? 저놈이 인사를 하네? 좀
변한 것 같다”고 하신다. 뭘 하면 지가 치운다든지, 그전에는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제 칭찬도
듣고 하니까

– D기관 -

3명의 아이들을 집단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아이들 간의 관계부분에서도, 학교 내에서도,
그리고 시설 내에서도 숙소 내에서도 아이들의 활동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기도 하고,
사회성이 많이 향상된 것 같고 자신감이 많이 늘어나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었다
– B기관 -

처음에는 간식 나눠줄 때도 “내꺼야. 내꺼야”라면서 막 싸웠었는데. 이젠 친구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대인관계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다

– D기관 -

표현력도 생기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서툴지만 표현을 할 줄 아는 변화가 나타났어요.
원가족관계도 좋아졌어요

– E기관 -

또래관계가 없었는데 몇몇 친구와 소통을 하는 모습, 같이 게임을 한다든가 그런 변화도
있었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고부분
에서도 조금 더 현실적인 사고를 하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아동에게 있는 큰 변화들인 것 같아요

– F기관 -

준5급 한자 급수 취득을 목표로 해서 시험을 쳤고 합격 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를 본인이
확 느낀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저도 공부 잘하고 싶어요”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아이가 학습에
흥미를 가지게 된 그거 하나로도 효과성 있다

– G기관 -

관계 형성 이쪽에서 주 양육자랑 얘기가 되니까 스트레스 덜 받고, 저랑 온전히 1:1로 수업을
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만족감 때문에 사회성 부분이 많이 나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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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계선 지능 아동 대상 자립지원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한 8인 전원이 자립지원서비스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 이유로는
시설 내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의 수가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경계선 지능 자립 지원 서비스가 아동의 강점강화 기법을 활동한 문제
해결중심이므로 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아동들이 이 서비스를 지원 받았으면 좋겠다라고도 답하였다.
필요하다. 1;1 아동 접근을 해서 아이의 욕구나 문제행동 파악이 용이하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이에게 친밀감이나 신뢰감을 줄 수 있고, 멘토와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도 제공한다

– E기관 -

경계선 아동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경계선 지원 아동에
대해 이전까지 생각 못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해야하는지 알게 되었다
– B기관 -

격하게 필요하다. 모든 프로그램이 문제해결중심이다. 그 기법으로 강점 강화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방향전환의 축이 되었다. 안에 있는 아이의 강점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가에 중점을 두고, 문제해결에는 중점을 두지 않아서 좋았다

– D기관 -

6) 서비스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대상아동의 바쁜 스케줄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혔다. 경계선 지능 관련 프로그램 이외에
학교, 학원 등 다른 스케쥴이 많아서 시간 약속 잡기가 어려웠다고 답하였다. 또한 아동의
어려운 기질이 서비스의 진행을 어렵게 했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무기력함, 거부감과
공격성으로 인해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웠다고 답하였다. 그 이외에 양육자와 연계하여
지도하기가 어려웠던 점과 원가족과의 활동 시간을 만들기 어려웠다는 답이 있었다.
스케줄 잡기도 어렵고, 하는 것도 어렵고, 남자아이들은 컴퓨터, 핸드폰 하는 시간을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조율하는 것이 어려웠다

- C기관 -

아이들이 너무 바쁘다는 것이다. 학교, 학원, 중간에 다른 프로그램과 조율, 아이들의
피로감도 있었다. 무기력감이나 2차 사고의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려는
경향. 끌어가는 것이 어려웠다

- B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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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뚝뚝 끊기는게 어려운 점이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모에 당선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약방식이 아니라 먼저 아이들의 인지와 심리 정서가 파악된 후에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 D기관 -

7) 서비스 지원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
학교급이나 학년차이를 고려한 수준별 교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관 외에도 해당 교재가 보편화되어 배포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해당 내용들이 다 조금씩만 있었고, 고등학생은 매뉴얼 적용이 어려워서 다른 교재 활용했다.
대상에 따른 매뉴얼 제공이 보완되어야 한다. 초등학교는 효과적이고, 흥미로워하지만
고등학생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 F기관 -

고학년이다 보니 인지, 사회성 외에 학업 레벨에 있어서는 쉽다보니, 도움이 되려면 단계
구분이 조금 필요하다. 경계선 아동에 맞는 자립에 대한 매뉴얼이나 교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B기관 -

워크북이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잘 맞을 것 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중1, 중2 아이들을
데리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분화된 수준이 요구된다. 그때 그때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수준이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

– G기관 -

8) 서비스 지원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인식하게 된 경계선 지능의 특성
문제해결력이 부족하고, 2차적 사고가 어려우며, 사회적응력 부족, 공감능력 부족,
문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피하거나 공격성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고 답했다.

9) 교재사용의 효과성
인지학습적 개입프로그램 진행시 회기당 15분~1시간 정도를 진행했으며, 주로 제공된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진행시 대부분 집단활동으로
진행했으나 아동의 집중력이 낮고 진행이 어려웠다는 답이 있었다. 교재 혹은 부교재 사용에
대해서는 인지학습적 개입 프로그램의 경우 학습자용과 진행자용이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중고생을 위해 좀 더 심화된 형태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재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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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행동 유형에 따른 심리지원이나 생활지도, 아동행동과 대인관계 이해와 능력 향상을
위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능하다면 가장 표준적인 경계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모든 시설에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한번은 거치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맞춤 형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 D기관 -

시설에는 경계선을 웃돌거나 지적장애, 경계선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것을 인지학습
교재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 E기관 -

성교육 교재는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동이 이해하기
쉽게 잘 나와 있고, 딱 지적장애 3급까지는 수용할 수 있을 정도였고, 그림도 아기자기 하다.
인지교재는 반복적으로 할 수 있고 반복을 해도 지루해하지 않았다

아동에게 맞는 유연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다

– A기관 -

- F기관 -

10) 서비스 지원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인식변화
시설장 및 양육 선생님들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장애-비장애라는 큰 구분
외에 ‘경계선’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이전에는 없었다면, 경계선아동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들이 시설에 입소할 때,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조금 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선생님들이 다른 애들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담당선생님들께서 효과를
봤다고 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 C기관 -

원장님의 지지로 프로그램을 잘 도입하고 잘 정착되었고 선생님들의 인식도 ‘(경계선 지능에
대해)더 배우고 싶다라고 했고, 아이들을 볼 때도 “너 왜 내 말 안들어” 이런 말이 사라졌죠.
안 들을 만한 아이.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이들에 대해 기다림과
멈춤이 인제 생활화 된 것 같습니다

– D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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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이나 양육자 분들이 협조적으로 해주셨구요. 긍정적으로 보셨구요 어떻게 하면 되요?
라고 묻는 양육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화도 하게 되었고, 일방통행이 아니라
같이 의논하고 이럴땐 어떻게 해요 저럴 땐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같이 의논해 가면서
풀어갔습니다

– D기관 -

이전에는 장애아동-비장애 아동에 대한 구분만 있었다면, 이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계선
아동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생기고 시설아동 중에 누가 경계선 아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생긴게 변화인 것 같아요

– F기관 -

아동의 변화가 눈에 띄어서 원장님이 “아, 이사업이 제대로 됐구나.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고

– A기관 -

11) 경계선 지능과 관련해서 보호시설에 건의 혹은 지원받고 싶은 내용
전반적으로 시설장들의 경계선 아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원장, 사무국장들의 지지가 없이 시설 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계선 아동의 수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 대비하여
시설장들의 결정이 중요하며, 자립지원단과 시설장이 경계선 지능을 주제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 아동들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 교사들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경계선
서비스 지원 과정에서 시설의 생활 교사들의 지지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상에 따른
인지적인 접근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이해나 교사의 역할과 같은 부분에 대한 교육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최고 관리자가 승인을 안하면 프로그램이 안되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거면 원장님들을
모아놓고 경계선에 대한 이해 교육을 해서 전국적으로 할 수 있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 A기관 -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속에 경계선 아동에 대한 자료들을 제시해 주고..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 마다 경계선 아동을 대하는 자세가 참 다르더라구요
- D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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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계선 지적기능 관련 인력 교육관련 내용
현재 교육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지만 웩슬러 지능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능검사의 각 소검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해석 방법 등을 배우면 대상아동에게 더 효과적으로 접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이론 교육도 좋지만, 사례관리가 중요한 만큼 실제적인 적용 사례 내용 공유와
인지학습이나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도 함께 교육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13) 슈퍼비전 및 재교육 관련 내용
슈퍼비전은 분기별 1회 이상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슈퍼비전을 통해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을 점검할 수 있고, 아동지도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진행이 되어야 하며, 전국에서 모이기 어렵다면 권역별, 지역별로
모이는 방안이나 외부의 전문가가 와서 교육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도 관계없다고 하였다.
재교육 과정에서는 각 심리검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은 물론 각 시설별 우수사례나
적용사례들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지도사들의 전문성도
향상되고, 타 시설의 이야기를 들으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하였다.
지속적인 재교육과정과 슈퍼비전을 토대로 매뉴얼을 개발한다면 현장에서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14) 정책화를 위한 제안점
정책에 있어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재정지원 및 사업의 지속성이다. 먼저 재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특히 심리 검사비 비용이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도의 예산이나
국가 전체적인 정책으로 확대하여 아동 초기에 ‘경계선’ 여부가 파악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입학 시 전체적인 검사를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거나 아동이 양육시설에 입소 할 때, 각 시/도의 예산이나 민간 차원에서
종합심리검사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전담요원의 인원
확충이 제시되었는데, 경계선 아동 같은 경우 일반 아동보다 자립을 하기위한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고, 퇴소 후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립전담요원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립전담요원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경계선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 부분에서 일선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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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에 대한 교육을 정책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교직원 연수와 같은 기회에 의무교육
과정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 외에 경계선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경계선 지원사업을 하는 시설의 확충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기관장이 관심을 가져주어야 프로그램을 편성 한다. 자립지원단이든 학교든 이에 관련된
주기적인 문제제기나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거나 기관장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담당자들도 힘을 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잘)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계선 지적 기능 사업을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고

– B기관 -

- C기관 -

경계선 선발을 위한 종합심리검사비 지원이 필요하다. 적어도 아동이 학교를 갈 때 모두(모든
보호아동)를 대상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릴때부터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추후에
자립지원 프로그램 같은 매뉴얼이나 교육이 조금 더 보편화되면 좋겠다

– F기관 -

장애진단 있는 아이들은 퇴소해도 취업이 가능한데, 경계선 친구들은 조금 더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경계선 지능 아동들을 잘 해놓으면 사회의 장애 진단 받은 아이들보다
더 쓰임이 좋잖아요. 어릴 때부터 관여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찍 개입해서
시설 들어올 때 검사도 하고, 지금처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고.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 E기관 -

자립전담요원 분들한테도 기관의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와중에 경계선 아동들도
지지부진하면 신경을 써야하니까 여러 가지로 지원이 많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계가 되어야겠지만 자립요원의 추가 인력 배치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퇴소 이후의 아동에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하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 B기관 -

15) 자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요소
차후의 자립지원서비스에서 추가하거나 중시하며 다뤄야 할 내용을 제시하는 질의였다.
가장 많은 답변으로 ‘직업 및 진로문제’가 가장 필요한 요소로 응답되었다. 이유는 자립에
있어서 취업이 중요한 요소이며, 이것을 위해 다른 사회적 기술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주거문제해결과 시설퇴소 후 인적 지지기반 구축(전담사례관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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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등)도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로 지목되었다. 사회적 기술로는 아동 지도사마다의
중요도에 대한 차이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타인과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력,
정서조절(예를 들어 분노조절, 흥분조절 등), 긍정적 자아개념, 경제개념 등이 상위권으로
많이 선택되었다. 경계선 아동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지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낮은 문제해결력,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과 정서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 퇴소 후 사회로 진출해도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되면 전반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제개념은 많은 시설의 아동들이
경제개념이 부족한 데 특히 경계선 아동들은 이 부분에 더 취약하여 취업을 하고 난 후에
재정관리를 하지 못해 사기를 당하거나 자립을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로 선택되었다.
어릴 때부터 자아존중감을 길러주면 어려움이 와도 깨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이미 시설 아이들은 상처를 받고 와서 자아존중감이 바닥이잖아요. 그걸 키워줄 수 있게,
긍정적인 자아개념도 길러주어 의사소통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A기관 -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혼란이 있더라구요 (감정을 잘)
인지했으면 좋겠고, 상황에 맞는 행동기술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가서 3개월에 한번씩
직장이 바뀌는 친구가 있는데 상황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자꾸 해서 짤리는 경우가
있어서요

– G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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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1

논의 및 제언

주요 연구결과 논의

(1) 양적조사
양적조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전후로 한 참여대상 아동의 사전 지능검사
결과와 사후 지능검사 결과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사전검사에서 지능의 평균은
74.81이었고, 사후검사에서는 75.62로 두 점수 모두 경계선 수준의 지적 기능에 해당하는
점수였다. 사전검사 점수보다 사후검사 점수가 0.81점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에게 개입할 때의 기대효과
중에서 지능의 악화를 방지하는데 그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할 수 있다. 지능이 유의하게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유의하게 하락하거나 특히 지적 장애의 수준으로 악화되는 특성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사를 실시한 기관별로 웩슬러 지능검사가 개정판별로 다양하게
이용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개정판별로 분리해서 분석했다. 특히 WISC-Ⅲ로 검사한
결과에서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의 변화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특징을 보였다.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경우 만성적인 학업실패와 교육적 지지를 받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어적 기술 습득이 지연된다고 보았다. 반면에 비언어적 기술들은 교육적인 영향과
학업적 지식에 덜 의존하기 때문에 일상생활활동에 종사함으로써 학생의 발달이 증진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Jankowska, 2014).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계선 지능
아동의 언어적 지능과 동작성 지능에서 명백한 차이를 관찰할 수 있는데, 언어성 지능은
감소하고 동작성 지능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언어성 지능은 3.50점
가량 떨어졌고, 동작성 지능은 79.50에서 89.36으로 9.86점이 유의하게 상승했다. 낮은
언어적 기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기적으로 학업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언어적
기억력의 효율성도 감소시킬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쳐 대인관계나
의사소통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때 언어적 발달이 충분히
고려되어 어휘, 이해능력, 소통능력과 같은 언어적 부분에 중점을 둔 개입이 이루어져서
학업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적응을 위한 언어발달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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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읽기, 쓰기, 수학과 같은 과목에서 아동의 기초학습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기초학습기능수행평가 결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결과 간에 읽기는 4.30점, 수학은
5.31점, 쓰기는 3.03점이 상승했으며 이 가운데 읽기와 수학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결과는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학년이 높아지면서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또래 학년과 비교했을 때 과목별로 학년차이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이 자립지원서비스 전후로 기초학습수준이 개선되긴 하지만 여전히 제 학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기능으로 고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의
학업적 어려움에 대해 인식하고 체계화된 보완적 도움을 주지 않으면 학업기능에서의
실패가 누적될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의 발달도 지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초학습기능
이외에 제 학년의 학습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상 아동의 문제행동이 유의하게 줄어들고, 적응도에서의 개선이 있었다.
아동행동 평가척도에서 문제행동척도의 총점수, 내재화점수, 외현화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했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임상범위 수준의 문제행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사전 71%에서 사후 41%로 줄어들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의
대표적인 특징인 사회적 미성숙과 주의집중 문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두드러졌으며,
시설이나 학교 내 적응의 주요 요인일 수 있는 규칙위반이나 공격적인 행동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DSM진단척도에 포함되는 정서문제, 불안, 신체화증상, ADHD, 반항문제,
품행문제, 외상 후 스트레스적 증상, 인지속도부진 측면 모두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여서
여러 가지 평가지표 가운데 가장 큰 효과성을 나타냈다. 문제행동척도가 유의하게 감소했던
것과 달리 CBCL의 적응척도에서는 오히려 큰 변화가 없었다. 적응총점 0.5점, 사회성
0.53점, 학업수행에서 0.38점이 증가 했으나 유의한 차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적응척도의 하위검사인 학업수행에서의 척도점수가 낮아서 사회성에서의 척도점수가
정상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적응척도의 점수가 낮아져 사전검사 결과와 사후 검사 결과
모두 임상범위에 해당했다. 이는 학업수행이 개선될 때 적응척도에서의 긍정적 변화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적응을 위해서라도 아동의 학업에 대한 장단기적인 개입에 관심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넷째, 사회적 기술이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사회적 기술의 하위영역인 협력성,
주장성, 공감능력, 자기조절 측면이 모두 향상되었으며, 그 중 협력성, 공감능력,
자기조절에서는 유의미한 발전이 있었다. 이는 타인 돕기, 정보교류, 규칙이나 지시 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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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협력적 특성이 향상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타인에게 정보를 구하거나 자기의사를
표현하는 주장성, 타인의 느낌이나 판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존중하는지를 살펴보는
공감능력, 놀림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나 비갈등 상황에서 타협하는 능력과 같은 자기조절
능력 면에서의 향상은 현재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은 물론 미래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본
자질을 형성하는데 자립지원서비스가 그 효과를 발휘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섯째, 퇴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아동의 자립기술점수에서도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특히 자기보호 기술과 사회 기술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으며, 일상생활기술,
지역사회자원 활용기술, 돈 관리 기술, 진로탐색, 원가족(친부모), 심리정서적 측면에서도
다소의 향상이 있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인지기능면에서 유의한 차이로 지능이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자립지원서비스에 참여한 아동의 지능이 유의하게 하락해서 악화되지 않고 유지 또는 소폭
상승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기초 학습 기능적 측면에서는 제 학년 수준으로의
회복이 아직 어려운 정도이긴 하지만 서비스 제공 이후에 기초학습기능의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측면에서 자립지원서비스가 학습기능발달을 촉진했음을 알 수 있다. 문제행동
및 적응과 관련해서는 문제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아동의 수가 대폭 줄어들고, 이들의 사회적 미성숙이나 낮은 주의집중력, 불안과
강박, 반항이나 품행문제, ADHD,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서적 문제가 큰 폭으로 완화됐음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술과 자립기술 평가에서도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사회적 기술 측면에 있어서 협력성, 공감, 자기조절 등의 능력이 개선됐으며, 자립기술의
경우 하위영역들에서 소폭의 상승이 있었고 자기보호와 사회기술면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이는 경계선 지능이라는 제한적 인지능력 하에서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술들을
익혀 자립이 가능한 상태로 수렴해 가는데 자립지원서비스가 일정부분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질적 조사
초점집단면접을 통한 조사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아동에게 자립지원 서비스가 필요했던 이유는 학업부진, 언어발달지체,
또래관계 부진, 시설 및 학교에서의 문제행동, 학교부적응이라는 점이 공통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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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들은 경계선 지능의 주요한 인지적 ․ 사회적 특성이며, 이러한 특성들이 실제로
시설아동의 적응을 방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했던 경계선 지능
아동지도사들은 자립지원서비스를 통해 학업능력, 어휘와 이해력 같은 인지능력의 향상,
사회성 증진을 통해 또래관계가 원만해지고 학교적응을 더 잘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자립지원서비스를 통해 시설 내에서의 양육이나 자립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동의
학교 적응 측면에서의 바람직한 변화를 기대한다는 점은 자립지원서비스가 지향하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목표치라고 볼 수 있겠다.
둘째, 서비스의 내용은 경계선 지능 지원 사업에서 자체 제작한 5개의 프로그램들을
두루 활용했으며, 고등학생과 같은 고연령에서는 개별상황에 적합한 추가적 교재와
체험이나 외부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했다. 서비스 과정에서 참여아동의 바쁜 스케줄,
무기력이나 거부감 또는 공격성의 특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대체로 사업수행에 큰
무리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고연령의 경계선 지능 아동의 경우 무기력하거나 퇴소
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으로 인한 정서적 불편감 등의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자립을 앞둔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연구, 고연령에
적합한 교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자립지원서비스에 참여한 아동의 변화로는 학습동기 유발, 일부 아동의 성적 향상,
학교에서의 적극성 향상이나 학교적응이 높아졌으며,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가 감소했고,
타인과의 관계 맺기와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정도가 호전된 점 등이 보고되었다. 이는 양적
조사결과와 대부분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자립지원서비스가 학습동기 상승과
학업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점은 학습과정을 통해 아동이 인지기능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학습과 인지기능은 서로 선순환될 때 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인지기능의 발달로 학습의 효율성 높아지고, 학습을 통해 인지기능을 훈련함으로써
더 잘 기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고학년이 될수록 경계선 지능으로 인해 학습이
더욱 어려워지고 포기하는 경향이 더 높아지지만, 주요과목이 아니더라도 학습을 방치하지
않고 작은 성취감이라도 맛보게 해서 학습을 지속시키는 것이 경계선 지능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일 수 있다.
넷째, 면접에 참여한 모두는 자립지원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시설 내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양육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또한 자립지원서비스가 강점강화기법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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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중심의 개입이므로 아동이 성공적인 자립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서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아동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최근까지도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심리적 개입은 외부강사나 외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계선
지능 자립지원서비스는 내부 강사를 활용하거나, 외부 강사라 할지라도 시설 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1:1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형태는 시설 내 관계자들의
긍정적 관심을 유발했고, 아동에게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개입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애착형성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부기관을 이용할
경우, 아동의 개입에 대한 정보들이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아서 시설 내 양육자와 소통하지
못해서 변화의 폭이 적었다. 그러나 자립지원서비스의 경우 개입과 동시에 양육자나 시설
내 관계자들이 개입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점도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다섯째, 서비스 지원과정에 대한 제안점들로는 중고생을 위해 좀 더 심화된 형태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교재 내용에 아동행동 유형에 따른 심리지원이나 생활지도,
아동행동과 대인관계 이해와 능력 향상을 위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교급이나 학년차이를 고려한 수준별 교재가 필요하고, 서비스에서 사용된 교재가
시설마다 보편화되어 배포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서비스를 실시하기까지의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단 권의 책으로 만들어진 각각의 매뉴얼이 유아에서 고등학생에
이르는 연령의 아동 모두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인지기능의 발달 정도와
연령, 학교급 수준을 고려한 세분화된 매뉴얼이 더 많이 연구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자립지원서비스를 통해 시설 내 관계자, 서비스 참여아동의 학교 교사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참여아동의 특성에 대해 시설장 및 양육 선생님들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며, 경계선 지능에 대해 구체적인 인식이 높아졌고 대상에 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코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기관도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자립지원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가장 큰 요인은 변화된 아동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차례의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이나 정책의 강요보다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의
변화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실제 양육과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담당자들이 직접
경험하는 것이 질 좋은 서비스를 빠른 속도로 확장시키는데 효과적이었고 볼 수 있겠다.
일곱째, 추후에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시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직업 및
진로문제라고 답했다. 자립에서 취업이 중요한 요소이며, 취업과 취업상태의 유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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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타인과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력,
정서조절(예를 들어 분노조절, 흥분조절 등), 긍정적 자아개념, 경제개념 등이 상위권으로
많이 선택되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지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낮은 문제해결력,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과 정서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 퇴소 후 사회로 진출해도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능력들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경계선 지능의 문제점으로도 알려져 있는 학교 및 시설 부적응,
대인관계 맺기 어려움, 문제행동, 정서적 문제 등의 이유로 보호아동에게 자립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었다. 자립지원서비스가 아동의 긍정적 변화에 효과적이었으며,
시설장 및 양육교사 등의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데도 도움이 됐다고 보고됐다.
이는 경계선 지능에 대한 개입에서 아동 본인에 대한 접근 이외에 부모 또는 아동을 둘러싼
인적 환경의 인식을 전환시켜서 개입의 효과를 더 크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경계선 지능에 대한 개입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더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연구의 제한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적조사와 질적 조사에서 서비스의 긍정적 효과가 검증되었으나,
경계선 지능 자립지원서비스의 효과성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서비스 제공 사전평가와 사후 지능평가를 할 때, 전체 참여아동에게 동일한 버전의
도구를 사용하지 못했다. 지능검사에 사용된 도구는 웩슬러 지능검사로 동일하지만, 아동용
WISC-Ⅲ와 WISC-Ⅳ, 유아용 WPPSI, 성인용 WAIS가 혼용되었다. WISC-Ⅲ의 개정판인
WISC-Ⅳ는 소검사의 종류 면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측정하고자하는 내용도 차이가
있으며, 난이도 면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버전을 달리한
지능검사결과들이 있었고, 동일하지만 이전 버전인 WISC-Ⅲ로 지능검사를 채택한 곳이
많았다. 사전과 사후의 지능을 비교할 때, 지능검사의 도구 버전이 저마다 달라서 참여아동
전체가 평가에서 동일한 조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지능의 하락이 명백한 아동의
경우, 역추적 했을 때, 지능검사를 한 번에 정해진 시간 내에 완수한 것이 아니라 소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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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닷새 동안 진행하는 등 검사과정에서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들이 발견됐다.
차후에는 신뢰성 있는 검사 도구를 참여대상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검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체 아동의 변화에 초점을 둔 효과성 연구가 단기간에 진행됐어야 했기 때문에
연령별로, 또는 지능의 증감에 따른 아동변화의 분석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한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후에 참여대상아동의
추적조사가 실시된다면 서비스 효과의 지속성이나 영향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추적조사와 관련된 계획들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자립지원서비스 매뉴얼에 대한 분석이 빠져있어서 서비스에서 어떤 내용들이
아동의 변화를 유도했는지 정확히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회기별 진행내용이
표준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 아동지도사나 시설의 역량에 따라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상황을 통제하여 효과성을 평가하지 못했다.
차후의 평가에서는 회기별 진행내용이 보다 구조화되고, 질적인 부분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이 개발되어 효과성 평가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수행기간이 짧았고, 참여아동이 전국적으로 분포해있으며, 연구자의
참여아동에 대한 접근이 용이치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아동을
면접하지 못했다. 양적 조사 이외에 아동에 대한 질적 조사가 병행됐다면 아동의 만족도나
변화에 대해서 보다 경험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제언

본 연구결과와 제한점 등을 토대로 향후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 더 나은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 서비스의 정책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경계선 지능 아동의 입소초기 선별과 체계적 관리 필요
경계선 지능 아동을 입소 초기에 선별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은 느린 학습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동에 비해 자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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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준비에 더 긴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다. 입소초기에 적절한 선별과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능의 악화, 정서적 문제와 부적응 문제가 결합되면서 지적장애가 되거나
정신병리가 활성화되어 적응과 자립준비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 내
함께 거주하는 아동에게 피해를 주거나, 양육교사나 시설 내 종사자들을 소진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계선 지능을 쉽게 선별할 수 있는 척도나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입소아동에게서 눈에 띄는 문제행동이 발견되어서 종합심리검사를 해보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경계선 지능이라는 인지적 결함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종합심리검사는
경제적인 부담, 심리검사기관에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시설 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면서 비용이 적게 들고 선별을 쉽게 할 수 있는
척도개발이나 선별방법의 개발이 시급하다.

2)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경계선 지능 아동의 학교급이나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인지적 발달의 미비로 인지적 능력의 속도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들의 신체적 발달과 사회적 환경은 제 나이에 맞춰가기 때문에 이들이 경험하는 정서와
사회적 요구들은 제 또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해당 연령에 적합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3) 시설 내에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
시설 내에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양질의 실무인력 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자립지원서비스의 효과성에서 봤을 때, 아동의 변화는 물론
시설종사자들의 변화까지도 감지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 인력이
양성되고, 더 많은 시설에서 경계선 지능과 관련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초점집단면접에서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인원확충을 제안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자립을 위한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고, 퇴소 후의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립전담요원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새로운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자립전담요원이나 시설 내
관계자의 재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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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관계자, 학교, 지역사회의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 필요
양육자와 시설장, 경계선 지능을 담당하는 학교교사, 지역사회 등에 경계선 지능에 대해
알리고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경계선 지능에 대한 시설장과
양육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가 서비스의 효과나 아동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질적
조사의 결과가 있었다. 대구에 위치한 한 시설에서는 시 차원의 사업으로 확장시킬 준비를
할 정도로 이 서비스가 시설 내에서의 변화는 물론, 지역사회 차원의 움직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아동을 둘러싼 학교와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가 있을 때 경계선 지능 아동의 긍정적
변화는 더 지속적이고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아동을 둘러싼 학교, 지역사회 등에 인식전환을 할 수 있는 개별 혹은 집단
교육이나 상담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시설아동의 인지발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시설 아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학습이나 인지발달에 관심을 두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일정한 수준까지의 인지발달은 정서적 발달 및 사회적 발달, 자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시설 아동에게 적절한
인지적 자극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아동의 인지발달에 대한 양육자의 민감성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육자당 보호 아동의 비율을 감소시켜서 좀 더
적은 수의 아동을 질적으로 우수하게 돌볼 수 있게 하는 시설 양육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양육자나 시설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인지발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사례관리를 위한 슈퍼비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아동의
인지발달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6) 퇴소 후 지원체계 강화
보호 중인 아동뿐만 아니라 퇴소 후의 일정기간 동안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나 성인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아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2013년 아동자립지원단에서 실시한 경계선 지능 실태조사에서도
퇴소후의 지원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다. 본 연구의 질적 조사에서도 보호기간 동안은
물론 퇴소 이후의 지원이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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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아서 보호 기간 동안 배우고 준비한 자립기술이 퇴소 후의
실제생활에서 적용가능하지 않거나 부족할 때가 있을 것이다.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사고의 융통성이나 문제해결력이 결여되어있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경계선 지능을 가진 퇴소 청소년 또는 성인은 일반적인 퇴소 청소년이나 성인에
비해 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자립에 실패하거나 심각한 정도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개인적으로 불행해진다거나 또 다른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퇴소 후의
지원체계 및 서비스 마련이 좀 더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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