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목표

1
학습장애의 개념적

정의와 분류

● 학습장애 개념을 이해한다.

● 국내 학습장애 정의와 외국 학습장애 정의를 비교하고 차이를 이해한다. 

● 학습장애 정의의 구성요소를 이해한다.

● 학습장애의 분류 체계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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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습장애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요구·지각·가치 및 판단에 의해 사

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인가? 이 장에서는 학습장애의 개념과 정의, 분류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학습장애의 개념

학습기능의 연속성

학습은 일련의 위계적 과정과 더불어 학습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과정이다(그림 1.1 참조). 학습기능의 연속성은 중핵학습 기술을 기반

으로 하여 처리과정 기술, 실행기술, 기초학습 기술, 내용 영역 및 고차학습을 향해 점점 더 

복잡하고 종합적인 지적 활동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학습기능의 연속성에 대한 개념 구

조는 학습장애의 개념과 특성의 이해는 물론 학습장애 학생들을 지도할 때 내용과 방법적 측

면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림 1.1 학습기능의 연속성

내용 영역/고차학습
● 분석

● 종합

● 창의

● 평가

기초학습 기술
● 읽기

● 철자법

● 쓰기

● 수학

실행기술
● 계획하기/시간관리

● 추론하기/전략이용하기

● 조직하기

● 자기점검하기

처리과정 기술
● 기억

● 주의집중

● 청각적 및 시각적 처리과정

● 언어

● 처리과정 속도

중핵학습 기술
● 운동, 기술 및 협응

● 균형, 리듬, 타이밍

● 감각통합

● 신체－주의집중 의식 및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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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의 인과적 메커니즘

학습장애는 전적으로 생물학 차원의 기능장애나 환경 구조의 기능이며, 예상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학습장애란 학교, 직업 및 지역사회 생활의 다른 측면의 기대와 요구

의 사회적 맥락에서 구성된 개념이며, 이 개념이 사회 및 정치 목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정

할 것이다(박현숙, 신현기, 정대영, 정해진, 2007). 따라서 학습장애 개념의 정의 역시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중요하며, 국내에서도 우리의 실정에 맞게 토착화시켜 잠재적 대상자들의 

학습권을 적극 보장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학습 문제가 기본 심리과정 능력의 개선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

습 내용을 직접 지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기초학습 중심의 프로그램과 교과지도를 위

한 교수－학습 전략의 개발에 집중하게 되었다. 나아가 학습장애 학생들이 지닌 다양한 발달 

및 학습 문제는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하여 접근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복합성을 띠고 있기 때

문에 신경생리학, 교육심리학, 교육학, 교과교육학, 학습과학, 인지과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정대영, 2013).

학습장애 분야는 지적장애 정의의 개념 발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지적장애를 

“타고난 원인으로 성숙기에 획득된 치료할 수 없는 정신이상에 따른 사회적 무능함”으로 정

의하였다(Doll, 1941). 그러나 최근 지적장애를 더 이상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으로만 보지 않

으며 환경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지적발달장애협회(AAIDD)는 지적장애

의 정의를 11차례 수정하여 ‘낮은 지적 능력과 사회적 능력의 결함’으로 규정하던 것을 ‘지원

중심’으로 개념화하였고(AAIDD, 2010), 초기에 비해 지능 수준을 10점 이상 하향 조정하였

으며 발달기를 16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하였다(Grossman, 1983). 학습장애 역시 지원이 

중요하고 교수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습장애는 직접적인 원인에 의해, 또는 이 요인과 간접적인 영향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선수 기능의 어려움으로, 기초학습 기능의 어려움으로 또는 교과학습 기능의 어려움으로 발

현된다. 학습장애의 개념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며 다면적인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교육적 접

근은 장애학적 측면(장애의 특성과 요구), 교육 내용학적 측면(교수 전략과 방법) 및 교과교

육학적 측면(교육과정과 교과교육)이 조합된 총체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하고, 기타 학문 분

야와 협력하는 학제적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책은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가들이 학습장

애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학습장애 아동·청소년 및 성인들을 효과적으로 중재하는 데 필

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학습장애의 인과적 체계를 [그림 1.2]와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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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 관련 용어

학습장애는 특정학습장애란 용어가 도입되기 전에는 난독증, 뇌손상, 미세뇌손상, 인지장애, 

난산증, 실인증, 단어맹 등 다양한 용어로 불렸다. 학습장애란 개인의 내적 문제로 지적 수준

이 평균 이상(－2.0 표준편차 이상：IQ 70 이상)으로서 예상하지 못한 학습부진(학업 성취 하

위 16퍼센타일 이하)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학습장애와 관련되거나 이웃하는 개념의 용어는 교육자들 사이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학습부진, 저성취, 학습지원 대상 등은 성취 측면에서 기술된 용어인 반면, 지능을 기

준으로 경계선 지적기능, 지적장애(지능 외에 적응행동 요인, 연령 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

능 수준이 중요한 요인이 됨), 학습 속도를 기준으로 느린 학습자로 일컫고 있다. 다음 용어들

을 살펴봄으로써 학습장애와의 차별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1.2 학습장애의 인과적 메커니즘

출처：정대영(2013)

학습장애 원인 및 영향 요인 학습장애 현상

신경학：유전 요인, 

뇌 구조와 기능

정보처리과정

핵심인지과정

：음운인식

행동, 심리사회 원인

：주의집중, 불안, 

  동기, 사회기술

환경：사회경제적, 학교교육 및 중재

발달 문제

인지

상위인지

주의

기억

듣기

말하기

사회기술

학업 문제

기초학습학습선수 기능

읽기

쓰기

셈하기

교과학습

국어

(외국어)

수학 등 

내용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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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부진(under achievement). 학교에서의 성취 수준이 개인의 잠재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유의하게 미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원인에 관계없이 또래 및 집단의 평균 성취 수준에 비해 

－1 표준편차 이하 또는 16퍼센타일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이다. 학습부진 학생은 학교에서 자

신의 능력과 실제 성취 사이에 유의한 간극을 지니는 경우(A Parent’s Guide to Gifted Children, 

http://www.cde.state.co.us, 2018)로 포괄적인 개념적 정의도 제안되고 있다. 최근 초중등교

육법 제28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2016)은 “성격장애나 지적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느린 학습자(slower learner). “또래연령 집단의 아동들이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활동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동”(Bun, 1937) 또는 “학업적 수행성이 또래연령 집단의 기대 

평균보다 낮은 경우”(Kirman, 1975)로 정의되거나 “교육적으로 지체되어 있으며 지능지수가 

70~89인 아동을 지칭하며 경도지적장애(mildly intellectual disabilities) 아동과 같은 학습상의 문

제를 가지고 있으나 그 정도가 가벼운 아동”(교육학용어사전, 1985)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는 

“느린 학습자는 일생의 문제로서 학급에서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지능이 

낮은 것을 말하며, 지능 수준은 평균 지능을 100으로 볼 때 70에서 90 사이를 말한다.”(Don & 

Drew, 2004)고 정의되어 있다.

저성취(low achievement). 학생이 최대한 자신의 능력껏 성취했으나 또래와 비교해 성취 수준이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Northern Ireland Education & Library Boards, 2018).   

경계선 지적기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평균 인지능력 이하의 지능범주(IQ 70~85)

에 속하나 그 결함이 지적장애(IQ 70 이하)만큼 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개인은 학령기 동안에 느린 학습자로 불리기도 한다(Research & Education Association, 2003). 

학습지원 대상. 기초학력보장법(2017.5 발의)은 ‘학습지원 대상’을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으로 규정하고, 기초학력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

을 충족하는 학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학습지원 대상 역시 특수교육법에서 정한 학습장애와 

지적장애를 제외한 학생으로서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기술한 용어

들의 개념을 종형곡선과 함께 도식하면 [그림 1.3]과 같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장애란 말 대신에 특별한 교육적 요구(special education needs) 또는 

특별한 교육적 어려움(special education difficulties)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영국의 경우 학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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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인지 및 학습 영역의 특별한 요구를 지닌 조건’으로 규정한다. 이 장애의 하위 영역을 

보면 난독증(dyslexia)1/특정 학습 어려움, 가벼운 학습 어려움(mild learning difficulties)2, 중등

도 학습 어려움(moderate learning difficulties)3, 심한 학습 어려움(severe learning difficulties)4으

로 분류되고 있다(Department of Education UK, 2013). 

위험군이란 학업적으로 실패하거나 중도에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이 용

어는 학교 졸업을 위협하는 환경, 즉 홈리스, 체포 및 감금, 10대 임신, 심각한 건강 문제, 가

정 폭력, 이주, 낮은 검사 점수 및 기타 조건이나 훈육 문제, 교육 수행성이나 성취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학습 관련 요인을 포함한다(The Glossary of Education Reform, 

2019)5. 학습장애 위험군이란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여 중재를 하지 않을 경우 학습장애가 될 

수 있는, 교육적 수행성이나 학업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지닌 조건으로

서 집합적 의미의 용어이다.   

1 음운처리, 단기기억, 계열적 수 기능, 운동기억, 조직능력 문제

2 교육과정 대부분의 영역에서 기대 수준 이하의 성취

3 하위 2%ile의 저성취

4 하위 0.01%ile 이하

5 https://www.edglossary.org/at－risk

학습부진, 학습장애, 

저성취의 학업 성취 수준：

하위 16%ile

학습장애 지능 수준

IQ 70 이상

경계선 지적기능

IQ 70~85

느린 학습자

IQ 70~89

지적장애 지능 수준

IQ 70 이하

평균

＋1 SD

＋2 SD－2 SD
＋3 SD－3 SD

55 70 85 100 115 130 14585 90

－1 SD

2.14% 2.14%

13.59% 34.13% 34.13% 34.59%

그림 1.3 학습장애와 관련 용어의 이해를 위한 종형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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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의 정의

학습장애의 개념적 및 조작적 정의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학습장애 정의가 11개가 될 정도(Hallahan, Lloyd, Kauffman, Weiss, & Martinez, 

2005)로 다양한 현실을 고려하면 개념적 정의는 학문적 배경과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모든 학문 분야가 동의할 수 있는 정의를 마련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국의 학습장애 정의

학습장애는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4차 개정될 때 특수교육 대상의 한 영역으로 추가되었

으며, 이 법은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셈하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특정 분야에서 학습상의 장애를 지니는 자(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학습장애 선정 기준에서는 단순히 학습의 5개 영역(셈하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만을 

제시할 뿐 원인, 준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학습장애 기준을 제시하면서 학

습상의 장애로 규정함으로써 개념적 정의를 순환적으로 기술하는 문제가 있었다. 학습장애

의 개념이 조작화되지 못하고 선정 절차 또한 명료하지 못하여 선별과정의 타당성과 신뢰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이하 특

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학습장애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좀 더 상세화되었다.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란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특수교육법, 2007) 

이 기준은 학습장애를 학습기능과 학업 성취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고, 9개의 하위 유형을  

제시하였다. 한편 한국특수교육학회(2008)는 학습장애 선정 기준의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

안하였다. 

학습장애란 개인 내적 원인으로 인하여 일생 동안 발달적 학습(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

억, 문제해결 등)이나 학업적 학습(읽기, 쓰기, 수학 등) 영역 중 하나 이상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

는 것을 말한다. 이 장애는 다른 장애 조건(감각장애, 정신지체, 정서장애 등)이나 환경 실조(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교수적 요인 등)와 함께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조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것은 아니다.(한국특수교육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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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수교육학회에서 제안한 학습장애의 개념은 발달적 학습장애와 학업적 학습장애로 

구분하고, 평생 지속되며 기타 장애와 공존 가능성을 지적함으로써 개념적으로 국제적 보편

성에 상당히 가깝게 접근하였다. 

학습장애의 개념적 정의란 일반적으로 간단하지만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함축적으로 내포

하고 있어야 한다. 정대영, 김애화, 김의정, 김자경(2019)은 지금까지 국내외 학습장애 정의

를 분석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학습장애는 정상 지능 범주에 속하는 지적 능력을 지니고 개인의 내적 요인에 의해 학습선수 기능 

그리고/또는 기초학습 영역에 하나 혹은 그 이상에서 현저히 낮은 성취를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학

습장애는 난독증을 포함하고, 일생 동안 지속될 수 있다. 경계선 지능, 다문화, 사회경제적 문제 등

으로 인해 학업 성취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라 하더라도 학습장애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학습장애

는 다른 장애와 공존할 수 있지만 그러한 장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된 것은 아니다.(정대영, 

김애화, 김의정, 김자경, 2019, p. 189)

학습장애의 정의는 이 장애를 지닌 학습자에게 제공할 여러 가지 서비스의 개념, 철학 및 

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므로 중요하며, 그 개념을 보편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많은 노

력을 기울여 왔다(정대영, 2013). 그 과정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나 개념적 정의만

으로는 학습장애 학생을 진단평가하기가 어렵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조작적 정의

가 모색되고 있다. 

정대영 등(2019)은 학습장애의 개념적 정의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준거로 전환시킨 조작

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학습장애는 IQ 70 이상의 정상 지능 범주에 속하는 지적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의 내적 요인

에 의해 발생한다. 학습장애는 자신의 생물학적 나이 또는 자신의 학년에 비해 다음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단될 수 있다. 현저한 어려움은 표준화된 검사에서 

백분위 16 또는 －1 표준편차 이하에 해당하는 점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첫째, 학습선수 기능의 어려움：취학 전 및 학령기 아동에게 적용된다. 읽기의 경우 음운 인식·어

휘 등, 쓰기의 경우 어휘·표기 인식 등, 수학의 경우 수 감각·주의집중·말하기·듣기 등의 어려

움을 의미한다.

둘째, 기초학습 영역의 어려움：학령기 학생에게 적용된다. 다음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학습장애 하위 유형에 해당한다.

읽기장애：단어인지, 읽기 유창성, 그리고/또는 읽기 이해에 어려움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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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장애：연산, 그리고/또는 수학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보인다.

쓰기장애：철자, 그리고/또는 작문에 어려움을 보인다.

학습장애는 난독증을 포함하고 평생 지속될 수 있다. 경계선 지능, 다문화, 사회경제적 문제 등으

로 인해 위에 기술한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학습장애와 함께 나타

날 수 있다. 학습장애는 다른 장애와 공존할 수 있지만, 다른 장애가 일차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정대영, 김애화, 김의정, 김자경, 2019, p. 189)

외국의 학습장애 정의

미국

‘학습장애’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교육적으로 개념을 규정한 미국의 경우 초기부터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며, 최근 개정된 진단평가 기준은 미국 특수교육법 (IDEA 

2004)이다. 이 법은 학습장애 정의를 재규정하였으나 주요 내용은 이전 특수교육법 PL 94－

142(1975)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진단평가에서 중재반응법을 추가하였다. 

학습장애는 정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구

조를 지지하며 1968년 미국의 공적 정책으로 표면화되었으며, 미국 연방법 PL 94－142(전장

애아동교육법 EAHC, 1975)에 아래와 같이 채택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정학습장애란 언어의 이해와 사용, 즉 구어와 문어의 이해에 포함된 기본적인 심리과정에 한 가

지 또는 그 이상의 장애를 의미하고, 이 용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철자 또는 수학 계산에 불

완전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용어는 지각장애, 뇌손상, 미세뇌기능장애, 난독증 및 발달실어증

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주로 시각, 청각 및 운동장애, 지적장애, 정서장애, 환경적·문화적 및 경제

적 불리함으로 인한 학습장애를 포함하지 않는다.(U. S. Office of Education, 1969, p. 34)

미국 교육부는 1977년에 처음으로 학습장애를 독립된 장애 영역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학습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분류 모형을 신경학적 구조(예：지각운동 문제, 문자와 숫

자의 반전 등 특별한 징후에 초점을 맞춤)에서 인지적 불일치에 초점을 맞춘 정신측정학적 

구조로 이동시켰다. 

아동은 다음 영역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에서 성취 및 지적 능력 사이에 심한 불일치를 나타내

야 한다：구어 표현, 듣기 이해, 쓰기 표현, 기초 읽기 기능, 읽기 이해, 수학 계산, 수학 추론. 아동

이 시각·청각 및 운동장애, 지적장애, 정서장애, 환경적·문화적·경제적 불리함으로 인해 불일치

를 나타낼 경우 학습장애로 판별되지 않는다.(U.S. Office  of Education, 1977, p. G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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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의 포함적 지표로서 IQ－성취 불일치 준거의 이용은 학습장애를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 IQ－성취 불일치 준거를 타당화하려는 연구들이 있었지만 성공

하지 못했다. 그러나 연구자, 실천가 및 공공기관은 그러한 불일치가 다른 유형의 학습부진

과 범주가 다른 예상치 못한 특정 유형의 학습장애를 의미하는 지표라고 추정했다. IQ－성취 

불일치의 영향은 IDEA가 개정되기 전까지 학습장애 판별의 주요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미

국 연방법 IDEA 2004의 학습장애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일반적 규정：특정학습장애는 언어, 즉 구어와 문어의 이해와 사용에 포함된 기본적인 심리과

정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장애를 의미하며 듣기, 사고, 읽기, 쓰기, 철자법 혹은 수학 계

산에서 불완전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B)  포함장애：특정학습장애는 주로 지각장애, 뇌손상, 미세뇌기능장애, 난독증, 발달실어증 등의 

조건을 포함한다.

(C)  배제 조건：특정학습장애는 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또는 운동장애, 지적장애, 정서장애 

또는 환경적·문화적·경제적 불리함에 의한 학습문제는 포함시키지 않는다.(PL108－446, 

IDEA 2004, 118 STAT. 2667－2658)

미국 의회는 각 주가 “학구에 학습장애 범주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판별하기 위해 IQ 검

사를 요구할 수 없고, 과학 기반 교수에 대한 반응을 포함시킨 판별 모형을 실시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지적하며 1977년 미국 교육부 정의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

켰다. 아울러 법적 정의는 아동의 열등한 성취가 읽기 및 수학에 대한 적절한 교수의 부족 때

문이거나 영어의 미숙함 때문이라면 특수교육 대상자로 판별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대신 주는 아동의 특정학습장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거를 채택해야 한다.  

●   아동이 특정학습장애를 지니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지적 능력과 성취 사이의 심한 불일치 

준거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   과학적 연구 기반 중재에 대한 아동의 반응에 기반을 둔 과정을 이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   아동이 특정학습장애를 지니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기타 대안적 연구 기반 절차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U. S. Department of Education, 2006, p. 46786)  

미국 교육부는 IQ－성취 불일치의 적용에 한계를 인정하고 과학적 증거를 부분적으로 수

렴하였다. 동시에 공식적으로 판별 과정의 일부로서 교수적 적절성과 학생의 반응에 대한 사

정을 조작화하는 중재반응법을 인정하였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부진의 개념을 인지적 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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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서 교수적 불일치로 변경하였다. 인지적 불일치에 근거한 접근법은 타당성이 부족함에

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허용되고 있으며 2006년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아동이 연령 및 주가 인정한 학년 수준의 표준을 위해 적절한 학습 경험과 교수를 제공       

받았을 때 다음 영역에서 이 표준을 적절히 성취하지 못한다: 구어 표현, 듣기 이해, 쓰

기 표현(작문), 읽기기능, 읽기 유창성 기능, 읽기 이해, 수학 계산, 수학문제 해결. 

● 아동이 위 항에서 확인된 영역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에서 연령 또는 주가 인정하는 수

준의 표준을 충족시킬 정도로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과학적 연구 기반 중재에 대한 진

전도를 이용할 때, 또는 아동이 수행성, 성취 또는 이 두 영역에서 연령과 주가 인정하

는 수준의 표준 또는 지적 발달에서 강점과 약점 패턴을 나타낸다. 즉, 특정학습장애 판

별과 관련된 기관은 적절한 사정을 이용하여 장애 여부를 결정하고, 판별과정에서 발견

된 사실이 시각, 청각 또는 운동장애, 지적장애, 정서장애, 문화적 요인, 환경적 및 경제

적 불리함 또는 영어 능력 미숙함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님을 결정한다. 

특정학습장애로 의심되는 아동의 학습부진이 읽기와 수학의 부적절한 교수에 의한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하기 위해 평가의 일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아동이 의뢰과정 이전에 일반교육 환경에서 유자격 인사에 의해 적절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도 받을 동안 학생의 공식적인 성취를 합리적인 간격으로 반복 측정하고 학생의 진전도를 부

모에게 제공한 자료 기반 문서(U. S. Department of Education, 2006, pp. 46786－46787)

IDEA 2004(미국 연방법)와 2006년 교육법(미국 교육부법：시행령)은 교수 결과에 대

한 증거 없이 학습장애를 판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더욱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IDEA 

2004는 IQ 검사에 의존하지 않고 학습장애의 예방과 판별을 위해 교수의 중요한 역할을 강

조함으로써 지금까지 누적된 연구를 기반으로 중재반응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일본

일본은 1995년 문부성의 ‘학습장애 및 이와 유사한 학습상 곤란을 지닌 어린 학생의 지도 방

법에 관한 조사협력자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학습장애란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지적발달에 지체를 나타내지 않지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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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기, 추론하기 등의 특정 능력의 습득과 사용에 현저한 곤란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장애를 가

진 경우를 말한다. 이 장애는 중추신경계에 어떤 기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장애로 인한 

학습상의 특정 학습곤란은 주로 학령기에 나타나지만 학령기를 지날 때까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

는 경우도 있다. 학습장애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정애, 정서장애 등의 상태와 가정, 학교, 지역

사회 등의 환경적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태나 요인과 함

께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행동의 자기조절, 대인관계 등의 문제가 학습장애와 중복으로 나타

나는 경우도 있다.(上野一彦, 二土哲志, 緖方明子, 1996)

캐나다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교육부(2011)는 캐나다 학습장애학회가 제안한 학습장애 정

의를 채택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장애는 언어성 및 비언어성 정보를 습득, 조직, 파지, 이해, 사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장애를 말한다. 둘째, 학습장애의 유형은 구어(예：듣기, 말하기, 이해), 읽

기(예：해독, 음운지식, 단어인식, 이해), 문어 표현(예：철자법, 작문) 수학(예：계산, 문제

해결)으로 구분된다. 셋째, 학습장애에는 조직기능, 사회적 지각, 사회적 상호작용, 관점 갖

기 등의 어려움이 포함된다. 넷째, 학습장애는 평생 지속된다. 다섯째, 학습장애의 영향 요인

과 공존 요인을 제시하였다. 

미국정신의학회

한편 의료적 모형에 근거한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5)(2013)에서

는 특정학습장애의 진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A.  학습기술을 배우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지니며,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적절한 중

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시된 증상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부정확하거나 느리고 힘겨운 단어 읽기(예：단어를 부정확하거나 느리며 더듬더듬 소리 내

어 읽기, 자주 추측하며 읽기, 단어를 소리 내어 있는 데 어려움이 있음)

 ②  읽은 것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움(예：본문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으나 읽은 내용의 순

서, 관계, 추론 또는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함)

 ③ 철자법의 어려움(예：자음이나 모음을 추가하거나 생략 또는 대치하기도 함)

 ④  쓰기의 어려움(예：한 문장 안에서 다양한 문법적, 구두점 오류, 문단의 구성이 엉성함, 생

각을 글로 표현하는 데 명료성 부족)



제1장 학습장애의 개념적 정의와 분류 13

 ⑤  수감각, 단순 연산값 암기 또는 연산 절차의 어려움(예：숫자의 의미, 수의 관계에 대한 빈

약한 이해, 한 자릿수 덧셈을 할 때 또래들처럼 단순 연산값에 대한 기억력을 이용하지 않

고 손가락을 사용함, 연산을 하다가 진행이 안 되거나 연산과정을 바꿔 버리기도 함)

 ⑥  수학적 추론의 어려움(예：양적 문제를 풀기 위해 수학적 개념, 암기된 연산값 또는 수식

을 적용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음)

학습장애 개념적 정의 규정의 어려움

학습장애는 환경이 아닌 뇌에서 비롯된 내적 행동 문제라는 개념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근거

로 1960년대에 미세뇌손상과 미세뇌기능장애란 용어가 도입되었다. DSM－III(APA, 1980)의 

등장과 함께 미세뇌기능장애로 판별된 집단이 특성상 너무도 달라서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

게 되었다. 대신에 학습기능장애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별도로 정의됨으로

써 학습장애와 행동장애로 분리되었다. 커크(Kirk, 1963)와 그의 동료들이 특정학습장애란 

교육적 용어를 도입하였으며 기본적인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기타 영역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으면서 예상치 못한 학습 어려움을 나타낸다.

● 지적장애나 정서행동장애와 다른 학습 특성을 지닌다. 

● 환경적 요인보다 오히려 내적 요인(신경학적 요인)에 의한 학습 특성을 나타낸다. 

●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특성을 지닌다. 

학습장애와 난독증은 미세뇌기능장애처럼 개념적 정의를 조작화하기 어려워 극히 이질적

인 집단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 정의는 포함적 준거를 명확히 기술하지 못하고 주로 배제

에 의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습장애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이슈 때문

에 정의하기가 어렵다. 

첫째, 학습장애는 측정하기 어렵고 관찰할 수 없는 잠재적인 구인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학습장애

는 IQ 및 성취와 같이 관찰할 수 없는 구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예상치 못한 학

습부진의 집단을 판별할 때 저성취의 원인으로 밝혀진 다른 장애와 기타 환경적 조건(감각장

애,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경제적 불리, 언어적 다양성, 부적절한 교수)이 없다는 점을 분

명히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학습장애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인 집단으로 자리매

김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 및 판별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저성취의 특

성을 측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주요 판별 접근은 인지적 불일치 모형으로서 고

르지 못한 학업적 및 인지적 발달을 측정하여 학습장애의 ‘예상치 못한 학습부진’의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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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고, 학습부진이 예상되는 다른 원인을 배제하였다. 따라서 아동은 예상치 못한 학습부

진과 학습장애의 잠재적 구인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서 나타난 일반적

인 문제는 측정된 결과가 학습장애를 규정하는 내재적 구인의 지표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심리측정 검사를 포함하여 학습장애 판별을 위한 어느 접근법도 해결하지 못하

고 있는 문제이다. 학습장애는 주요 학업적·인지적·교수적 속성의 측정에서 신뢰도가 다

소 부족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읽기, 수학, 인지적 처리과정 및 교

수적 반응을 측정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영역의 측정으로는 학습장애 개념을 구성하는 구성요인

들을 모두 측정하지 못하고, 각 측정 방법은 상당량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 완전하지 못하다. 

둘째, 학습장애는 차원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즉 학습장애를 나타내는 속성은 연속선상

에 있는 것으로서 차원적 성격을 지니며 명확한 범주로 나타나지 않는다(Ellis, 1984). 학습

장애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정의의 속성을 성취 분포상에서 명확한 절선점을 그어 이분법

적 범주로 명확히 나타내기보다 심한 정도의 연속선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

다(Lewis, Hit, & Walker, 1994). 학습장애 표집의 성취 분포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모

두 손상 스펙트럼에 속한다는 스타노비치(Stanovich)의 주장을 지지한다. 즉 손상 스펙트럼

의 양극단에 있는 심한 학습장애 아동과 가벼운 학습장애 아동이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학

습장애의 차원적 성격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는 행동유전학적 방법을 적용한 연구와 일치하

여 읽기장애와 수학장애의 유전성과 연관된 질적으로 다른 유전적 집단이 확인되지 않고 있

다(Grigorenko, 2005). 연속선에 존재하는 차원적 특성으로 인해 학습부진 학생과 학습장애 

학생을 구별할 자연스러운 절선점을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을 위

해 학습장애 학생과 아닌 학생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정상 분포를 기준으로 범주화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요구 때문에 절선점이 이용되고 있으나 학습장애 판별과정의 신뢰성이 부족

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른 발달장애와 공존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장애의 공존성은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서

로 다른 장애가 함께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단어 수준의 읽기장애와 ADHD의 공존성 비율

은 적어도 4~5%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Pennington, 2009). ADHD의 약 20%가 읽기장애

로 판별되고, 수학과 쓰기 문제의 관련성이 더 많다. 읽기장애 아동은 읽기장애가 없는 아동

보다 ADHD를 지닐 가능성이 4배 가까이 된다. 많은 아동의 경우 읽기장애가 일반적으로 과

잉행동－충동행동보다 주의집중과 더욱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Willcut et al., 

2010a). 수학과 쓰기 표현의 경우 대부분의 읽기 문제를 지닌 학생은 쓰기 문제를 동시에 지

닌다. 읽기장애와 쓰기장애의 공존 비율은 인지적 문제를 공유하므로 30~70%에 이른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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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장애의 공존 유형은 다양하다. 즉 읽기장애, 수학장애, ADHD가 공존하기도 하고, 읽기장

애와 ADHD, 수학장애와 ADHD, 난독증과 수학 문제와 ADHD, 학습장애와 말 및 언어장

애가 공존하기도 한다. 두 장애가 연계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장애가 다른 장애의 원인

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학습장애는 한 가지 장애만을 지니고 있을 경우보다 두 가지 이상의 공

존장애를 지닐 경우 장애 정도가 더욱 심한 특성을 보인다(Moll, Gobel, & Snowling, 2015). 

학습장애 정의의 개념적 구성요소

학습장애의 주요 개념 요소

학습장애의 개념은 커크(Kirk, 1962)가 초기에 제시한 문제 영역, 평균 이하의 성취, 개인내 

차, 과정 결함, 이질성, 중추신경계 기능장애, 배제 요소 등에 불일치 개념, 일생 문제, 사회

성 문제, 장애의 공존성 요소가 추가되었다.

평균 이하의 성취 또는 저성취. 학습장애 초기부터 학습자의 성취 결함 문제를 강조하였다. 학

습장애의 주요 특성으로 성취 결함, 특히 예상치 못한 학습부진을 주요 특징으로 나타내지만 

평균 이하의 성취나 저성취를 보인다고 모두가 학습장애는 아니다. 예를 들면 정서행동장애, 

지적장애 및 일반적인 학습부진 역시 성취 문제를 보이므로 성취 결함 자체만으로는 학습장애

를 판별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과 학습장애를 어떻게 변별하느

냐가 진단평가 과정에서 주요 관심사가 된다.    

능력－성취 불일치. 학생이 IQ와 학업 성취 사이에 심한 차이를 보일 경우 능력－성취 불일치

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개념은 성취가 전반적으로 낮은 지적장애와 차별화되는 주

요 특징 중의 하나로서 학습장애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오랫동안 적용해 온 준거이기도 하다.  

개인내 차. 학습장애는 개인의 특정 영역의 능력이 다른 영역에 비교하여 특별히 떨어지는 경

우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특정학습장애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즉 개인이 

지닌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특정 영역의 능력이 전체 평균 수준과 비교했을 때 일정 기준 이하

로 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처리과정 결함. 인지심리학, 특히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가 학습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라고 본다(제5장 참조). 정보처리 과정에서 포함된 요인들이 문제가 있을 경우 그와 관련된 학

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각, 사고, 기억, 학습과 연관된 한 가지 이상의 처리과정상의 손상

은 언어적 처리, 음운적 처리, 시공간적 처리, 처리속도, 기억과 주의집중, 실행기능 등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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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날 수 있다. 이러한 손상은 구어(예：듣기, 말하기, 이해하기), 읽기(예：음소지식, 단어인

식, 어휘), 수학(예：계산하기와 문제해결), 조직, 사회기술 등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이질성. 학습장애는 여러 가지 장애를 학습장애란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포함시키고 있

다. 즉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계산하기, 문제해결 등 다양한 영역이지만 학습이란 공통된 

개념 요소로 묶고 있다. 따라서 학습장애의 진단평가와 교수적 접근과정에서 다중적, 다면적, 

다층적 접근법이 요구된다.  

중추신경계 기능장애. 뇌손상, 미세뇌기능장애, 기본적 심리과정 문제와 동의어이다. 학습은 

뇌에서 이루어지므로 뇌의 손상이나 이상이 학습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본다. 최근 신경영

상 측정 기법의 발달로 뇌기능과 학습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게 되었고, 이 분야의 

연구는 더욱 활성화되어 교수적 접근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생 문제. 학습장애 분야의 초기 연구들은 주로 학령기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조기 발견은 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중요 변수로 여기고 학령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

나 학령기 이전에 문제가 없던 아동들이 학령기에 문제를 나타내기도 하고, 학령기에 문제가 

완화되지만 학령기 이후에도 문제가 지속되어 사회 및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확인

하게 되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학습장애를 단순히 학령기 문제가 아닌 일생의 문제로 보게 

되었다. 

사회성 문제. 학습장애 학생들이 지닌 지각 문제나 실행기능 문제 등은 사회적 관계 문제를 지

니게 되고, 동료들로부터 인기가 없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최

근 학습장애 분야에서 사회정서적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장에서는 인지, 신

경학적 근거, 사회정서행동 등을 연계시켜 다루고 있다. 

배제 요소. 학습장애의 개념적 정의에서만 적용되는 특이한 조건이다. 일반적으로 개념을 정

의할 때 포함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 안에 들어오는 조건을 특정 대상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학습장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질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 조건이 

많이 동원되어야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학습장애가 개인의 내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환경적 요인이나 다른 장애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러나 최근 

환경적 요인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주장들이 있다.  

특히 다문화의 경우 전국에서 표집된 20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습부진 학생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 아동은 51,246명 중 학습부진 아동이 6,205(10.8%)명인 반면, 다문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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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611명 가운데 학습부진 아동이 668(26.6%)명으로 일반 아동의 약 2.7배에 이르고 있다. 

중학교에서도 기초학력 미달 일반 학생은 국어 2.6%, 수학 4.6%인 데 비하면 다문화 학생은 

국어는 13.0%로 5배, 수학은 13.5%로서 약 2.9배나 된다(교육부, 2015).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 비율은 2013년 1.03%에서 2017년 1.17%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 학생의 학업 

중단 비율 0.87%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일반 학생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과는 대비를 이룬다(교육부, 2019).

학습장애 진단의 배제 요인에 관한 타당성과 근거 확보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김애화, 김의적, 2013; 나경은, 서유진, 2013).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재한 결과

를 보면 음독 능력과 독해력 등 읽기 능력이 같은 연령의 일반 학생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

으며(강금화, 황보명, 2010; 정해림, 김보배, 양민화, 이애진, 2016), 학습장애 진단을 받아 

중재를 받은 학생보다 중재의 평균 효과의 크기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오성배, 2007), 

특히 읽기 능력 향상 측면에서는 다문화 집단이 학습장애로 진단된 집단보다 중재 효과의 크

기가 낮았다(정대영, 조명숙, 2019; Lyon & Weiser, 2009). 다문화 학생의 학습 특성과 요구

에 대한 연구들이 보다 다양하게 탐색되어야 하겠지만 단순히 다문화 학생이란 조건 때문에 

학습장애 진단평가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근거 없는 편견일 수 있으며, 선정과정의 타당성 

면에서 부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과정

에서 다문화 학생들도 정상적인 의뢰와 진단평가 및 선정 배치라는 법적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다. 

장애의 공존성. 학습장애는 다른 장애와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

어 정서행동장애(예：불안 및 우울, 과잉행동)는 학습장애의 원인은 아니지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장애 조건이다. 특히 비언어성 학습장애와 ADHD, 자폐스펙트럼장애, 언어성학습장애, 

발달적 협응장애 등은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제15장 비언어성 학습장애 참고).    

이상에서 논의된 학습장애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재분류하면 원인, 문제 영역과 특성, 문제 

시기, 예상치 못한 학습부진, 공존성 및 배제 요소로 요약할 수 있다(그림 1.4 참조).   

지금까지 진화해 온 학습장애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학습장애 개념

적 정의의 기본적인 토대는 기능주의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1980년 WHO가 제시

한 질병과 장애의 관련 메커니즘 분석에서 [질병－손상－기능장애－사회적 불리]의 구조로 설

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둘째, 학습장애의 정의들은 초기의 의료적 관점인 ‘뇌손상’에서 

출발하여 행동주의적 관점이 접목되어 ‘미세뇌기능장애’와 ‘중추신경계 기능장애’로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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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었다. 셋째, 심리학과 교육적 관점의 관여로 ‘학습장애’란 포괄적인 개념을 도입하고 

특성이 다른 다양한 하위장애들을 포함시켰으며 ‘기본적 심리과정장애’라는 심리과정 문제

를 강조하였다. 넷째, 학습장애의 정의 요소들을 분석한 결과 11개의 구성요소6가 추출되었

다(정대영, 2017).  

학습장애의 하위 유형과 분류

특수교육법적 및 정신의학적 분류

학습장애의 분류는 특수교육법적 차원과 학문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특수교육

법(2007)은 학습장애를 학습기능 영역(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해결)과 학

6 문제 영역, 평균 이하의 성취, 개인 내차, 과정 결함, 이질성, 중추신경계 기능장애, 배제 요소, 불일치 개념, 평

생 문제, 사회성 문제, 장애의 공존성

그림 1.4 학습장애 정의의 개념적 구성요인

예상치 못한 

학습부진

적성－성취 불일치

저성취

개인내 차

문제 시기

평생

원인

기본적 심리과정장애

중추신경계 기능장애

뇌손상

문제 영역과 특성

발달적 학습기능

학업적 학습기능

공존성 및 배제 요소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감각장애 등 기타 특수

교육적 장애, 사회환경적 

불리, 부적절한 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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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성취 영역(읽기, 쓰기, 수학)으로 구분한다. 미국 특수교육법 IDEA 2004에서는 학습장애 

개념을 포함적 정의, 포함 범위, 제외 조건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하위장애 유형으로 구어 표

현, 듣기 이해, 쓰기 표현, 기초읽기 기술,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 수학 계산, 수학문제 해결

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제안된 주요 학습장애의 정의에 포함된 하위 유형을 보면 [그림 1.5]와 같다.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5)의 학습장애 진단 준거는 가장 기본적인 하위 유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교육적 정의들은 이 하위 유형을 확대하거나 상세화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그림 1.5]에서 보면 특수교육법 정의는 DSM－5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위 유형에 A요소를, 한

국학습장애학회의 정의는 D요소를, 전미학습장애연합회(NJCLD)의 정의는 B요소를, IDEA

의 정의는 C요소를 각각 추가로 포함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신의학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DSM－5에서는 읽기학습장애, 쓰기표현학

습장애, 수학학습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국제질병분류(ICD－10)의 경우 특정철자법장애, 특

그림 1.5 주요 학습장애 정의에 포함된 하위 유형

특수교육법 정의

DSM－5

읽기(단어, 이해, 

난독증), 쓰기

(철자법, 쓰기), 

수학(계산, 추론)

A

내적 요인,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해결

C

기본적 심리과정 문제 

듣기, 사고, 뇌손상, 

미세뇌기능장애, 

발달실어증

B

듣기/말하기, 

중추신경계 기능장애＋

자기조절행동, 사회적 

지각/상호작용 문제

D

내적 원인,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해결, 

평생

IDEA 정의

한국학습장애학회 

정의
NJCLD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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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산기능장애, 혼합된 학습기능발달장애, 기타 학습기능발달장애, 명확하지 않은 학습기

능발달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학문적 분류

학문적으로는 학습장애 영역을 상위 개념으로 묶고 범주화함으로써 체계화하고자 한다. 연

구자에 따라 발달적 학습장애(주의집중, 기억, 지각, 사고, 구어)와 학업적 학습장애(읽기, 쓰

기, 철자 및 표현, 계산)로 구분하거나(Kirk & Chalfant, 1984), 신경심리학적/발달적 학습장애

(생물학적/유전적 장애, 지각운동장애, 시각적 처리과정장애, 청각적 처리과정장애, 기억장

애, 주의집중장애), 학업적/성취장애(언어 및 읽기, 쓰기, 철자, 수학, 실행기능), 사회적 장애

(낮은 자아개념, 대항성장애, 낮은 동기유발과 흥미)로 구분하기도 한다(Kirk, Gallagher, & 

Anastaiow, 2003). 한편 학습장애를 언어성 학습장애와 비언어성 학습장애로 분류하고, 특히 비

언어성 학습장애를 신경심리학 결함, 학업 결함, 사회정서 적응결함의 3개 하위 영역으로 분

류하기도 한다(Rourke, 1987)(그림 1.6 참조) 

학습장애

발달적 학습장애

1차 장애

주의집중

기억

지각

읽기 계산쓰기
철자/

표현

2차 장애

사고

구어

학업적 학습장애

Kirk & Chalfant

학습장애

언어성 학습장애

학업

결함

신경

심리학 

결함

사회정서 

적응 

결함

비언어성 학습장애

RourkeKirk, Gallagher, Anastasiow

학습장애

신경심리학적 

/발달적 

학습장애

학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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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장애

그림 1.6 학자들의 학습장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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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학습장애의 개념

● 학습장애는 학교, 직업 및 지역사회 생활의 다른 측면의 기대와 요구의 사회 맥락에서 

구성된 개념이며, 이 개념이 사회 및 정치 목적에 기여한다.

● 학습장애란 개인의 내적 문제로 지적 수준이 평균 이상(－2.0 표준편차 이상：IQ 70 이        

상)이지만 예상치 못한 학습부진(학업 성취 하위 16%ile)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 학습부진은 성격장애나 지적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학

습장애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이다.  

● 느린 학습자는 일생의 문제로서 학급에서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지

능이 낮은 것을 말하며, 지능 수준은 평균 지능이 100일 때 70~90 사이를 말한다. 

● 저성취는 부진과 달리 학생이 최대한 자신의 능력껏 성취했으나 또래에 비교해 평균 이

하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 경계선 지적기능은 경계선 정신장애로서 평균 인지 능력 이하의 지능 범주(IQ 70~85)

에 속하나 그 결함이 지적장애(IQ 70)만큼 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학습지원 대상이란 기초학습을 갖추지 못한 학생을 말한다. 

● 학습장애 위험군이란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여 중재를 하지 않을 경우 학습장애가 될 수     

있는 교육적 수행성이나 학업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을 지닌 집합적 의미의 

용어이다.   

학습장애의 정의

●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란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한 학습기능과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미국의 학습장애 정의는 일반 준거, 포함 준거, 제외 준거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 일본은 학습장애 및 이와 유사한 학습상 곤란을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캐나다는 학습장애의 개념 규정이나 분류 유형을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DSM－5(2013)는 학습장애 진단기준을 의료적 모델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있다.

● 학습장애의 개념적 정의는 측정하기 어렵고 관찰할 수 없는 잠재적인 구인을 제시하고, 

차원적 특성을 포함하여 다른 발달장애와 공존하는 문제로 인하여 규정하기 어렵다.

● 학습장애 정의에는 문제 영역, 평균 이하의 성취, 개인내 차, 과정 결함, 이질성, 중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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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기능장애, 배제 요소 등에 불일치 개념, 일생 문제, 사회성 문제, 장애의 공존성 등

의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다. 

학습장애의 하위 유형과 분류

● 특수교육법(2007)은 학습장애를 학습기능 영역과 학업 성취 영역으로 구분한다. 

● 미국 IDEA 2004는 구어 표현, 듣기 이해, 쓰기 표현, 기초읽기 기술,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 수학 계산, 수학문제 해결로 분류하고 있다.   

● 커크와 칼펜트는 발달적 학습장애와 학업적 학습장애로 구분하였다.

● 커크, 갤러거, 아나스타시오우는 신경심리학적/발달적 학습장애, 학업적/성취 장애, 사

회적 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 DSM－5에서는 읽기학습장애, 쓰기표현학습장애, 수학학습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 국제질병분류(ICD－10)는 특정철자법장애, 특정계산기능장애, 혼합된 학업기능발달장

애, 기타 학업기능발달장애, 명확하지 않은 학업기능발달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 루크는 학습장애를 언어성 학습장애와 비언어성 학습장애로 구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