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여러분이자녀를오랜시간관찰하 고그자녀가 재일수있다

는판단이섰다면, 당신은그순간부터스릴과공포로가득한여행을시

작하게될것이다. 최근한엄마는소아과의사로부터그녀의아들이‘

재성’이있다는진단을받았고이제아이의모든초등학교와중학교과

정을부모가처음부터끝까지관여해야하는입장에놓 다는말을들

었다. “학교는당신의자녀처럼뛰어난아이들을다룰준비가되어있지

않아요. 그리고아이가성인이될때까지사회가해줄수있는것도많

지않아요”라고의사는말했다.

의사의말은맞기도하고틀리기도하다. 어떤학교의행정가들과교

사들은모든아동에게적절한교육의중요성에동의하고 재아동을교

육하는데필요한시설들을만든다. 그렇지만아직도정규교육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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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틀에박힌방법을따르기를바라는아동이있는많은교육청과학

교들은우수한학생들이학업적적응을할수있는프로그램들을거의

갖고있지않다. 그런이유로, 미국의많은 재아이부모들은장애를

가진학생들에게제공되는것과같은형태의보호와특별한관심을

재아이들에게도제공할것을법으로제정하기위해 재학회, 입법부

와함께열심히노력하고있다. 만일여러분이 재자녀를둔부모라면

자녀가다니는학교나지역의상황에관계없이자녀의교육에깊숙이관

여할필요가있을것이고교육에직접적인 향을미치는교사, 카운슬

러, 행정가들과도깊은유대를가져야할것이다. 

여러분의 재자녀에게학습을위한최고의환경을제공하기위해, 여

러분은자녀의교사가보이는관점을이해하고존중하려고노력하는데

힘써야할것이다. 여러분은자녀가 재로판별된시점부터대학교에

진학할때까지많은교사들과함께이야기를나누고공조해야할것이

기때문이다. 

부모/교사의파트너십은검사과정에서밝혀진자녀의능력과수행에

관한대화로시작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전반적으로, 부모, 교사(혹은

둘다)는그학생이어떤특수한능력들을보이는것을발견하면이에맞

는특수화된교육을찾아야한다고느끼는것이당연할것이다. 

학교시스템에따라 재프로그램에참여하기위한검사를위해교사,

부모, 성직자, 스카우트대표, 자원봉사자코디네이터, 팀코치등과같

은지역대표들, 혹은여러분의자녀가정기적으로교류하는다른성인

들이추천자가될수도있고혹은자기추천도가능하다. 

만일당신의자녀를 재프로그램에추천하려한다면, 자녀의담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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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님과대화할때당신이사용하는어휘선택이중요하다. 협력적방법

이가장적절하다. 자녀의교실에들어가 재성에관한기사나아이의

검사점수가나와있는종이를흔들며“우리아이는여기에있는누구보

다도똑똑해요. 선생님은여기에대해서어떻게해주실건가요?”라고

하는것은어리석은짓이다. 

이보다는담임선생님과함께“우리아이가다른아이들에비해학문

적으로조금다르다는점을몇가지발견했어요. 1학년때에는동화전집

을다읽었고, 2학년인지금은2학년수준을훨씬능가하는책을읽고이

해해요. 어느날은1/8을1/3로어떻게나누는지를물어보더군요. 그래

서저는아이의수학적능력도또래에비해앞선다고생각해요. 선생님

도이와비슷한일을아이에게서발견하신적이있으신가요? 아이의지

속적인발전을위해서선생님과제가해야할일이무엇일까요?”와같

이아이를관찰하면서얻은자세한경험을공유하는것이훨씬슬기로

울것이다. 

자녀의담임선생님은아이의능력에관한부모의평가에동의할수도

있고그렇지않을수도있다. 만일선생님과의견이일치하지않는다면,

부모와선생님은또다른관찰자의의견을신중하게수렴하고어떤해

결책을찾도록노력해야하는시점이다. 그렇지만선생님이전적으로

부모의의견에동의한다고하더라도, 그아이가 재프로그램에자동

적으로참여할수있는것은아니다. 

자녀가 재프로그램에참여하기위해서는, 반드시교육청에서정한

항목들과일치해야하며, 이를위해하나혹은그이상의검사를받아야

할수있다. 사실상검사점수보다는아이의능력이더중요하지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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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다양한 역에서의성취와마찬가지로능력과잠재력을측정하는

객관적인방법을제시할수있다. 아래에제시된검사목록들은교육청

들이 재판별을위해보편적으로사용하는검사이기는하나, 이외에

많은종류의다른검사들도존재한다. 개별검사는학교심리학자나임

상심리학자들이가장많이사용하고, 집단검사는훈련된교사혹은카

운슬러가제공할수있다. 모든학교가 재판별을위한검사를사용하

지는않는다고해도, 재판별에쓰이는다양한검사들에대해조금씩

알아두는것은유용하다. 각검사에관한보다상세한정보는검사안내

서에나와있다. 

재판별을위한다양한검사들

능력검사(ability test)는언어, 기억력, 개념적사고, 수학적추론, 언어그

리고비언어적추론, 시각운동능력, 사회적지능과같은요소들과일

반지능을측정한다. 종종사용되는능력검사들은아래와같지만, 다른

검사들도있다.

●스탠퍼드－비네지능검사[Stanford-Binet Intelligence Scale(Binet-IV, or Form

L-M)]

●웩슬러아동용지능검사[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WISC-III)]

●웩슬러유아용지능검사개정판[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Revised(WPPSI-R)]

●우드콕－존슨인지능력검사(Woodcock-Johnson Tests of Cognitive Ability)

65
제3장 어떻게 재를알아내는가?



●카우프만간편지능검사[Kaufman Brief Intelligence Test(KBIT)]

●오티스－레논학력검사(Otis-Lennon School Ability Test)

●SRA 기초지능검사(SRA Primary Mental Abilities Test)

●인지능력검사(Cognitive Abilities Test)

●매트릭스유추검사(Matrix Analogies Test)

●로스고등인지능력검사(Ross Test of Higher cognitive Processes)

성취검사(achievement test)는학생들이학습한다양한교육과정 역속

의기능들을측정한다. 재아동은다음에제시된보편적으로사용되

는하나혹은두가지의성취검사를받을수있다.

●종합기초기능검사(Comprehensive Test of Basic Skills)

●메트로폴리탄성취도검사(Metropolitan Achievement Tests)

●SRA 성취검사(SRA Achievement Series)

●캘리포니아성취도검사(California Achievement Test)

●캘리포니아기초지능검사(California Test of Basic Skills)

●우드콕－존슨성취도검사(Woodcock-Johnson Tests of Achievement)

●아이오와기초지능검사(Iowa Tests of Basic Skills)

●스탠퍼드성취도검사(Stanford Achievement Test)

행동평정척도(behavioral rating scales)는담임선생님이아이의대인관계능

력과학업, 리더십, 창의성, 동기와같은특성들을사정하는기회를제

공한다. 이척도는표준검사(standardized test)들에중요한부수적검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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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교사의의견혹은단일평정척도(single rating scale)로는자녀가 재

프로그램에참여하거나배재되는것의유일한기준이될수없다.

창의성판별과관련된체크리스트와평정척도가있지만, 창의성은너

무다양하기때문에, 이런도구들을사용하는것은단지판별과정의한

부분이될것이다. 인터뷰, 스토리텔링, 포트폴리오는창의적학생을판

별하는데포함되어야하며, 어떤경우에는학생의창의적잠재력을측

정하는데전문가패널이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The 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은창의력을측정하기위해표준화된도

구들중가장보편적인검사이다. ‘Destination Imagination’과‘Future

Problem Solving’과같은창의력대회들또한학생들의창의력을나타

낼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1)

시각예술과공연예술에 재성을가진아이들은이와관련된기능들

을예술작품혹은공연으로나타낸다. ‘Seashore Measurers of Musical

Talents와Meier Art Test’같은선별검사도있지만, 사용되는경우는

극히드물다. 

리더십기술검사(The Leadership Skills Inventory)는초등학교6학년에서고

등학교3학년까지의학생들을대상으로리더십개발을위해필요한아

홉가지기술들을측정하는데사용할수있다. 아홉가지기술들은문

어의사소통(written communication), 구어의사소통(speech communication), 성

격형성, 의사결정, 집단활동, 문제해결, 대인관계능력, 계획능력이다.

그렇지만학급내에서그리고학급외에서학생을관찰하는것이리더

십을목표척도(objective scale)나검사로측정하는것보다더나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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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프로그램합격을판정하는것에관한학교교직원들의생각은아

이의기능에관한많은 역들의다양한요인들에근거하여야한다는것

이다. 검사점수는이런선별과정의일부이지만, 빈번하게고려되는다

른요인들은아래와같은것들을포함한다.

●교사, 부모, 동료, 심리학자혹은카운슬러에의한추천

●학생이얼마나지적, 사회적, 정서적기능을잘하는지에관한교사

보고서

●학생의동기와선호하는학습양식

●자녀의 재프로그램참여에관한부모의관심과지원

●학교와특별활동에대한학생의가치, 흥미, 태도에관한자기평정

척도2)

재프로그램에참가여부를결정하는권한을가진사람들은, 객관적

이고주관적인정보를모두모아면 히검토하고그아이의 재프로

그램입학을허용할것인지아닌지에관한결정을내린다.

검사의편향성

검사절차가다른집단에비해어떤한집단에유리할때, 이것을편향

성을가졌다고한다. 재프로그램에참여하기위한기초적규준들과

같이표준화된검사에지나치게의존하는데서비롯되는중요한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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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검사들이 어가유창한학생들에게유리하다는것이다. 우리는

재학생들이모든사회적, 경제적수준과장애를가진학생들중에서

도발견된다는것을알고있다. 백인중산층학생들의언어와경험을기

초로하여만들어진검사는소수민족, 낮은사회·경제계층, 최근에이

민온학생들, 어가유창하지않은학생들, 다양한청각, 언어, 시각혹

은학습장애를가진학생들을 재교육프로그램에서제외시킬수있다.

몇몇지역에서는이런문제를해소하기위해크랜츠재능판별검사

(Krantz Talent Identification Instrument)와토런스창의적태도검사(Torrance’s

Creative Positives) 같은다른검사들을사용하고있다. 내 리에리도형능

력검사(Naglieri Nonverbal Ability Test), 레이븐의지능검사(Raven’s Progressive

Matrices Test)와같은비언어적검사들은언어능력과독립적이다. 인지능

력과같이보다광범위하게쓰이는소수의검사는장애를가진학생들

과 어에능숙하지못한학생들의능력을측정할수있다. 요즘은 어

가아닌다른언어로만들어진검사들도있다. 예를들면‘Aprenda: La

Prueba de Logros en Españ ol’,‘Bateria-R, Woodcock-Muñoz’,

‘Escala de Intelligencia Wechsler Para Niños, Revisada’등이다.  

다른주들에서는 재성을판별하는다양한검사들을승인하 다. 그

렇기때문에, 한주에서채택된검사가다른주에서는승인되지않을수

있다. 여러분의자녀가받아야할검사에관한정보는거주하고있는지

역의학군에서제공될것이다.

자녀의우수하지만확연히드러나지않은 역들과마찬가지로검사

는자녀가가진장점의단편만을보여줄수있다. 기억해야할것은, 

재아이들은모든 역혹은모든과목에서우수하지않을수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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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검사결과는부모인여러분에게설명되어야한다.

재놓치지않기: 표준화된검사를넘어서

미국국립 재연구소(National Research Center on the Gifted and Talented)의연구

진들은 재성의열가지핵심속성을아래와같이정의하 다.

●커뮤니케이션기능

●창의력/상상력

●탐구심(inquiry)

●통찰(insight)

●흥미

●기억력

●동기

●문제해결

●추론

전문가들은 재프로그램에서간과될지모르는, 경제적으로혜택받

지못한학생들이이러한속성들을가지고있다면, 이를확인하기위해

서는지필검사를능가하는다양한기술들(techniques)이사용되어야한다

고주장한다. 그들은다른검사들을더해추가적으로체크리스트, 인터

뷰, 평정척도를권유한다.3)

앞에서언급된방법들은혜택받지못한아이들에게특히도움이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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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불구하고, 많은교육청들은 재프로그램에참여하기위해평가받

는모든학생들을위해사용한다. 

아이의포트폴리오는판별과정의일부분처럼포함된다. 포트폴리오

는일정기간동안아이가보인지적성장과발달을수집한것이다. 포트

폴리오는예술작품, 음악, 이야기, 시, 독립적학습프로젝트의샘플을

포함할수있다. 포트폴리오사정(assessment)은표준화된검사들이일반

적으로측정하지못하는학생들의능력들을보여준다. 캘리포니아 재

교육협회(The California Association for the Gifted)는포트폴리오의이점에관해

다음과같이설명하 다. “아이들의작품은성인들이‘실제세계’에서

하는일들을보다유사하게나타낸다.”4)전문적관찰자들은포트폴리오

에선정된창의적산출물들에근거하여아이의창의성에관한판단도할

수있다.5) 당연히포트폴리오는시각예술과공연예술에 재성을가진

학생들을사정하는데도필요하다. 

다요인사정(multi-factored assessment)은쉽게판별될수있는고도 재

(highly gifted)아이들에게특별히중요하다. 이런아이들은검사과정동안

종종‘최고한계를넘기(hit the ceiling)’때문에이들을판별하는것은매우

어려울수있다. 많은표준화된검사들은(특히집단검사)고도 재아이

들의능력을정확하게측정하지못한다. 그이유는아이들의점수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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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rasier, M. M., Hunsaker, S. L., Lee, J., Mitchell, S., Cramond, B., Garcia, J. H., Martin, D., Frank,
E., & Finley, V. S. (1995). Core attributes of giftedness: A foundation for recognizing the gifted
potential of economically disadvantaged students (RM95210). Storrs, CT: The National Research
Center on Gifted and Talented, University of Connecticut.

4) California Association for the Gifted. (1998) The challenge of raising your gifted child. Mountain
View, CA: California Association for the Gifted.

5) Piirto, J. Understanding those who create, p. 119. 



사가나타낼수있는최고의한계까지올라가고, 그점수는그들의진정

한능력수준을잘못표시할수있기때문이다. 사실, 아이가검사에서

점수의‘절정’에이른다면대부분의경우그검사로는측정이불가능한

것이다. IQ가160인아이는당연히검사도구의최고치가150인검사에

서IQ 150으로기록될것이다. 만일추후검사가진행되지않는다면, 그

아이는고도 재로판별되지않을것이며그로인해학급에서절대의

욕을가질수없을것이다. 이런경우, 정확한검사정보와성공적인중

재의제공을위해더높은최고치를가진다른검사가요구된다. 

몇몇학교들은‘시험적’6)스크리닝절차를사용한다. 이경우에는, 

재학생을위한프로그램이모든초등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일정기간

동안제공된다. 특별히선발된교사집단이아이들을관찰하고, 일반지

능, 개념적사고, 고도로발달된언어기능, 다양한형태의추론능력, 연

계능력(ability to relate to others)을찾는다. 교사들이일정기간동안아이들

을관찰하면, 교사들은선정위원회에그들이발견한것을제시한다. 주

관적일수있는이런발견들은검사점수, 체크리스트, 발명품, 포트폴

리오와같은객관적데이터들과함께 재프로그램에참여할학생판별

을돕는다.

모든 재아이들을판별해야하는이유

재프로그램이생존하기위해 재의대상은넓힐수있는만큼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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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Van Tassel-Baska, J. (1998). Disadvantaged learners with talent. In Van Tassel-Baska (Ed.),
Excellence in educating gifted and talented learners, p. 98. Denver, CO: Love Publishing
Company.



져야한다. 소수의교육행정가들은자신들의입장을다음과같이극적

으로표명했다. “우리는 재교육에서더이상인종차별적인지원을할

수없다. 미국은변화하고있다. 20년안에현재다수인백인들이소수

민족이될수도있다. 우리가탁월한백인학생들과경제적으로혜택받

은학생들만을계속적으로판별한다면, 결국에는일반학생집단에서

이런아이들의비율은점점감소할것이다. 소수의학생들로는, 이런형

태의특별교육을경제적으로더이상지원할수없을것이다. 그러므로

소수민족 재학생들을발굴하는것이도덕적으로또경제적으로도옳

은일이다. 재프로그램은모든학생들을위해사용되어야한다.”

검사과정에관하여

개별혹은집단검사를포함한모든검사는, 검사를받는아이에게스트

레스를준다. 개별검사를실시하는데적어도한시간이소요되고아이

와성인이일대일로검사가진행되기때문에스트레스가높다. 검사를

진행하는성인이편안한검사환경을만들려고노력한다하더라도, 이

런긴장된성인과의교류는어떤아이들에게는공포감을줄수있다. 심

리학자들은검사를시작하기전에검사를받는아이와신뢰감(rapport)을

형성하도록훈련받았지만, 만일아이가평소와는다른스트레스를받

는것같다면부모들은검사진행을중단해달라고요청할수있다. 

집단검사는그나름대로의스트레스요인들이있을수있다. 집단검

사점수는검사가시행되는주의여건에의해많은 향을받는다. 아이

들은소음, 방해, 혹은다른아이들의참석여부에의해서도산만해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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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있다. 또한높은능력을가진학생들의경우다른아이가더빨

리혹은더수월하게문제를푼다면굉장히불쾌해질수도있다. 집단에

서받는압박은이런아이들이검사에서좋은점수를받지못하게하는

이유가될수있다. 그리고집단검사는읽기에뛰어난아이에게유리하

다. 읽기능력이뛰어나지않은 재에가까운아이들은읽기능력에관

한검사에취약할수있다. 

‘완벽한’검사는어디에도없다. 개별혹은집단검사에서, 아이들은

주변환경—검사받는장소의온도, 아침에무엇을먹었는지, 전날숙면

을취했는지, 이사혹은이혼같은가정으로부터의스트레스등—에의

해 향을받을수있다. 만일당신자녀의점수가이전의검사점수와

다르다면, 당신은아마검사환경탓으로돌릴것이다. 아니면자녀가다

시검사를받는것을원할지도모른다. 

당신이자녀의학교에검사를의뢰할때, 검사과정에마찰을가져올

수있는요인들에대해질문하는것은당신의선택이며책임이기도하

다. 어떤주(state)에서도부모의동의없이학생들의개별검사를허용하

지는않지만, 당신이한번승낙을하고나면, 학교는심리학자혹은다른

검사관이용이한시간에검사일정을잡을것이다. 때로는그일정이당

신의자녀와맞지않을수있다. 만일학교에알려야하는사정이있다

면, 승낙서를작성할때이를알려야한다. 

예를들어, 당신의자녀가심각한꽃가루알레르기를가지고있어매

년봄마다약을복용해야한다고가정해보자. 당신은검사일정을봄보

다는아이가약을복용하지않는가을로잡아줄것을요구할권리가있

다. 또한검사하루혹은이틀전에당신에게알려줄것을학교에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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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권리도있다. 자녀가검사를받기전에당신이자녀에게응원의메시

지를전하고싶을것이기때문이다. 

여기에서말하고자하는바는, 솔직하게이야기하라는것이다. 당신이

학교에검사일정을공지해주기를부탁하지않고, 학교에서공지해주

지않았다고불평하는것은공평하지않다. 당신이자녀의특별한상황

을말하지도않았는데, 자녀의그런세세한부분까지알지못하는검사

자가꽃가루가날리는봄날에자녀를검사했다는이유로죄없는그들

을비난하거나항의하지말라. 

이법칙에몇가지예외는있다. 만일검사시간이오전10시에잡혔고,

검사를마친당신의자녀가정오의무더운여름날검사를마치고집으

로돌아와야한다면당신은검사후에이에관해이야기를할필요가있

을지도모른다. 자녀가검사를받는동안아프기시작했다면, 자녀는다

른상황에서보다검사를잘받을수없었을것이다. 그렇지만이런상황

은지극히드물다. 당신이자녀의검사를애초부터아주중요하게생각

했다면, 검사가시행되기전에검사관에게자녀에대한정보를알려주

어야한다. 재아이들은예민하기때문에, 이러한문제들을논의할때

에는아이가듣지못하도록은 하게대화를나누거나종이에적어대

화를나누는방법을택하는것이바람직하다. 검사가종료된후에당신

은자녀에게검사가어떠했는지질문하고검사과정에대한이야기도나

누게될것이다.

아이가탯줄을끊고세상에나오는순간검사를하는것은불가능하다.

가정에서풍부한경험을가진아주어린학생들은읽기, 언어, 독서, 대

화의기회가별로없었던다른아이들에비해훨씬높은점수를받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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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것을기억해야한다. 검사점수는아이가성장하면서약간감소

할수있다. 이는‘경험의 향이줄어드는’과정이다. 당신은자녀의지

적능력들이정돈되기전에 재프로그램에참여하는것을강요함으로

써우수한자녀에게피해를줄수있다. 그렇지만자녀가고도 재(highly

gifted)라고생각되는경우, 조기검사는자녀를조기입학시키거나, 혹은

재교육프로그램에일찍참여시키는중요한역할을할것이다.  

최상위 재성(profound giftedness)이나지능과관련된것으로보이는광

기(tantrums)의증거와같은특수한상황에서는조기검사를받는것이옳

을수있지만, 일반적으로는평범한아이들처럼숟가락으로접시를두

드리며그들만의세계를탐구하도록내버려두는것이최선의방법이다.

낸시로빈슨(Nancy Robinson)은“심리학적검사는특별한상황에서만신중

하게고려되어야한다. 부모들은자녀의발달을보다정확히묘사할수

있다”7)라고했다. 바꿔말하면, 자녀가아주어릴때에는전문가의의견

을들어야하는명백한이유가있지않은이상, 자녀의 재성, 재능, 흥

미에관한당신의관찰로도충분하다는것이다. 초등학교1학년말이나

2학년초쯤, 학교에서발견하지못한자녀의 재성에관한단서들을당

신이포착하게되면, 이때가자녀의선생님과검사에관한문제를이야

기해볼시점인것이다. 

때때로부모들은자녀의검사를학교밖에서개인적으로받는데, 이것

은가능한옵션이다. 그렇지만주의해야할것은, 학교에서는이러한외

부검사를허용하도록되어있어서외부검사점수를근거로 재프로

76
제2부 학교속의 재아이들

7) Robinson, N. M. (1993). Parenting the very young, gifted child (RBDM9308). Storrs, CT: The
National Research Center on the Gifted and Talented, University of Connecticut.



그램의참여여부를결정한다하더라도, 일부학교들은그들이알지못

하는전문가들에의해시행된검사보다는학교에서권유한심리학자에

의해시행된검사를더인정할지도모른다. 학교교직원들은학교심리

학자들이누구인지, 그들이어떻게검사를진행하는지알기때문이다. 

아주소수의학교심리학자들은 재아이들에관한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재학생들을어떻게다루어야하는지에대한연수

를받지않은사람들이다. 당신이생각하고있는바가있다면, 자녀의검

사를외부심리학자에게의뢰할수있다. 이렇게하는것은경비가드는

만큼의값어치가있을수있고, 학교에서제공하는것보다훨씬폭넓고

자세한결과통보서를받게될것이다. 

자녀가외부혹은학교에서검사를받기전에, 당신이왜이검사를하

는지자신에게질문해보라. 일부부모들에게이것은굉장히중요한사

안이다. 부모들은자녀의 재성을감지하고이를확인하여자녀가탁

월해지고행복해지는걸음을내딛도록도와주려는것이다. 다른부모들

은단지자녀에대한기대와호기심때문에검사를의뢰하는경우도있

다. 만일당신이이런호기심으로가득한부모중한명이고, 검사를위

해사용할시간과경비가준비되어있다면(그리고검사가재미있거나흥미로울

것이라고자녀가생각한다면)검사를받아도아무지장이없을것이다. 

가족모임에서자랑거리를만들기위해검사를의뢰하지는말라. 당신

의이기심을만족시키기위해자녀를검사받게하는것이라면, 검사전

에두번혹은세번다시생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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