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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능검사는 개인의 지능수준과 인지적 잠재력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지적, 

신경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임상적 진단을 명료화할 자료를 제공해준다. 또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치료 목표를 설정하거나 진로 지도의 목적 등으로 상담과 

임상 장면에서 다양하게 사용된다. 미국의 임상가들은 신경학적 기능에 대한 정보를 얻

거나 교육적 또는 직업적 진로와 중재를 결정하는 데 가장 빈번하게 지능검사를 사용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Harrison et al., 1988). 

아동용 지능검사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검사는 웩슬러 지능검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표준화가 이루어진 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는 KEDI－WISC(한국

교육개발원, 1987)와 K－WISC－III(곽금주, 박혜원, 김청택, 2001), K－WISC－IV(곽금주, 

오상우, 김청택, 2011) 등이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K－WISC－V(곽금주, 장승민, 2019)

가 표준화되었다.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검사 5판(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Fifth Edition, K－WISC－V)은 만 6세 0개월부터 만 16세 11개월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지능검사도구로 지능, 인지발달, 신경발달, 인지신경과학, 학습 과

정에 관한 최근 연구 자료를 반영하여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지표 및 소검사 구

성, 그리고 채점 용어 등 여러 중요한 부분의 변화가 있으며, 검사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

해 실시 및 채점 절차를 더욱 편리하게 수정하였다. 따라서 표준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하

고 해석하기 위해서 평가자들은 이러한 변화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K－WISC－V의 올바른 실시와 검사 해석 및 적용과 더불어 심리평가 보고

서 작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에 앞서 이 장에서는 지능 연구자들이 제안한 

지능의 정의와 이론 및 지능검사 개발 과정을 조망하고, 특히 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또한,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심리학자의 평

가 윤리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한다.

1. 지능의 정의 

지능(intelligence)의 어원은 라틴어 ‘intelligentia’에서 유래되었다. ‘inter’란 ‘내부에서’를 

뜻하며, ‘legere’란 ‘모이고, 선택하고, 분별한다’는 뜻을 지닌 용어로 로마의 철학자 키케

로(Cicero)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고 한다(박영숙, 1994). 이처럼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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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지능’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지만, 이는 쉬운 작

업은 아니다. 

Spearman(1904)은 최초로 인간의 지능을 심리측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이론가로, 요

인분석 방법을 통해 지능검사 문항 가운데 상관이 높은 문항들을 묶어서 몇 개의 요인

으로 규명하고 지능은 ‘일반적인 정신능력 요인으로, 모든 지적 수행에 공통적으로 필

요한 능력’인 일반 요인(g요인：general factor)과 ‘특정한 과제 수행에 필요한 능력’인 특

수 요인(s요인：specific factor)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Binet와 Simon(1905)은 지

능은 판단력, 이해력, 논리력, 추리력, 기억력 등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Terman(1921)은 지능을 ‘추상적 사고를 수행하는 능력’으로 정의 내리면서 한 가지 특

정 검사의 결과에 따라 지능을 개념화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경고하였다. 1958년 

Wechsler는 지능을 ‘목적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

하는 종합적인 능력’으로 간주하며 지능 안에는 개인의 성격 전체의 특성도 함께 포함되

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950년대에는 심리측정에서의 요인분석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활발한 지능 연구

가 이루어졌는데, Cattell은 지능이란 유동적 지능(Fluid Intelligence, Gf)과 결정적 지능

(Crystallized Intelligence, Gc)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Gf－Gc 이론’을 제안하였다(Horn & 

Cattell, 1966). 이후 Cattell의 제자였던 Horn(1968)이 Gf－Gc 이론을 확장시켜 지능은 1

차(first order) 요인인 80여 개의 기초정신능력과 2차(second order) 요인인 9~10개의 광

범위한 인지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안하였다. 지능의 2차 요인에 해당하는 광범위

한 인지능력에는 유동적 지능(Gf)과 결정적 지능(Gc) 외에도 시각처리, 청각능력, 단기

기억과 인출, 장기저장과 인출, 양적 수학능력, 처리속도 등이 포함된다. 

이후 Cattell－Horn의 Gf－Gc 이론과 Carroll의 ‘3층 인지능력 이론’이 결합하여 CHC 

지능 이론이 탄생하였다. CHC 이론은 지능은 최상층에 일반지능 g(3층)와 유동적 지

능(Gf), 결정적 지능(Gc), 청각지각력, 장기기억력, 단기기억력, 속도처리능력, 결정/

반응속도, 양적 지식, 시각－공간지각력, 읽기와 쓰기 등 10개의 광범위한 인지능력(2층), 

그리고 70여 개 이상의 세부적 특수능력(1층)의 위계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Alfonso, Flanagan, & Radwan, 2005; McGrew, 2005). 이처럼 최신 지능 이론가들은 지능은 

최상층이 일반지능 요인으로 구성된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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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능의 이론 

1) Spearman의 2요인 이론(일반 요인 ‘g’ 이론)

Spearman은 최초로 인간의 지능을 심리측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이론가로, 요인분석 

방법을 통해 지능검사 문항 가운데 상관이 높은 문항들을 묶어서 몇 개의 요인으로 규명

하고 그 요인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지능은 ‘일반적인 정신능력 요인으로, 모든 지적 

수행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인 일반 요인(g요인)과 ‘특정한 과제 수행에 필요한 능

력’인 특수 요인(s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2) Cattell과 Horn의 유동적 지능－결정적 지능 이론(Gf－Gc 이론)

1940년대부터 지능검사를 연구해온 Cattell은 지능이란 유동적 지능(Gf)－결정적 지능

(Gc)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Gf－Gc 이론을 제안하였다(Horn & Cattell, 1966). 유동적 지

능과 결정적 지능의 특징은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이후 Cattell의 제자였던 Horn(1968)이 Gf－Gc 이론을 확장시켜 Cattell－Horn의 Gf－Gc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Horn은 요인분석 이외에도 발달, 유전적·환경적 영향, 신경심

리적인 특성들과 관련된 지능의 구조를 제안하며 Gf, Gc 이외에도 다른 인지능력을 추

가하였다. Cattell－Horn의 Gf－Gc 이론은 지능은 1차 요인인 80여 개의 기초정신능력과  

그림 1-1 Spearman의 ‘g’ 이론 모형

출처：McGrew(2014)

g

T1 T2 T3 T4 T5 T7 T9T6 T8 T10

*T#：designates different tes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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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요인인 8개의 광범위한 인지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지능의 2차 요인에 해

당하는 광범위한 인지능력에는 유동적 지능(Gf)과 결정적 지능(Gc) 외에도 시각처리

(Visual Processing, Gv), 청각능력(Auditory Ability, Ga), 단기기억과 인출(Short－Term 

Apprehension and Retrieval, SAR), 장기저장과 인출(Tertiary Storage and Retrieval, TSR), 

양적 수학능력(Quantitative Mathematical Abilities, Gq), 처리속도(Processing Speed, Gs)

가 포함된다. 이 외에도 읽기와 쓰기(Reading and Writing, Grw)를 추가하기도 하고 처리

속도(Gs)에서 정답 결정속도(Correct Decision Speed, CDS)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능력으

로 다루어 9~10개의 능력으로 분류하기도 한다(Alfonso, Flanagan & Radwan, 2005). Gf－ 

Gc 이론의 관계 설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2>와 같다. 이 모형의 가장 큰 특징

은 최상위의 개념으로 ‘g’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Carroll의 3층 인지능력 이론

Carroll(1997)은 461개에 이르는 주요 지능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지능의 구조를 계

층적으로 파악한 ‘3층 이론(three－stratum theory)’을 발달시켰다. 3층 이론의 계층적 구조

는 Spearman(1927), Thurstone(1938), Cattell(1971), Horn(1988, 1991, 1994)과 같은 연

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모델을 확장시킨 것이다. 

유동적 지능(Gf) 결정적 지능(Gc)

연령이 높아지면 급격히 감소될 수 있다. 성인기에 걸쳐 꾸준히 증가되며 연령으로 인해 역행

하거나 감소되지 않는다.

비언어적이며 문화와 상대적으로 적게 관련된다. 문화에 노출됨으로써 발달하는 지식 및 기능과 관련

된다.

학습된 능력이 아니며 정신 작용과 과정을 중요시 

한다.

숙달되고 잘 다듬어진 인지적 기능으로써 학습된 능

력과 관련된다.

복합적인 정보에 대한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예：언

어유추력, 단순암기력)을 측정한다. 

정보의 단순한 회상이나 재인과 같은 구체적 능력

(예：어휘력, 일반상식)을 측정한다. 

표 1-1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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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론에서 인지능력은 보편성(generality)에 따라 세 가지 층으로 조직화된다. 1층위

에는 추론, 어휘지식, 철자능력, 시각적 기억력, 공간적 파악, 말소리 구별, 표상적 유창

성, 검사 수행속도 그리고 단순 반응시간 등과 같은 70여 가지의 구체적이며 협의의 인

지능력(narrow cognitive abilities), 즉 경험과 학습의 효과나 수행에 있어서의 특정 전략의 

채택을 반영하는 고도의 제한된 능력들이 포함된다. 2층위는 ‘하위영역 내에서의 다양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배하는 개인의 기본적인 구조로서 오래 지속되는 특징인 8가

지 광범위한 인지능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1층위 요인들의 상관 정도와 요인 부하량

에 따라 수렴된 유동적 지능(Gf), 결정적 지능(Gc), 일반적인 기억과 학습 요인(General 

Memory and Learning, Gy), 광범위한 시지각 요인(Broad Visual Perception, Gv), 광범

위한 청지각 요인(Broad Auditory Perception, Gu), 광범위한 인출능력(Broad Retrieval 

Ability, Gr), 광범위한 인지적 처리속도 요인(Broad Cognitive Speediness, Gs), 반응시간/

결정속도 요인(Reaction Time/Decision Speed, Gt)이 포함된다. 2층위 요인들은 가장 상

위에 있는 3층위 요인에 수렴되는데 Carroll은 이 3층위 인지능력을 Spearman처럼 일반

인지능력 ‘g’라고 불렀다. 

Carroll의 3층 이론의 핵심은 모든 개인에게는 각각 다양한 인지적 특징과 능력이 있

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특히 인지능력 구성요소를 실증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PMA#：different “primary mental abillty

 T#：designates different test measures”

PMA1

T1 T3T2 T4

PMA2

Gf

PMA9

T17 T19T18 T20

PMA10

SAR

PMA5

T9 T11T10 T12

PMA6

Gv

PMA13

T25 T27T26 T28

PMA14

Gq

PMA3

T5 T7T6 T8

PMA4

Gc

PMA11

T21 T23T22 T24

PMA12

TSR

PMA7

T13 T15T14 T16

PMA8

Ga

PMA15

T29 T31T30 T32

PMA16

Gs

PMA17

T33 T35T34 T36

PMA18

CDS

그림 1-2 Cattell과 Horn의 ‘Gf－Gc 이론’ 모형

출처：McGrew(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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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 정립되지 않았던 인지능력의 분류 체계를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학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공통 언어(nomenclature)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McGrew, 2005). 

4) CHC 지능 이론

Cattell－Horn－Carroll(CHC) 지능 이론은 최근 10년 사이 여러 지능검사 개발에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고, 지능검사의 개발, 실시 및 해석에서 이론과 실제의 간격을 좁히는 데 

기여해왔다(김상원, 김충육, 2011). CHC 이론은 Cattell－Horn의 Gf－Gc 이론과 Carroll의 

인지능력 3층 이론이 결합하여 탄생하였다. 1999년 Horn과 Carroll의 만남이 주선되었

고 이 자리에서 CHC 이론이라는 용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McGrew는 Cattell－Horn의 Gf－Gc 이론과 Carroll의 인지능력 3층 이론을 비교하면서 

이 두 이론을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McGrew & Flanagan, 1998). 다만 Carroll은 한 차원 

높은 수준의 ‘g’요소를 가정하는 반면, Cattell과 Horn의 모델에는 ‘g’라는 개념이 없다

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으나 CHC 이론은 일반지능 ‘g’ 요소를 포함한다. McGrew(1997)

는 우선적으로 이 두 가지 이론에서 유동적 지능, 결정적 지능, 단기기억, 시각적 처리, 

그림 1-3 Carroll의 ‘3층 인지능력 이론’ 모형

출처：McGrew(2014)

g3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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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적 처리, 장기저장과 인출, 처리속도, 결정/반응시간를 통합하여 CHC 지능 이론의 

이론적 틀을 발달시켰고 70여 개 이상의 협의의 인지능력(1층위)과 10개의 광범위한 인

지능력(2층위) 그리고 일반지능 g(3층위)의 위계모형을 발전시켰다. CHC 지능 모형은  

<그림 1－4>에 제시되어 있다(Alfonso, Flanagan, & Radwan, 2005; McGrew, 2005). 10개

의 주요한 인지능력은 유동적 지능(Gf), 결정적 지능(Gc), 시각적 처리(Gv), 청각적 처리

(Auditory Processing, Ga), 장기저장과 인출(Long－Term Storage and Retrieval, Glr), 단기

기억(Short－Term Memory, Gsm), 처리속도(Gs), 결정/반응시간(속도)(Decision/Reaction 

Time or Speed, Gt), 양적 지식(Quantitative Knowledge, Gq), 읽기와 쓰기(Grw) 등이다

(Flanagan, McGrew, & Ortiz, 2000). 

3. 지능검사의 역사 

1) 지능검사의 역사 

19세기 중반, 지능을 최초로 수량화해 측정하고자 시도한 사람은 영국의 수학자인 

Galton(1822~1911)이다. 그는 감각운동 과제들을 통해서 지능을 수량화하고자 하였다. 

그림 1-4 ‘CHC 지능 이론’ 모형

출처：McGrew(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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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Galton이 제안한 감각운동 과제들은 복잡한 지능구조를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

었다. 

Binet와 Simon(1905)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일반 학급에서 정신지체 아동과 정상 아동

을 구별하여 초등학교 정규교육 과정을 수학할 능력이 없는 지체 아동을 판별할 목적의 

평가 도구를 의뢰받아 Binet－Simon Test를 개발하였다. Binet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구

조화된 과제에 대한 수행이 향상되므로 어떤 아동이 또래 아동보다 과제를 잘 해결하면 

정신연령과 지능이 높다는 전제하에 ‘정신연령(mental age)’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Binet－

Simon Test는 3~13세 아동에게 실시되었으나, 1908년과 1911년에 재표준화를 거치면서 

대상 연령이 15세까지 확장되었다. 

Terman(1916)은 미국 문화에 적절하도록 Binet－Simon Test의 문항을 수정하여 

Stanford－Binet Test를 출판하였다. Terman의 IQ 산출 방식은 Binet의 ‘정신연령’ 개념을 

발전시킨 비율 IQ 개념에 근거하며, 정신연령(MA)과 생활연령(CA)을 비교해서 공식화

하였다. 

지능지수(IQ)＝
정신연령(MA)

생활연령(CA)
×100

(IQ＝intelligence quotient, MA＝mental age, CA＝chronological age)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미국에서는 군 입대 대상자의 선정과 부대 배

치를 위해 성인용 집단 지능검사가 개발되었다. 성인용 집단 지능검사는 지필형 검사인 

Army Alpha와 비언어성 검사인 Army Beta로 각각 개발되어 사용되었으나 현재 이 검사

들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Wechsler(1939)는 1930년대 중반 그의 임상적 기술과 통계적 훈련(그는 영국에서 

Charles Spearman과 Karl Pearson 밑에서 수학하였다)을 결합하여 11개의 소척도로 구성

된 Wechsler－Bellevue Intelligence Scale Form I(이하 WB－I)과 WB－II(1946)를 개발하였다. 

Wechsler는 Binet 검사가 언어능력을 요하는 문항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고 보고, 비언어

적 지능도 따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웩슬러 검사에는 언어적 검사와 

비언어적(동작) 검사가 따로 측정되도록 개발되었고, 개인의 수행수준은 같은 연령집단 

사람들의 점수와 비교하여 지능지수가 산출되었다. 이후 WB－I은 웩슬러 성인지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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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이하 WAIS; Wechsler, 1955)로 개정되었고, 수차례의 

재개정 작업을 거쳐 WAIS－IV(2008)까지 출시되었다. 

한편, WB－II의 대상 연령을 낮춰 5~15세의 아동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이하 WISC; Wechsler, 1949)이 1949년 출시되었고 이후 

WISC는 여러 지능검사들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었다(Stott & Ball, 1965). WISC(1949)

는 수차례의 재개정 작업을 통해 현재 WISC－V(Wechsler, 2014a)로 개정되었다. 또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이하 WPPSI; 

Wechsler, 1967)가 개발되어 WPPSI－IV(Wechsler, 2012)로 개정되었다. 

한국에서는 성인 대상의 한국판 웩슬러 지능검사(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인 

KWIS가 1963년에 표준화되었으며, 이는 전용신, 서봉연, 이창우가 WAIS(1955)를 표준

화한 것이다. 그 후 WAIS－R(1981)을 염태호 등이 한국판 K－WAIS(1992)로 표준화하였

고, WAIS－IV(2008)는 K－WAIS－IV(황순택 등, 2012)로 표준화되었다. 

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는 이창우, 서봉연이 WISC(1949)를 표준화하여 K－

WISC(1974)를 내놓았으며, 개정판 WISC－R(1974)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표준화하여 

KEDI－WISC(1987)를 발간하였다. 이후 WISC－III(1991)는 K－WISC－III(곽금주, 박혜원, 

김청택, 2001)로, WISC－IV(2003)는 K－WISC－IV(곽금주, 오상우, 김청택, 2011)로 표준

화되었으며 최근에 WISC－V(2014)는 K－WISC－V(곽금주, 장승민, 2019)로 발간되었다. 

유아용 웩슬러 지능검사인 WPPSI－IV(2012)는 K－WPPSI－IV(박혜원, 이경옥, 안동현, 

2016)로 표준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림 1－5>에는 미국과 한국의 웩슬러형 지능검사

의 개정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2) 웩슬러 지능검사의 최신 동향 

WISC－V의 통합적 기술 및 해석 요강(Wechsler, 2014c)에서는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지능

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분류했는지 소개하면서 웩슬러 지능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유념

할 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echsler는 지능을 전반적(global)이며 세부적(specific)인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이때 

전반적이라 함은 지능이 개인의 행동을 전체로 특징지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세부적이

라고 함은 지능이 서로 차별화되는 요인 또는 능력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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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경험을 통해 Wechsler는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등 인지의 4요인을 

반영한 소검사를 개발하였고, 지능 이론과 측정 연구들을 통해 4요인이 인지능력의 중

요한 측면임이 확인되었다(Carroll, 1993, 2012; Horn & Blankson, 2012; Schneider & 

McGrew, 2012). 그러나 최근 Wechsler 지능검사는 최신의 지능 이론, 요인분석 연구 및 

임상 조사를 기반으로 전체 지능과 함께 인지의 5요인(언어이해, 시공간, 유동추론, 작업

기억, 처리속도)을 측정하도록 개정되었다. 하지만 임상가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1-5 웩슬러 아동용/영유아용 지능검사 체계의 발달

WISC K－WISC WPPSI K－WPPSI

아동용(미국판) 아동용(한국판)

WB－Ⅱ(1946)

10~79세

WISC(1949)

5~15세

K－WISC(1974)

5~16세

WISC－R   (1974)

6~16세

KEDI－WISC(1987)

6~15세

WISC－Ⅲ(1991)

6~16세

K－WISC－Ⅲ(2001)

6~16세

WISC－Ⅳ(2003)

6~16세

K－WISC－Ⅳ(2011)

6~16세

WISC－Ⅴ(2014)

6~16세

K－WISC－Ⅴ(2019)

6~16세

영유아용(미국판) 영유아용(한국판)

WPPSI   (1967)

4~6.5세

WPPSI－R(1989)

3~7.3세

K－WPPSI(1996)

3~7.3세

WPPSI－Ⅲ(2002)

2.5~7.3세

WPPSI－Ⅳ(2012)

4~7.6세

K－WPPSI－Ⅳ(2016)

2.6~7.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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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지기능은 기능적, 신경학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능검사로 순수한 

인지기능 영역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처리속도와 같은 세부영역을 측

정하기 위해서는 언어 지시를 이해하고, 시각 자극을 판별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운동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 등 다양한 세부영역의 능력이 함께 요구된다. 또한, 소검사의 구성

과 조합에 따라 요인들의 부하가 다르기 때문에 지능검사 결과가 특정 소검사 과제를 완

수할 때 요구되는 다양한 인지능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지능검사는 다양한 인지능력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소검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Wechsler(1975)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물리학의 기본 입자와 같이, 지능의 속성과 요소는 집단적이면서 개별적 특성

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지능의 속성과 요소들은 협업으로 운용되는 경우와 

단독으로 운용되는 경우에 각각 다르게 반응한다(p. 138).

이와 관련하여 웩슬러 지능검사의 타당도 관련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지능은 직

무 수행(Hunt & Madhyastha, 2012; Kuncel, Ones & Sackett, 2010; Schmidt, 2014), 정

신과 신체건강 및 건강 행동(Johnson et al., 2011; Wrulich et al., 2014), 학업성취(Deary 

& Johnson, 2010; Deary et al., 2007; Johnson, Deary, & Iacono, 2009; Kaufman et al., 

2012; Nelson, Canivez, & Watkins, 2013) 등을 통해 타당도가 지지되고 있다. 그러나 일

부 연구자들은 학업성취는 인지기능의 세부영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반면, 다른 연

구자들은 전체 지능과 세부 인지기능이 장애아동의 학업성취와 일상생활 적응을 이해하

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한다(Calhoun & Mayes, 2005; Fiorello, Hale, & Snyder, 2006; Li 

& Geary, 2013; Mayes & Calhoun, 2004; Vukovic et al., 2014).

셋째, 지능검사 측정치를 통해 지능의 모든 영역을 검사할 수 있다는 견해는 비합리적

이다(Flanagan, Ortiz, & Alfonso, 2007). Wechsler는 인지기능에서 중요하다고 입증된 언

어이해, 시공간, 기억 등 다양한 영역을 표집한 측정치들을 엄선하였으나, 임상가나 수

검자가 지치거나 피곤한 상태로 검사에 임하면 타당하지 않은 검사 결과가 나타날 수 있

음을 인식하여 합리적인 시간 안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소

검사의 문항 수를 선별하였다. 그럼에도 Wechsler는 지능검사 결과는 지능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들 가운데 일부만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목적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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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 자신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개인의 능력”(1944, p. 3)이 지능이라

고 정의한 Wechsler는 요인분석을 통해, 지능검사 결과는 지능의 일부를 설명하며, 계획 

및 목표 인식, 열정, 장의존성, 독립성, 충동, 불안 및 끈기와 같은 속성들이 지능적 행동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에 웩슬러 지능검사 지침에는 “검사자는 각 개인을 고유

한 존재로 인식하고, 지능 이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라고 강

조한다(Kaufman & Lichtenberger, 2006; Sattler, 2008). 또한, 지능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지능과는 무관한 피곤함, 불안, 끈기 등과 같은 특성들로 인해 어려움에 대처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음을 가정한다. 

4.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검사 5판(K－WISC－V) 

K－WISC－V(곽금주, 장승민, 2019)는 만 6세 0개월부터 16세 11개월까지의 아동 및 청소

년을 대상으로 규준이 개발되었다. K－WISC－V에서는 규준, 소검사, 지표점수, 그리고 

채점 용어 등 중요한 부분들이 개정되었고, 척도의 유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 및 채점 

절차가 더욱 편리하게 수정되었다. K－WISC－V의 주요 변경사항과 특징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 K－WISC－IV와 동일한 13개 소검사(토막짜기, 공통성, 행렬추리, 숫자, 기호쓰기, 

어휘, 동형찾기, 상식, 공통그림찾기, 순차연결, 선택, 이해, 산수)에 더하여 3개 소

검사(무게비교, 퍼즐, 그림기억)가 새롭게 추가되어 16개의 소검사로 구성 

 ≐ 기본 소검사(10개)와 추가 소검사(6개) 범주로 구성 

 ≐ 5개의 기본지표(언어이해, 시공간, 유동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와 5개의 추가지

표(양적추론, 청각작업기억, 비언어, 일반능력, 인지효율) 산출 

 ≐ 토막짜기, 숫자, 선택 소검사에서 총 7개의 처리점수를 산출하여 인지능력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

 ≐ 실시 및 채점 절차의 발달적 적합성을 높여 검사의 유용성 개선 

 ≐ 검사를 통해 측정 가능한 지능의 범위 확대([40≤FSIQ≤160])

K－WISC－V의 매뉴얼(2019)을 참조하여 소검사와 검사 체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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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자세한 내용과 산출 방법 등은 제3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1) 소검사

K－WISC－V는 16개의 소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K－WISC－IV와 동일한 13개 소검사(토

막짜기, 공통성, 행렬추리, 숫자, 기호쓰기, 어휘, 동형찾기, 상식, 공통그림찾기, 순차연

결, 선택, 이해, 산수)와 K－WISC－V에서 새롭게 개발된 3개의 소검사(무게비교, 퍼즐, 그

림기억)로 구성되어 있다.

2) K－WISC－V 검사 체계

K－WISC－V는 합산점수로 전체척도(full index)와 기본지표척도(primary index) 및 추가지

표척도(ancillary index)를 구성한다. 각 척도별로 지표점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소검

사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1－6>은 K－WISC－V의 검사 체계를 보여준다. 

(1) 전체척도 

전체척도는 언어이해, 시공간, 유동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의 5개 지표점수로 구성되

어 있다. 10개의 기본 소검사 중 7개의 기본 소검사(토막짜기, 공통성, 행렬추리, 숫자, 

기호쓰기, 어휘, 무게비교)에 기초해 전체 IQ(FSIQ)를 산출한다. 전체 IQ는 소검사 대체

를 허용하는 유일한 합산점수이다. 

(2) 기본지표척도

기본지표척도는 언어이해, 시공간, 유동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의 5개 지표점수로 구

성된다. 전체 IQ와 기본지표척도의 점수는 일반적인 인지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소검사 대체는 기본지표척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추가지표척도 

추가지표척도 수준은 양적추론, 청각작업기억, 비언어, 일반능력, 인지효율 등 5개의 지

표점수로 구성되며 아동의 인지능력과 K－WISC－V 수행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

다. 소검사 대체는 어떠한 추가지표척도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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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검사 소검사에 대한 설명 

토막짜기(BD)
제한시간 내에 흰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토막을 사용하여 제시된 모형이나 그림과 똑같

은 모양을 만든다. 

공통성(SI) 공통적인 사물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를 듣고 두 단어가 어떻게 유사한지 말한다. 

행렬추리(MR) 완성되지 않은 행렬이나 연속의 일부를 보고, 행렬 또는 연속을 완성하는 보기를 찾아야 한다. 

숫자(DS)
연속되는 숫자를 듣고 기억하여 숫자를 바로 따라하고, 거꾸로 따라하고, 순서대로 따라해야 

한다. 

기호쓰기(CD)
숫자에 대응하는 간단한 기하학적인 모양이나 기호를 그린다. 아동은 기호표를 이용하여 빈

칸 안에 해당하는 모양이나 각각의 기호를 주어진 시간 안에 그린다. 

어휘(VC)
그림 문항에서 아동은 소책자에 있는 그림들의 이름을 말한다. 말하기 문항에서 아동은 검사

자가 읽어주는 단어의 정의를 말한다. 

무게비교(FW)
제한시간 내에 양쪽 무게가 달라 균형이 맞지 않는 저울 그림을 보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보기를 찾는다. 

퍼즐(VP) 완성된 퍼즐을 보고 제한시간 내에 퍼즐을 구성할 수 있는 3개의 조각을 선택한다. 

그림기억(PS)
제한시간 내에 1개 이상의 그림이 있는 자극페이지를 본 후, 반응페이지에 있는 보기에서 해

당 그림을 순서대로 찾는다.

동형찾기(SS) 제한시간 내에 반응부분을 훑어보고 표적 모양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낸다. 

상식(IN)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질문에 대답을 한다. 

공통그림찾기

(PC)

두 줄 혹은 세 줄로 이루어진 그림들을 보고 각 줄에서 공통된 특성으로 묶을 수 있는 그림들

을 하나씩 골라낸다. 

순차연결(LN)
연속되는 숫자와 글자를 읽어주고 숫자가 커지는 순서와 한글의 가나다 순서대로 암기하도

록 한다. 

선택(CA) 무선으로 배열된 그림과 일렬로 배열된 그림을 훑어보고 제한시간 안에 표적 그림에 표시한다. 

이해(CO) 일반적인 원칙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질문에 대답한다. 

산수(AR) 그림 문항과 말하기 문항으로 주어지는 일련의 산수 문제를 제한시간 내에 암산으로 푼다. 

표 1-2 소검사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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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웩슬러 아동지능검사 5판(WISC－V)의 개정 목표와 변화 

K－WISC－V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K－WISC－V 개발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WISC－V를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WISC－V는 지능과 인지 이론 및 

신경심리와 인지신경과학에서 밝혀진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다음은 WISC－V의 개정 목표와 변화된 내용 등을 요약 설명한 것이다(Wechsler, 2014a). 

첫째, WISC－V는 이론적 근거를 업데이트하였다. WISC－V는 인지, 지능, 신경심리 이

론과 연구를 바탕으로 지능의 4요인 이론(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을 폐

기하고 지능의 구성 개념을 언어이해, 시공간, 유동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로 구성하

그림 1-6 K－WISC－V 검사 체계

언어이해
공통성
어휘
상식

이해

시공간
토막짜기
퍼즐

유동추론
행렬추리
무게비교
공통그림찾기

산수

작업기억
숫자
그림기억

순차연결

처리속도
기호쓰기
동형찾기

선택

전체척도

기본지표척도

언어이해
공통성
어휘

시공간
토막짜기
퍼즐

유동추론
행렬추리
무게비교

작업기억
숫자

그림기억

처리속도
기호쓰기
동형찾기

추가지표척도

양적추론
무게비교
산수

청각작업기억
숫자

순차연결

비언어
토막짜기
퍼즐

행렬추리
무게비교
그림기억
기호쓰기

일반능력
공통성
어휘

토막짜기
행렬추리
무게비교

인지효율
숫자

그림기억
기호쓰기
동형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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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시공간 지표에는 기존 소검사인 토막짜기에 퍼즐 검사가 추가되었으며, 유동추론 

지표에는 기존 소검사인 행렬추리, 공통그림찾기, 산수 검사에 무게비교가 추가되었다. 

작업기억 지표를 구성하는 소검사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 기존 소검사인 숫자와 순차연

결 검사에 그림기억 검사가 새로 추가되었다. 작업기억은 정보들을 한시적으로 보유하

고 각종 인지적 과정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작업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지기능이

다. 그러나 기존의 작업기억 지표에 포함된 소검사들은 언어－청각적 정보처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비언어적－시각적 정보처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WISC－V에서

는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여 언어－청각적 정보처리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시각적 정보

처리를 모두 포함하였다. 

둘째, WISC－V는 발달적 적합성을 개선하였다. ‘아동의 과제 지시 이해’가 아동평가에

서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모든 소검사의 지시를 간결하게 수정하였고, 수검 아

동의 연령이 어리거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시를 반복할 수 있으며, 다양

한 반응들을 채점할 수 있도록 채점 규준을 수정하였다. 또한, 빠른 과제 수행에 보너스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심사숙고 유형의 아동, 움직임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과 더불어 연

령이 어린 아동에 대한 평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토막짜기 소검사에서 

시간보너스 점수가 부여되는 문항을 감소하였다. 

셋째, WISC－V에서는 실시의 용이성을 높였다. WISC－V의 5개 기본지표에 포함되는 

10개 기본 소검사의 시행시간은 평균 65분으로, WISC－IV에 비해 검사시간이 10분 정도 

단축되었고, 7개의 기본 소검사(공통성, 어휘, 토막짜기, 행렬추리, 무게비교, 숫자, 기호

쓰기)만으로 전체 지능을 산출할 경우 평균 실시시간은 약 48분 정도로 더욱더 단축된다. 

또한 WISC－V의 실시와 채점이 이전 판에 비해서 분명하고 간결하게 개정되었으며, 중

지 규칙에 해당하는 문항 수를 단축하여 실시의 용이성을 높였다. 

넷째, 심리측정적 속성을 개선하였다. 우선 규준과 문항 내용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개

선하였으며, 검사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지능의 범위가 확장되어 가장 낮은 수준은 [40

≤FSIQ＜69]이며 가장 높은 수준은 [130≤FSIQ≤160]으로 지능측정이 가능해졌다. 또

한 문항점수 비교에 사용되었던 유의도 수준이 개정되어 WISC－V에서는 기존 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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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던 유의도 수준 .05 .15와 더불어 0.01과 .10 유의수준의 임계값이 보고되었으

며, 신뢰도와 타당도 수준이 향상되었다(K－WISC－V도 동일). 

다섯째, 임상적 유용성이 향상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처리속도 소검사의 채점 체계를 개선하여 오류분석과 정신 회전에 대한 해석이 가

능해지도록 하여 인지적 처리 과정에 이해를 향상시켰다. 또한, 그림 자극을 시대

에 맞게 수정하여 수검 아동들의 과제 집중을 높였으며, 진부한 문항들은 개정하거

나 삭제하였다. 

②   지능의 구조모델, 신경발달 이론, 신경인지와 임상집단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지능

의 5요인(언어이해, 시공간, 유동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을 반영하여 검사구조

가 변화되었다. WISC－IV의 지각추론 지표를 시공간 지표와 유동추론 지표로 구분

하여 임상적 유용성이 향상되었으며, 작업기억에서 측정할 수 있는 소검사를 추가

하여 청각과 시각적 작업기억에 대한 지표를 분리하여 확보할 수 있다. 

③   지능검사가 신경심리측정을 위해 개발되지는 않았으나 기본지표척도는 신경심리

평가에서 주목하는 각기 다른 두뇌영역의 발달 및 활성화와 관련된 인지적 특성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언어이해 지표는 언어표현과 수용언어

를 측정할 수 있고, 시공간과 처리속도 지표는 시공간에서 인지적 처리, 속도, 효율

성 영역을 평가할 수 있으며, 유동추론 지표는 실행기능과 연관된 문제해결, 인지

적 유연성, 추론, 실행기능과 관련된 구조를 측정할 수 있다. 작업기억 지표는 작업

기억, 즉 학습과 기억처리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④   WISC－V에서는 각 지표들 간 점수차이 혹은 각 소검사 간 점수차이에 대해 쌍별 비

교를 포함해 약점과 강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⑤   추가지표척도에 해당하는 다양한 지표들(양적추론, 청각작업기억, 비언어, 일반능

력, 인지효율)은 아동들에 관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비언어 지표는 표

현언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수행에 관하여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비언어 지표에 해당하는 소검사들은 전체 지능을 측정하는 5개 인지영역 가운데 언

어이해 영역을 제외한 4개의 인지영역에 해당하지만 언어표현은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언어 지표는 표현언어 지연이나 다른 문제로 인해 표현언어에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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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전체 지능 추정치로 적합하다. 또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거

나, 이중언어로 인해 정확한 지능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의 전체 지능 측정치

로도 유용하다. 

⑥   WISC－V에는 명명속도독해, 명명속도량, 즉각기호전환, 지연기호전환, 재인기호

전환 소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으나 

K－WISC－V 연구진들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⑦   처리점수의 수가 총 7개로 확장되었다. 처리점수는 인지 수행을 심도 있게 해석하

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⑧   WISC－V에서는 13개의 특수 집단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여 임상적 타당도를 높였다. 

대표적으로 영재, 경도와 중증도의 지적장애, 학습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파괴적 행동,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TBI), 자폐스펙트럼장

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 집단이 표준화 작업에 포함되었다.

5. 평가자 윤리 

최근 심리평가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평가자 윤리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검

사 실시, 진단, 평가의 관점에서 보면, K－WISC－V의 평가자는 표준화된 임상 도구를 실

시하고 해석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받고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K－WISC－V 평가자는 반

드시 심리학적 평가에 대한 대학원 교육이나 전문가 수준의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

한, 다양한 연령, 언어 환경 및 임상적·문화적·교육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검

사하고 전문가의 슈퍼비전을 통해 검사 실시 및 해석에 대한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K－WISC－V 매뉴얼은 평가자의 의무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므로 지능검

사 시 반드시 이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능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임상가들과 수련생, 학생들

은 심리학회의 평가 관련 윤리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데, Sattler(2008)는 심리학자의 평가 

관련 기본 윤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 설명하고 있다. 

 ≐ 심리학자는 기술의 유용성과 적절한 적용에 관한 연구 또는 증거에 기반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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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선택하며 면담 또는 평가 도구를 실시, 적용, 채점, 해석한다. 

 ≐ 심리학자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평가 도구를 사용한다. 타당도나 신뢰도가 

확립되지 않은 평가 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검사 결과 해석 시 평가 도구의 강점과 

한계를 기술한다. 

 ≐ 심리학자들은 수검자의 언어와 역량을 고려하여 적합한 평가 방법을 사용한다.

이와 더불어 심리학자들은 심리평가가 모든 내담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제한이 존재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한국심리학회의 평가 관련 윤리 규정을 

<표 1－3>에 제시해놓았으며, 미국심리학회의 심리평가 실시 및 적용과 관련된 윤리 규

정을 <표 1－4>에 요약해놓았다. 

제6장 평가 관련 윤리

제49조 (평가의 기초)

1.  법정 증언을 포함한 추천서, 보고서, 진단서, 평가서에 의견을 기술할 때, 심리학자는 자신의 의견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정보 또는 기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2.  개인의 심리 특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때, 심리학자는 자신의 진술을 지지하기 위한 면밀한 검사과정을 거

쳐야 한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실제적이지 못할 경우, 심리학자는 자신이 기울인 노력의 과

정과 결과를 문서화하고, 불충분한 정보가 자신의 견해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

고, 결론이나 권고 사항의 본질과 범위를 제한한다. 

3.  개인에 대한 개별검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료를 검토, 자문, 지도감독해야 할 경우에, 심리학자는 

자신의 견해가 개별검사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 정보를 제시

한다. 

제50조 (평가의 사용)

1.  심리학자는 검사도구, 면접, 평가기법을 목적에 맞게 실시하고, 번안하고, 채점하고, 해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2.  심리학자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및 해

석의 장점과 제한점을 기술한다. 

3.  심리학자는 평가서 작성 및 이용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학문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세심하고 양심적이

어야 한다. 

표 1-3 한국심리학회 평가 관련 윤리 규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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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검사 및 평가기법 개발)

검사 및 기타 평가기법을 개발하는 심리학자는 표준화, 타당화, 편파의 축소와 제거를 위해 적합한 심리측정 절

차와 전문적 지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52조 (평가에 대한 동의)

1.  평가 및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담자로부터 평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평가 동의를 구할 때에는 평가의 본질

과 목적, 비용, 비밀유지의 한계에 대해 알려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평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⑴ 법률에 의해 검사가 위임된 경우 

  ⑵ 검사가 일상적인 교육적, 제도적 활동 또는 기관의 활동(예：취업 시 검사)으로 실시되는 경우 

2.  동의할 능력이 없는 개인과, 법률에 의해 검사가 위임된 사람에게도 평가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3.  검사결과를 해석해주는 자동화된 해석 서비스를 사용하는 심리학자는 이에 대해 내담자/환자로부터 동의

를 얻어야 하며, 검사결과의 기밀성과 검사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법정증언을 포함하여, 추천서, 

보고서, 진단적, 평가적 진술서에서 수집된 자료의 제한성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제53조 (평가 결과의 해석)

1.  평가 결과를 해석할 때, 심리학자는 해석의 정확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검사 요인들, 예를 들어 피검

사자의 검사받는 능력과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나 개인적, 언어적,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평가 결과의 해석은 내담자/환자에게 내용적으로 이해가능해야 한다.

제54조 (무자격자에 의한 평가)

심리학자는 무자격자가 심리평가 기법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단 적절한 감독하에 수련 목적으로 사

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수련생의 교육, 수련 및 경험에 비추어 수행할 수 있는 

평가 기법들에 한정해주어야 하며 수련생이 그 일을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제55조 (사용되지 않는 검사와 오래된 검사결과)

1.  심리학자는 실시한 지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평가, 중재 결정, 중재 권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2.  심리학자는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현재의 목적에 유용하지 않은, 제작된 지 오래된 검사나 척도에 기초

하여 평가, 중재 결정, 중재 권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56조 (검사채점 및 해석 서비스)

1.  다른 심리학자에게 검사 또는 채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학자는 절차의 목적, 규준, 타당도, 신뢰도 및 절

차의 적용,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2.  심리학자는 프로그램과 절차의 타당도에 대한 증거에 기초하여 채점 및 해석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3.  심리학자가 직접 검사를 실시, 채점, 해석하거나, 자동화된 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평가

도구의 적절한 적용, 해석 및 사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표 1-3 한국심리학회 평가 관련 윤리 규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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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평가 결과 설명)

검사의 채점 및 해석과 관련하여, 심리학자는 검사를 받은 개인이나 검사집단의 대표자에게 결과를 설명해주어

야 한다. 그러나 관계의 특성에 따라서는 결과를 설명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예：조직에 대한 자문, 사

전고용, 보안심사, 법정에서의 평가 등). 이러한 사실은 평가받을 개인에게 사전에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8조 (평가서, 검사 보고서 열람)

1.  평가서의 의뢰인과 피검사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평가서와 검사 보고서는 의뢰인이 동의할 때 피검사

자에게 열람될 수 있다.

2.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피검사자가 원할 때는 평가서와 검사 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  평가서를 보여주어서 안 되는 경우, 사전에 피검사자에게 이 사실을 인지시켜주어야 한다. 

제59조 (검사자료 양도)

내담자/환자를 다른 서비스 기관으로 의뢰할 경우, 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 또는 의뢰기관에 명시된 다른 전

문가에게 검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자료가 오용되거나 잘못 이해되는 것으로부터 내담자/환자

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자료를 양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 검사자료란 원점수와 환산점수, 검사 질문이

나 자극에 대한 내담자/환자의 반응, 그리고 검사하는 동안의 내담자/환자의 진술과 행동을 지칭한다. 

출처：한국심리학회 윤리위원회

표 1-3 한국심리학회 평가 관련 윤리 규정 (계속)

역량의 경계 

평가자는 자신의 역량과 한계의 경계를 인식해야 하며 교육, 훈련 또는 경험을 통해 자격을 갖춘 후 평가를 실

시한다. 평가자는 충분한 교육, 지도 감독을 받은 훈련, 심리평가 경험을 갖춰야 하며, 아동 및 가족 발달, 발달

정신병리, 성인 정신병리학 등을 익힌 후 평가를 실시한다. 

정신과, 법정심리, 또는 아동학대 관련 전문 분야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적절한 경험

을 통해 전문지식을 발달시켜야 한다. 또한, 평가자는 그 분야의 최신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협의 

평가자는 평가 결과, 특히 예상치 못했거나 의심스러운 결과에 대해 다른 전문가와 상의한다. 

법령 및 법규에 대한 지식 관할권 관행에 대한 지식 

평가자는 장애아동, 아동학대, 가정폭력 및 양육권 평가 시 평가에 관련된 연방, 주 그리고 지방법령과 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표 1-4 미국심리학회 평가 관련 윤리 규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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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평가를 위한 노력 

평가자는 객관적 평가와 권고를 방해할 수 있는 연령, 성별, 인종, 민족성, 국적, 종교, 성적 지향, 장애, 언어, 

문화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자신의 개인적 편견을 알고 있어야 한다. 평가자는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편견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해의 상충

평가자는 개인적, 과학적, 전문적, 법적, 재정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전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해를 입히거나 착취할 것으

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문적 역할을 맡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착취적인 관계 

평가자는 “감독자 평가 또는 의뢰인/환자, 학생, 수련생, 연구 참여자 및 직원과 같은 기타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0a, p. 6).

정보 동의 

평가자는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대상(예：부모, 자식)에게 사전 동의서를 받는다. 사전 동의란 개인이 평

가를 이해하고 잠재적 이익 및 위험성, 평가(또는 치료나 연구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자발적으로 합의함을 말

한다. 법령이나 정부 규제에 의해 평가가 의무인 경우에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평가자가 통역사의 서비

스를 필요로 할 때, 피검 아동 또는 그 부모로부터 통역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는다.

비밀유지 및 정보 노출 

평가자는 아동과 부모에게 비밀유지의 한계와 정보 제공자가 노출되는 상황에 대해 알려준다.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 

평가자는 관련 장면에서 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여러 자원(평가 방법, 정보 제공자)을 사용한다. 예

를 들어, 자원은 심리검사, 아동, 부모, 교사와의 면담, 행동 관찰, 심리 및 정신과 보고서, 학교, 병원 및 여타 

기관의 기록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자료 해석 

평가자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 수행능력 및 평가 목적, 개인적 그리고 언어 및 문화적 요소와 

같은 상황별 요인과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해석한다. 또한 평가자는 자료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해석하고, 대안적 해석을 고려하며, 자료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피한다. 또한 평가자는 자신의 가설을 지지하

지 않는 자료를 찾으며, 자료가 뒷받침되는 경우에만 결론을 도출한다.

최신 평가 기법 

평가자는 현재 평가 목적에 유용한 최신 평가 기법을 사용한다. 평가 도구는 신뢰할 수 있으며 시험 대상 모집단

의 구성원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해야 한다. 평가자는 평가 도구의 신뢰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거

나 평가 기법이 아동의 요구에 적합하게 고안된 검사가 아니라면, 평가 결과의 강점과 한계점을 설명해야 한다. 

표 1-4 미국심리학회 평가 관련 윤리 규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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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채점 및 해석 서비스 

평가자는 타당한 것으로 입증된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적절한 채점 및 해석 방법을 선택한다. 

평가 결과 설명 

평가자는 평가의뢰기관, 부모, 그리고 해당 아동에게 평가 결과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명료하고 이해가능한 방

식으로 설명한다. 

기록 및 자료

평가자는 이전에 수립된 정책과 관할 구역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 모든 데이터(예：원자료, 서면 기록, 전자매

체에 저장된 기록 및 리코딩)를 유지 관리한다.

검사 보안

평가자는 검사 자료 및 기타 평가 도구의 무결성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출처：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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