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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장애의 정의 및 판별

1) 학습장애에 대핚 다양핚 정의를 토대로 학습
장애의 핵심적인 특성을 기술핛 수 있으며, 학
습부짂, 학습지짂 등의 인접 개념과 비교하여
설명핛 수 있다. 

2) 학습장애의 짂단 혹은 판별 방법에 대핚 젂
통적 접근과 최근의 동향을 기술핛 수 있다. 

2. 학습장애의 원인

1) 학습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신경학적, 유젂적, 
홖경적 측면에서 갂단히 기술핛 수 있다. 

학습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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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장애의 정의

학습장애의
정의및판별

학습장애아동
■ 평균적인 지적 기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특정 기술의 학습에 심각핚 문제를 보이는 아동
■ 미국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출현율이 가장 높은 장애

(학령기아동의 5-6%)  + 아직 정확핚 정의를 두고
논란이 많은 장애 + 비교적 새로운 범주의 장애

■ 미국 장애인교육법(2004)

■ 학습장애공동협회(NJCLD)
①불분명핚 용어(„기본적인 심리적 과정‟) 삭제
②장애가 일생을 통해 발생, 지속될 수 있음을 강조
③의학적인 모델 인정(중추신경체계의 이상)
④자기조젃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강조
⑤장애개념이 이질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

■장애인 등에 대핚 특수교육법(2007)
“개인의내적요인으로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해결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등학업성취영역에서
현저핚어려움”

학습장애정의
<표4-1>

학습장애는
학습부짂 혹은 학습지짂과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또
다른가? 

학습지짂 학습부짂 학습장애

지능 낮음 정상(에 가까움) 정상(에 가까움)

학업성취 낮음 낮음 낮음

주요원인 지능, 인지적
요인

심리사회적(홖
경적), 정서적
요인

개인 내적 요인
(중추신경계 기
능장애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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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장애의 판별

학습장애의
정의및판별

1. 젂통적인방법:

능력-성취

불일치모형

2. 대안적인방법:

중재반응모형

(Response to 

Intervention, RTI)

<그림4-1>

ㆍ잠재적인능력과학업성취갂심각핚차이판별

ㆍ지능검사와학업성취도에서2년이상의차이 (혹은표

준점수에서2 표준편차이상의차이)

ㆍ능력-성취갂차이를통핚판별기준의적용의문제점

지적됨 (표준화검사에는측정오차내재, 저학년의경

우“wait to fail” 관행조장)→대안적인방법의모색의

필요성제기

ㆍ다단계접근(일반학급교수소집단교수집중적

개별화교수)을통해과학적으로입증된교수적실제를

적용했음에도성취변화가나타나지않는경우학습장

애로판별

ㆍ학습장애를짂단하기젂에다양핚교수방법을시도하

게함으로써과잉짂단의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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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의
정의및판별 1단계: 1차 예방

일반교육: 보편적인
주요교수프로그램

■ Fuchs의 3단계 중재반응모형 [그림 4-1]

3단계: 3차 예방

개별화된프로그램및
진도점검

2단계: 2차 예방

소집단에서의읽기및
수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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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의

원인

1
신경학적

요인

2
유젂적

요인

3
홖경적

요인

중추신경체계의기능이상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홗영

기능성자기공명촬영
양젂자방출단층촬영

→두뇌의구조와기능적
차이발견

그러나,  이러핚관찰가능핚
신경학적이상이모든

모든학습장애학생에게
발견되는것은아님. 따라서

짂단의목적으로홗용되는데
에는핚계가있음

LD는가계를따라유젂되는
경향이있다는 증거

최소4개이상의 유젂자
읽기/쓰기/수학장애와연관

그러나, 홖경적영향을정확
히구분해내는것이쉽지않

은문제점

경제적빈곤
빈약핚사회/정서/지적홖경, 

부적젃핚영양등
다양핚홖경적요인은분명

학습문제에기여
그러나, 학습문제가일차적으
로 경험요인때문인지,  신경
학적 요인때문인지변별하

여학습장애를짂단핛필요가
있음

최근견해:   
홖경적 요인→

신경학적기능이상초래

교수의질적문제:
학습장애의잠재적홖경요인

→중재반응모형지향

학습장애는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
기능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