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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K-WISC-III)

단축형의 타당도*

순 황 순 택† 이 숙 희

충북 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K-WISC-Ⅲ)의 Doppelt 방식 단축형의 타당도를 검증하

고자 하 다. Campbell(1998)이 WISC-Ⅲ 단축형으로 제안한 7가지의 구체 인 단축형과

K-WISC-Ⅲ 표 화 자료에서 요인부하량이 가장 높은 소검사들로 구성된 단축형을 검증 상

으로 하 다. 만 6세부터 16세 사이의 정상 임상 집단 총 294명을 무선 으로 두 집단으

로 나 고 그 한 집단의 수로 8 가지 단축형 각각에 한 IQ 회귀공식을 산출하고 이

공식을 다른 한 집단에게 용하여 단축형 추정 IQ를 산출하고 이 IQ와 이 집단의 실제

체 IQ 간 상 차이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단축형 추정 IQ와 체 IQ 간 높은 상

이 확인되었으며, 두 IQ의 평균차이는 ‘일반지식+빠진곳찾기’로 구성된 단축형을 제외한 나

머지 7 가지 단축형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찰되지 않았다. 한, 단축형 추정

IQ와 체 IQ를 지능범주로 분류하 을 때 범주분류의 상 이 높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K-WAIS-III 단축형의 타당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주요어 : 지능검사, 단축형, 타당도, K-WISC-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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웩슬러 지능검사는 여러 개의 소검사들로

구성된 체척도 모두를 실시하여 개인의 지

능력을 산출한다. 그러나 이 검사를 임상

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기부터 체 소검사

를 다 실시하는데 드는 시간 , 인 효율성

에 해 종종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WAIS-Ⅲ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Ⅲ; Wechsler,

1997)는 체 소검사를 실시하는데 평균 7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Ryan, Lopez와 Werth

(1998)의 연구에서 임상집단을 상으로 WAIS-

Ⅲ를 실시했을 때 평균 91분(범 54~136분)

소요되었다. K-WISC-Ⅲ의 경우 정해진 10개의

소검사를 실시하는 데는 략 50-70분 정도가

소요되며, 세 개의 보충 소검사는 추가로 10~

15분이 더 소요된다(곽 주, 박혜원, 김청택,

2001a, b).

이처럼 긴 실시시간이 요구되는 검사를 임

상장면에서 사용하는 데는 경우에 따라 상당

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컨 , 만성 정신

질환자들의 경우 주의집 력의 하, 피로감,

동기 부족 등으로 인해 2시간가량 소요되는

체 소검사를 한 번에 모두 실시하기가 어려

울 때가 많다(Ryan, Georgemiler, & Mckinney,

1984). 두부 외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뇌 신

경학 기능의 장해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주의력의 하, 충동조 의 어려움, 기타 다양

한 이유로 인해 체 지능검사를 다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히 있다. 성인용 지능검사는

물론 아동용 지능검사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

은 더 크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검사 체를 실시했

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일부를 포기하면

서 검사의 일부만 실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

다. Silverstein은 웩슬러 지능검사를 실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일부 소검사만을

선택하여 구성한 단축형 검사로 피검자의

체척도 지능을 타당하게 추정할 수 있다면 매

우 유용한 시도라고 제안하고, 풍부한 임상

인 함의를 지닌 몇몇 WAIS-R 단축형을 제시

한 바 있다(Silverstein, 1982, 1984, 1985). 그러

나 지능검사 단축형은 피검자의 인지 능력

에 한 세 한 정보를 상실할 수 있고, ,

지능지수의 분류(IQ classification)에서 정확성이

손상될 수 있어 연구 는 특수한 임상장면에

국한하여 제한 으로 사용되어 왔다(Silverstein,

1990).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지능

검사 단축형의 타당도가 연구되었다. 성인용

지능검사 단축형에 한 연구로 KWIS의

Doppelt 방식 단축형이 김 술, 김 환(1974)에

의해 처음 소개 다. 김 술, 이용승, 이민식

(1994)은 K-WAIS의 원자료를 분석하여 두 가

지 소검사를 이용한 추정지능과 네 가지 소검

사를 이용한 추정지능을 제시하면서 략 인

지능을 알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단축형 검사

를 이용한 추정이 매우 타당하다고 보고하

다. 한 임상장면에서 K-WAIS를 이용한 이용

승과 김 술(1995)의 단축형 연구도 있다. 우

리나라에서 재까지 가장 리 사용되어온

Doppelt 방식 단축형은 어휘, 산수, 토막짜기,

차례맞추기 등 4가지 소검사로 이루어져 있는

데, 지능 검사의 3개 요인 구조에 따르면 이 4

가지 소검사는 언어 이해(어휘 소검사)요인,

지각 조직화(토막짜기, 차례맞추기 소검사)

요인, 주의력(산수 소검사)요인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임 란, 이우경, 이원혜, 박종원,

2000).

그리고 한국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K-

WISC)에 한 단축형 연구도 진행되었다. 우

선 Doppelt(1956) 방식으로 이창우와 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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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은 정상아동들을 상으로 하여 몇 개의

소검사를 실시한 후 각 소검사간의 상 계수

들의 합을 이용하여 체지능지수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Satz와 Mogel(1962)방

식으로 각 소검사에서 몇 개의 문항을 채택하

여 체지능지수의 추정치를 산출하는 방법으

로 김명권과 김 술(1985)이 임상집단 아동을

상으로 실시하여, 단축형의 타당성을 지지

해 주는 결과를 보고하 다. 박혜원(2001)은 한

국 웩슬러 유아지능검사(Korean Wechsler Pre

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K-

WPPSI)의 단축형에 Doppelt 방식을 이용하여

연구하 는데, 높은 신뢰도와 임상 타당도

기 은 충족시켰으나, 표 편차의 범 가 다

소 넓게 나타나 단축형을 사용하기 해서는

새로운 규 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하 다.

단축형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는 1) 단축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2) 단

축형 검사에서 얻어진 원 수로 IQ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 3) 단축형의 타당도를 어떻게

단할 것인지 등이 있다. 웩슬러 지능검사의

단축형을 구성하는 방법으로는 몇몇 소검사를

선택하는 Doppelt 방식(Doppelt, 1956)과 모든

소검사의 일부 문항만을 선택하는 Satz-Mogel

방식(Satz & Mogel, 1962)이 표 이다. 일부

소검사만을 선택하는 방식은 다양한 정신과정

을 평가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그에 비해

체 소검사들의 일부 문항만을 선택하는 것은

원척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반 할

수 있다. Wolfson과 Bachelis(1960), Yudin(1966)

등은 Satz-Mogel 방식 단축형의 타당도를 검증

하 으며, Kaufman(1972,1975)과 Silverstein(1967,

1982)은 Doppelt 방식 단축형의 타당도를 검증

하 다.

Doppelt 방식 단축형에서 소검사를 선택하

는 구체 인 방법으로 Levy(1968)는 1) 체척

도 수와 가장 높은 상 을 가지고 있는 소

검사들을 표집(Scale sampling)하는 방법, 2)

체척도에서 언어성과 동작성을 각각 가장 잘

표하는 소검사들을 표집하는 유층 (Stratified)

방법, 3) 요인분석에서 산출되는 요인부하량을

바탕으로 소검사들을 선택하는 요인표집(Factor

sampling) 방법, 4) 실시시간이나 피검자의 장애

여부, 정서 상태 기타 검사자의 개인 인

경험에 근거하여 소검사를 다르게 표집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 다.

단축형에 의거하여 추정지능을 산출하는 방

법으로는 Satz-Mogel 방식의 경우 각 소검사의

실시문항 체문항 비율을 역으로 곱해서

해당 소검사의 추정 원 수를 산출할 수 있다.

Doppelt 방식의 경우 Satz-Mogel 방식에서처럼

비율공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회귀(Regression

estimates)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식이 있다(

를 들어, Doppelt, 1956; Silverstein, 1974). 여기

서, 체 소검사 수 비 사용되는 소검사의

비율을 이용하여 체 지능지수를 추정하는

방식은 개념이 단순하고 실제 사용상 간편한

이 장 이 될 수 있으나 각 소검사가 웩슬

러 지능검사의 체척도를 표하는 정도에

있어 개념 으로 그리고 실제 으로 차이가

있는 만큼 조악한 측면이 있다. 회귀를 이용

하여 체 지능을 추정하는 방식은 추정을

한 회귀 방정식을 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심리측정 인 측면에서 볼 때 보다 정

교하다는 장 이 있다.

검사 체를 실시하여 얻어지는 지능지수를

신하여 단축형 검사에서 추정된 지능지수를

사용하기 해서는 추정된 지능지수가 원래의

지능지수와 일치도가 높아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단축형에 의해 추정된 지능지수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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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타당도를 검증하기 한 연구들이 다양

하게 시도되었다. 부분의 단축형 지능검사의

타당도 연구는 Rabin(1943) 과 Resnick-Entin(1971)

이 제시한 임상 타당도 기 을 사용하 다.

Rabin과 Resnick-Entin이 제시한 기 은 다음과

같다: 1) 체척도 지능지수와 단축형에 의한

추정 지능지수 간에 높은 상 계가 있어야

한다; 2) 체척도 지능지수 평균과 단축형 추

정된 지능지수 평균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아야 한다; 3) 체척도 지능지수와 단축형

추정 지능지수의 범주 진단분류(경계선, 보

통상, 최우수 등)에서 높은 일치율을 보여야

한다.

많은 연구에서 Rabin과 Resnick-Entin의 첫 번

째 기 인 체척도 지능지수와 단축형 추정

지능지수 간에 높은 상 계가 확인되었지만

두 번째 기 인 두 지능지수 간 차이의 동등

성은 충족되지 않았다. 를 들어, GoH(1980),

Ryan, Georgemiller과 MacKinney(1984), Ryan,

Larsen과 Prifitera(1983), Silverstein(1985) 등의 연

구에서 일부 소검사만 사용하여 단축형 추정

지능을 산출했을 때 체척도 지능지수와 높

은 상 은 있었지만 평균차이 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두 수분포 간

의 차이가 임상 으로 볼 때 의미를 둘 정도

로 크지 않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단될

수 있다. 이런 에서 이 두 번째 기 을 일

으로 용하는 데 해서는 다소간 논란

이 있다. 평균차이의 통계 유의도 검증 뿐

만 아니라 함께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

지능지수 차이의 크기 등도 고려해야 한다.

Rabin과 Resnick-Entin이 제시한 타당도 기

마지막 기 , 즉, 두 지능지수 간의 범주

진단분류의 일치율 한 많은 논란이 되어왔

다. 체척도 지능지수와 단축형 추정 지능지

수가 완벽하게 일치하여 상 이 1.00이 되지

않는 한 불일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Silverstein(1985)의 연구에서는 두 지능지수간

상 이 .95일 때조차도 불일치율이 25%를

과하 다. GoH(1980)의 연구에서는 표집된 아

동들 45%가 다른 지능 분류 범주에 해당

되었다. Ryan, Georgemiller과 MacKinney(1984)의

연구에서 2개 소검사 단축형을 통한 지능분류

의 불일치율은 37% 으며, 4개 소검사를 사

용한 단축형에서도 지능분류의 불일치율은

25%나 되었다. Rabin과 Resnick-Entin의 세 번째

타당도 기 은 임상장면에서 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지만 이에 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 기 이 심리측정 인 측면에서는 충족시키

기가 단히 어려운 기 임을 말해주는 것이

다. 즉, 체척도 지능지수와 단축형 추정 지

능지수 간의 지능지수 1 차이가 지능분류의

불일치로 집계될 수도 있는 반면, 지능지수 10

차이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분류로 집계될

수도 있어 심리측정 인 측면에서는 그다지

합리 이지 못한 기 이기도 하다.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과 조건

에서는 검사 체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검사 체를 실시했

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일부를 포기하면

서 검사의 일부만 실시하는 단축형이 Silverstein

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

안되고 검토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한국 웩슬

러 아동지능검사(K-WISC-Ⅲ) 단축형의 타당도

를 검증하기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증

하고자 하는 구체 인 단축형은 Doppelt 방식

에 의거하여 Campbell(1998)이 제안한 단축형

과 K-WISC-Ⅲ 규 자료에서 추출된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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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한 단축형이다. 타당도의 단은

Rabin(1943)과 Resnick-Entin(1971)이 제시한 기

을 사용하 다.

방 법

연구 참여자

서울과 청주 지역에 거주하는 만 6세 0개월

부터 16세 4개월 사이의 아동 총 294명(남아

181명, 여아 113명; 정상집단 130명, 임상집단

146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 다. 정상집단 아

동의 경우 청주에서 유치원, 등학교, 학교

에 재학 인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

상집단은 소아정신과 외래를 방문하여 심리평

가와 함께 소아정신과 문의로부터 정신과

진단을 받은 아동들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

검사(Korean-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Ⅲ: K-WISC-Ⅲ)는 미국의 WISC 개정 3

(WISC-Ⅲ; Wechsler, 1992)의 한국 이다. K-

WISC-Ⅲ는 곽 주, 박혜원, 김청택(2001a,b)에

의해 표 화되었다.

연구 차

임상아동 자료는 소아 신경정신과 병원에

내원한 아동의 심리검사 자료 K-WISC-Ⅲ

자료를 수집하 다. 이들 검사자료는 병원에

서 임상심리 문가가 는 임상심리수련생에

의해 실시된 것들이다. 정상아동 자료는 심리

학과 학원에서 심리평가 수업을 수강하고

실습을 한 학원생 12명이 실시하 으며, K-

WISC-Ⅲ 지침서에 따라 체척도를 실시하여

얻었다. 실시시간은 라포형성 시간을 포함해

평균 1시간 5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단축형 방식은 Doppelt

방식으로, Campbell(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WISC-Ⅲ 단축형 7 가지와 함께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검사(K-WISC-Ⅲ) 표 화 자료에서 제

시한 4요인에서 요인부하량이 가장 높은 소검

사를 심으로 구성된 단축형(어휘-토막짜기-

산수-기호쓰기 소검사)을 상으로 하 다.

Campbell(1998)이 사용한 단축형 구성은 그 이

까지의 다양한 연구에서 발표된 단축형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Campbell(1998) 7 가지 단

축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상식-빠진 곳 찾기(I-PC)

이 두 척도는 체척도(Full Scale), 언어성 척

도(Verbal Scale)와 동작성 척도(Performance Scale)

와 높은 상 을 나타내는 소검사로, 피험자의

동기나 피로와 련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실시시간으로 구성되었다(Kaufman, Ishikuma, &

Kaufman-Packer, 1991).

어휘-토막짜기(V-BD)

어휘-토막짜기 소검사는 체척도와 높은

상 (r = .77, .76)을 보여주며, 두 소검사는 언

어성 척도와 동작성 척도에서 일반능력 g 요

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소검사이다(Herrera-

Graf, Dipert, & Hinton, 1996).

공통성-어휘-차례맞추기-토막짜기

(S-V-PA-BD)

이 단축형은 심리측정 인 요소와 임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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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고려하여 선택된 소검사들이다(Kauf

man, Kaufman, Balgopal, & McLean, 1996).

상식-산수-빠진곳찾기-기호쓰기(I-A-PC-Cd

이 단축형은 실용 인 측면 특히 채 의 용

이성과 간결성을 우선 으로 고려하여 선택한

소검사들이다(Kaufman, Kaufman, Balgopal, &

McLean, 1996).

공통성-산수-빠진곳찾기-토막짜기

(S-A-PC-BD)

이 구성은 소척도 수- 체 지능지수간 높

은 상 , 실시 채 시간의 단축, 라포 형

성의 용이성, 임상 해석의 풍부성 등 심리

측정 인 측면과 임상 측면 그리고 실질

인 측면 모두를 다 고려하여 구성된 것이다

(Kaufman, Kaufman, Balgopal, & McLean, 1996).

빠진곳찾기-상식-기호쓰기-토막짜기-어휘

(PC-I-Cd-BD-V)

단축형 구성에 있어서 언어성 척도와 동작

성 척도가 어도 각각 2개씩은 포함돼야 하

며, 그러한 소검사들은 체척도와 높은 상

을 보여야 하고, 다양한 정신과정, 실시자의

효율성, 임상 인 측면 등을 반 해야 한다는

Kaufman(1990)의 제안에 의거하여 구성된 것이

다(Dumont & Faro, 1993).

단축형 소 검 사 구성 회 귀 공 식

① I-PC (Kaufman et al., 1991) FIQ = 45.634 + 3.307 I+ 2.199 PC

② V-BD (Herrera-Graf et al., 1996) FIQ = 38.098 + 3.211 V + 2.8157 BD

③ S-V-PA-BD (Kaufman et al., 1996)
FIQ = 30.502 + 1.090 S + 2.270 V+ 1.638 PA +

1.796 BD

④ I-A-PC-Cd (Kaufman et al., 1996)
FIQ = 37.3074 + 1.775 I + 1.802 A + 1.598 PC +

1.282 Cd

⑤ S-A-PC-BD (Kaufman et al., 1996)
FIQ = 31.779 + 1.913 S + 1.546 A + 1.690 PC +

1.478 BD

⑥ PC-I-Cd-BD-V (Dumont & Faro, 1993)
FIQ = 33.016 + 1.180 PC +0.829 I + 1.162 Cd +

1.475 BD +2.158 V

⑦ V-S-PC-BD-A-Cd (Donders, 1997)
FIQ = 30.991 + 1.796 V + 0.780 S+ 1.342 PC +

1.176 BD +0.866 A + 0.908 Cd

⑧ V-BD-A-Cd (곽 주 등, 2001b)
FIQ = 35.171 + 2.426 V+ 1.876 BD + 1.013 A +

1.188 Cd

주: K-WISC-Ⅲ = Korean-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Ⅲ; 회귀공식은 본 연구에 사용된 아동 집

단을 집단1과 집단2로 무선할당 하여, 그 집단 1에서 산출한 회귀식이다. FIQ(Full IQ); I (Informantion:

상식); PC (Picture Completion: 빠진곳찾기); V (Vocabulary: 어휘); BD (Block Design: 토막짜기); S (Similarities:

공통성); PA (Picture Arrangement: 차례맞추기); A (Arithmetic: 산수); Cd (Coding: 기호쓰기).

표 1. K-WISC-Ⅲ 단축형 구성 추정 지능지수 계산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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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공통성-빠진곳찾기-토막짜기-산수-

기호쓰기(V-S-PC-BD-A-Cd)

이 구성은 WISC-Ⅲ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소검사를 선정한 것이다(Donders, 1997). 언어

이해 요인 상식과 공통성 소검사, 지각조

직 요인에서 토막짜기 소검사와 빠진곳찾기

소검사, 주의집 요인에서 산수 소검사, 처리

속도 요인에서 기호쓰기 소검사가 각각 선택

되었다.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단축형 8가지 방식에 따른 각

각의 추정 지능지수 계산은 회귀공식을 이용

하 다. 먼 체 연구 참여자 294명을 무선

으로 두 집단으로 나 고 첫 번째 집단에서

각 단축형에 포함되는 소검사들로 체 지능

지수를 측하는 회귀공식(표 1)을 산출한 다

음 두 번째 집단에 이 회귀 공식을 용하여

추정 지능지수를 산출하 다. 이 추정 지능지

수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체척도 지능

지수와 단축형 추정 지능지수 간의 상 계수

를 구하고, 두 지능지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해 응표본 t 검증(Paired t-test)을 하 다.

마지막으로 웩슬러 지능의 범주 진단분류에

따라 체척도 지능지수와 단축형 추정 지능

지수의 범주분류를 결정한 후 Spearman의 roh

계수로 두 범주간 상 계수를 구하 으며, 분

류 일치도를 산출하 다.

결 과

K-WISC-Ⅲ 체척도에서 체 아동, 정상아

동, 임상아동의 지능지수는 각각 97.33±21.55,

107.94±14.49, 88.99±22.55 다. 회귀식 산출에

사용된 1 집단(n=147)의 체 지능지수는

97.08±22.17, 회귀식을 용하여 두 지능지수

의 상 , 차이검증, 범주 분류 일치율의 검

증에 사용된 2 집단(n=147)의 체 지능지수

는 97.71±20.97 으며, 두 집단 간 지능지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t=0.286, p>.10.

평 균 표 편차

체척도 IQ 97.71 20.97

단

축

형

추

정

IQ

① I-PC 99.52 16.34

② V-BD 97.65 18.09

③ S-V-PA-BD 97.52 19.00

④ I-A-PC-Cd 98.39 17.64

⑤ S-A-PC-BD 97.72 18.51

⑥ PC-I-Cd-BD-V 97.68 18.44

⑦ V-S-PC-BD-A-Cd 97.32 18.50

⑧ V-BD-A-Cd 97.32 18.31

주. 단축형을 구성하는 소검사 약자는 표 1의 각주 참조.

표 2. K-WISC-Ⅲ 체척도 IQ 회귀식으로 추정한 단축형 IQ의 평균,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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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에서 단축형에 포함되어 있는 소검사

의 평가치를 이용하여 체 지능지수를 추정

할 때의 회귀식을 산출하 으며, 이 회귀식을

2 집단에 용하여 추정된 단축형 지능지수를

산출하 다. 단축형에 의해 추정된 지능지수

와 체척도에서 유도된 지능지수는 표 2에

제시하 다.

K-WISC-Ⅲ 체척도 지능지수와 단축형 추

정 지능지수 간의 상

체집단의 상 계수 r 의 범 는 .88 ～

.96 으며, 평균 .93 이었다(표 3). 8 개의 추정

방식(I-PC, V-BD, S-V-PA-BD, I-A-PC-Cd, S-A-

PC-BD, PC-I-Cd-BD-V, V-S-PC-BD-A-Cd, V-BD-

A-Cd) 에서의 상 은 각각 .88, .89, .95, .94,

.93, .95, .96, .93 이었으며, 모든 상 계수는 p

<.001 수 에서 유의하 다. 이 결과는 단축

형에 의한 추정 지능지수와 체척도 지능지

수가 높은 상 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

다.

K-WISC-Ⅲ 체척도 지능과 단축형 추정지

능간 차이검증

체척도 지능과 단축형 추정지능들 간의

차이의 값 범 는 0.01 ～ 1.93 이었다.

체척도 지능지수와 단축형 추정 지능지수의

동등성을 확인하기 해 응표본 t 검증

(Paired t test)을 실시하 다(표 3). 그 결과 상

식-빠진곳찾기(I-PC) 단축형, t=2.27, p<.05,을

제외한 모든 단축형에서 산출된 추정 지능지

수와 체척도 지능지수의 평균차가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K-WISC-Ⅲ 체척도 지능과 단축형 추정지

능의 Wechsler 범주 진단 분류간 상

일치도

K-WISC-Ⅲ 체척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체지능과 일부 소검사만을 선택한 단축형으로

부터 추정된 지능지수를 웩슬러의 범주 분

류에 따라 7개 범주(정신지체, 경계선, 평균하,

단축형 소검사 구성 r 평균 차 표 편차 t 유의수

① I-PC .88*** 1.93 10.30 2.27 p=.025

② V-BD .89*** -0.07 9.69 -0.09 p=.932

③ S-V-PA-BD .95*** -0.20 6.45 -0.37 p=.709

④ I-A-PC-Cd .94*** 0.80 7.66 1.26 p=.210

⑤ S-A-PC-BD .93*** 0.01 7.99 0.01 p=.991

⑥ PC-I-Cd-BD-V .95*** 0.09 6.55 0.17 p=.862

⑦ V-S-PC-BD-A-Cd .96*** -0.40 6.29 -0.76 p=.447

⑧ V-BD-A-Cd .93*** -0.39 7.78 -0.61 p=.543

***p<.001

주: 단축형을 구성하는 소검사 약자는 표 1의 각주 참조.

표 3. K-WISC-Ⅲ 체척도 지능과 회귀식으로 추정한 단축형 지능 간 상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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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평균상, 우수, 최우수)로 각각 구분하고,

두 지능범주 간 일치도를 Spearman의 roh 계수

로 산출하고 이에 한 유의도 검증을 실시하

다(표 4). 그 결과 8 개의 단축형에서 roh 계

수는 .804~.918로 모두 p<.001 수 에서 유의

한 상 이 산출되었다. 이 결과는 단축형에

의해 추정된 지능지수의 범주분류와 체척도

지능지수의 범주분류가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

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정확분류 사례/ 체 사

례로 두 지능지수의 범주분류 일치도를 비교

한 결과 유형에 따라 .50～.71의 일치도를 보

다(표 4).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검사(K-

WISC-Ⅲ)의 Doppelt 방식 단축형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한 것이다. Campbell(1998)이 제안

한 7 가지 단축형과 K-WISC-Ⅲ 규 자료에서

추출된 요인을 심으로 한 단축형 등 총 8

가지 단축형 구성에 해 타당도를 검증하

다. 만 6세~16세의 일반아동과 임상아동(294

명)의 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 자료를 무선

으로 두 집단으로 나 어 첫 번째 집단에서는

8 개 단축형 각각으로부터 지능지수를 추정하

는 회귀식을 산출하 다. 이 회귀식을 두 번

째 집단의 자료에 용하여 지능지수를 추정

하고 단축형에 의해 추정된 지능지수와 체

척도에서 산출된 지능지수 간의 상 검증, 차

이검증, 일치도 검증을 시행하 다.

그 결과 첫째, 체척도 지능지수와 단축형

에서 추정된 지능지수 간 상 의 유의도 검증

에서는 8 가지 단축형 모두에서 .88~.96의 비

교 높은 상 이 찰되었다. 이 결과는 Rabin

(1943)과 Resnick-Entin(1971)이 제시한 세 가지

기 첫 번째 기 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둘째, 체척도 지능지수와 추정된 지능지

단축형 소검사 구성
체척도 지능지수

roh 범주분류 일치도

① I-PC .80*** .50

② V-BD .86*** .59

③ S-V-PA-BD .91*** .70

④ I-A-PC-Cd .88*** .57

⑤ S-A-PC-BD .85*** .62

⑥ PC-I-Cd-BD-V .89*** .68

⑦ V-S-PC-BD-A-Cd .92*** .71

⑧ V-BD-A-Cd .85*** .57

***p<.001

주: 단축형을 구성하는 소검사 약자는 표 1의 각주 참조.

표 4. K-WISC-Ⅲ 체척도지능과회귀식으로추정한단축형지능간의Wechsler 지능의범주 진단분류의상

(roh) 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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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간 응표본 차이검증에서는 상식과 빠진

곳 찾기로 이루어진 단축형을 제외한 7 가지

단축형에서 통계 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찰되지 않아 Rabin과 Resnick-Entin의 두 번째

기 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상식과 빠진 곳

찾기 척도는 체척도(Full Scale), 언어성 척도

(Verbal Scale)와 동작성 척도(Performance Scale)와

높은 상 을 나타내는 소검사이다. 이 조합은

실시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피험자의 동기

나 피로와 련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장

이 있지만(Kaufman, Ishikuma, & Kaufman-Packer,

1991) 척도의 개수가 두 개에 불과해 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조합

으로 추정된 지능지수와 체지능 간 의미 있

는 차이가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수

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어

휘-토막 짜기 조합의 경우에도 두 개의 척도

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 두 수분포

간 의미 있는 차이가 찰되지 않았는데, 이

조합의 경우 두 척도가 체 지능지수와의 상

이 보다 높고 일반 능력 g 요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척도라는 에서(Herrera-Graf, Dipert,

& Hinton, 1996) 차이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

도 체 지능지수와의 상 이 상 으로 다

소 낮아 수가 안정 이지 못함을 알 수 있

다.

끝으로, 두 지능지수 간 진단분류의 일치도

를 검토한 결과 8개 단축형에서 roh 계수로는

.80~.92의 높은 일치도를 보 지만 정확분류

사례/ 체 사례로 일치도를 계산했을 때는 .5

0～.71의 일치율을 기록하여 임상장면에서 실

제 사용과정에서는 진단범주의 불일치가 상당

한 정도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연속변인으로 가정되는 지능지수를 10 간격

의 불연속 범주변인으로 변환하는 것은 임

상 목 상 필요에 의해 채택한 것이기는 하

지만 기본 으로 심리측정 정 성을 포기하

는 것이다. 체 도 지능지수와 단축형 추

정 지능지수 간의 상 이 완벽하고 두 수분

포의 차이가 없이 완 히 일치하는 경우

가 아닌 한 무시할 수 없는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 은 임상 으로 매우

요하기는 하지만 심리측정 인 측면에서는

근원 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기 이다. 실

제로 단축형의 타당도를 검증한 GoH(1980),

Mumpower(1964), Sliverstein(1982, 1984, 1985) 등

의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진단분류에서 불일

치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Rabin(1943)과 Resnick - Entin

(1971)이 제시한 세 가지 기 에 따를 때 기

1)은 모든 단축형에서 충족되고 있고, 기 2)

는 일반지식과 토막짜기로 이루어진 단축형을

제외한 7 가지 단축형에서 충족되고 있다. 기

3)의 경우 두 지능지수의 진단분류의 상

은 매우 높지만 실제 사례들 약 30~50%에

서 진단분류의 불일치가 있을 것으로 상되

어 기 을 충분히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세 번째 기 은 별개로 하고 볼 때 이상과 같

은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에서 타당도를 검증

하고자 한 8 가지 단축형 상식-빠진 곳 찾

기로 이루어진 조합을 제외한 7 가지 단축형

이 타당함을 시사한다.

웩슬러 지능검사의 단축형은 체 검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

인 만큼 원칙 으로는 권장할 만한 차는 아

니다. 그러나 임상장면에서 수검자의 상태나

특별한 상황 때문에 체 검사를 실시하는 것

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라면 일부 정보를

포기하더라도 사용해볼 가치는 있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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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상황에서 단축형을 사용할 때의 타

당성을 검토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Campbell(1998)이 제안한 단축형들 상식-빠

진 곳 찾기 조합을 제외한 6 가지 조합과 K-

WISC-III 규 자료의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어

휘-토막짜기-산수-기호쓰기 조합 단축형을 통

해 추정된 체지능이 상당한 정도의 타당성

을 확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여러 가지 방식의 단축형에

해 타당도를 검증하 으나 구체 인 임상장면

에서 어떤 단축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할지의 문제는 다루지 못하 다. 각 단축형

을 구성하고 있는 척도들의 속성과 각 단축형

을 고안한 연구자들의 취지를 참조하여 임상

가 개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이지만, 단축형에

포함되는 척도의 수가 많을수록 수의 신뢰

도가 증가하는 만큼 가능한 많은 척도들이 포

함된 단축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아 정상

집단과 임상집단에 해, 그리고 연령수 별

로 별도의 검증하지는 않았으나 추후 연구에

서는 정교한 추정을 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집단을 상으로 타당도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진단, 연령 등 하 집단에 따라 최 의

회귀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표 화집단의 자료의 회귀분석을 통해

공식 인 단축형 추정 IQ 산출공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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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ity of the 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Ⅲ Short forms

Young Soon Jun Soon-Taek Hwang Suk-Hi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short forms of the 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Third Edition(K-WISC-Ⅲ; Kwak et al., 2001). K-WISC-III data from 294 normal and

clinical samples aged 6 ~ 16 were used to examine eight short forms of Doppelt type short forms of the

K-WISC-III: seven from Campbell(1998)'s study and one from K-WISC-Ⅲ factor analysis. Data from 294

subjec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two groups. The first group was used to make regressional equations

of the eight short forms to estimate IQs. The second group was used to compare the estimated IQs of

the eight short forms with IQs determined using the full scale. There were high levels of correlations

between estimated IQ and full scale IQ. Mean differences between two IQs were not significant, except

for the “Information+Picture Completion” short form. Spearman's Rho correlations between the two IQ

categories were very high. The results demonstrated the validity of the short forms of the K-WISC-III.

Key words : Intelligence scale, Short form, Validity, K-WISC-I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