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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Morin, Crocker, Beaulieu-Bergeron, & Caron(2012)이 개발한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 척도(Attitudes Toward Intellectual Disability Questionnaire; ATTID)를 국
내 타당화하는 것이다. 우선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양호도를 확인하였고, 본조사에서는 일반
인과 5가지 장애관련 전문직, 특수교사, 일반교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의사로 구성된 장애관련전문
가 총 722명을 표집하여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원 척도는
‘인지적 태도’, ‘정의적 태도’, ‘행동적 태도’ 세 가지 하위 요인에서 36개 문항이 추출되었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척도의 모형 적합도는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928
로 안정적인 신뢰도를 보였다. 한국판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 척도(K-ATTID)를 타당화함
으로써 지적장애인에 대한 일반인과 장애관련전문가의 태도를 다차원적으로 평가하고, 지적장애인
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중재를 개발하는 후속연구들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본 연구는 국내 장애분야에 장애인에 대한 태도 척도가 아주 오래되고, 특별히 지적장애인에
초점을 둔 태도 척도가 없는 상황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는 의의가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
주제어: 지적장애인에 대한 태도, 태도 척도, 척도 타당화
attitudes toward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ttitudes scales,
validation of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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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장애에 대한 논의에서 태도의 중요성
장애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이고 의료적인 특성에 한정된다기보다
는 개인의 기능과 그에 대한 환경적 장벽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산물

태도는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는 사회적 장벽의 한 요소이기도 하지
만, 물리적 장벽과 사회적 장벽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더 포괄적인 개념

태도는 사회적으로 학습된 경험의 조직이기 때문에, 학습-재학습의 과정을
통한 태도변화의 가능성을 가짐

따라서 한 개인의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
는 태도 변화를 위한 귀중한 자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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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계속)
2) 국내 장애인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의 한계점


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들이 주로 인식의 대상을 지적장애인이 아닌 전체
장애인으로 하여 이루어짐



국내 지적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는 주로 인식의 주체를 대학생으로 하여
이루어짐



국내 선행연구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
의 과반수가 지적장애인을 인식의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들이 아니며, 국내
타당화 과정 없이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거나 태도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측정할 수 없음



국내 선행연구에서 자주 사용된 장애인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들은 개발된
지 최소 30년이 지나 매우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함(신은경, 이한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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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대표 문항
개발자

척도명

번안 및
타당화
연구자

대표 문항


우리 동네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생긴다면 아이들의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생각한다.

Siller
(1967)

DFS

Antona
k

SADP

(1982)

이종남



만약 나라면 장애인을 이성으로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1994)



장애인들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장애인들은 종종 세상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내 자신이 장애인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들은 도덕적인 판단을 할 능력이 없다.



장애인들에게 아기를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최국환



장애인들은 단지 약간의 환경과 기회만 주어져도 범죄 성향을 보인다.

(2003)



지역법규상 일반주거지역 내에 장애인용 아파트를 금지함으로써 장애인들을 차별해서
는 안 된다.

SADP
Antona
k
(1982)

and
ATDP
-O

(신은경,
이한나,
2011)



고용주들로 하여금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도덕적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



장애인은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성적행동에 몰두한다.



장애인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학급의 장애아는 다른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은 생활시설 외부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구직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과 장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스스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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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 척도(ATTID)의
국내 검사 도구로서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무엇인가?

3. 용어 정의
(1) 본 연구에서 장애관련전문가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 의료, 복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의미하며
교육서비스 제공 전문 인력인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의료서비스 제공 전문 인력
인 의사, 복지 서비스 제공 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사, 치료 서비스 제공 전문 인력
인 치료사를 지칭

(2)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란?
지적장애인에 대한 생각, 개념, 인식, 신념, 의견을 포함하는 인지적 태도,
지적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감정의 정의적 태도,
지적장애인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인 행동적 태도를 의미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 예비 조사: 50명
• 본조사: 728명(일반인이 284명(39.3%), 장애
관련전문가는 438명(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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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 출판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 척도


지적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orin, Crocker,
Beaulieu-Bergeron, & Caron(2012)이 개발한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 차 원 적 태 도 척 도 (Attitudes Toward Intellectual Disability
Questionnaire; ATTID)를 활용



지적장애인 태도 측정을 위한 “널리 사용되며 최근에 개발된” 도구로
평가됨(Scior & Werner, 2016)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 척도(ATTID)는 지적장애인에 대
한 일반 대중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캐나다 퀘벡 지
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비장애인 1,605명이 연구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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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TTID의 특성

1) 지적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최근에 개발된
다차원적 태도 측정 도구

2) 지적 장애인의 기능 수준에 따라 응답자의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도록 설계됨
- 후반부 37개의 문항들이 가상의 경도 지적장애인과 중도 지
적장애인에 대한 2개의 묘사글 다음에 제시되어 두 지적장애
인의 기능의 수준(지적 능력 및 적응행동) 차이에 따른 응답자
의 태도를 알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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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 척도(ATTID)에 제시된 두 지적
장애인에 대한 묘사글
지적 기능의 수준

묘사글
경원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성인입니다. 경원씨는 그의 건강을 돌

가상의

볼 수 있고, 샤워하기, 옷 입기와 같은 개인적인 생활을 관리할 수

경도 지적장애인

있지만 잘 하고 있는지 가끔씩 살펴봐주어야 합니다. 경원씨는 대

(지적장애가 경한)

화를 이어갈 수 있지만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것에 대해 대화하는

경원씨

것은 어렵습니다. 경원씨는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중원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성인입니다. 그는 소리와 몸짓으로 의

가상의
중도 지적장애인
(지적장애가 심한)
중원씨

사소통 합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몸짓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원씨는 심각한 협응 문제를 가져서 그가 이동할 때
엔 누군가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외출할 때엔 항상 동행이
필요합니다. 그는 다양한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는 장애
인용 숟가락을 사용하여 스스로 식사할 수 있지만 음식을 떨어뜨
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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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TTID의 특성 (계속)
3) 원척도는 5점 Likert 방식의 67문항
4) 각 문항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지적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더 부
정적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지적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1
점: 매우 동의한다, 2점: 동의한다, 3점: 보통이다, 4점: 동의하지 않
는다, 5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지적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는 처음으로 응답자
가 해당 문항에 해당되지 않거나 문항에 대해 잘 모를 경우에 ‘잘 모
름/해당 없음’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함(Morin et al., 2013)
6) 5가지 하위 요인은 (1)불편; (2)능력과 권리에 대한 지식; (3)상호
작용; (4)감수성; (5)원인에 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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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TTID의 5가지 하위요인, 차원, 문항의 수
하위 요인

차원

문항의 수

(1) 불편

정의적 태도

17

(2) 능력과 권리에 대한 지식

인지적 태도

20

(3) 상호작용

행동적 태도

17

(4) 감수성

정의적 태도

6

(5) 원인에 대한 지식

인지적 태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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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절차 및 통계처리
원척도 저자인 Dr. Morin 교수에게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
여 한국 타당화 연구를 목적으로 원척도를 사용할 것을 허
락받음

이중 언어 사용자와 특수교육 전문가 2인, 특수교육 전공
교수 1인의 도움으로 원척도 문항에 대하여 번역 및 역번
역 절차를 거쳐 67문항의 예비 조사용 척도를 제작

예비연구를 실시해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거주 및 근무
하는 장애관련전문가와 일반인 50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문항의 양호도를 검토(SPSS 22.0)

전문가 내용 타당도 평가를 통해 예비 조사용 척도의 문항
구성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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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절차 및 통계처리(계속)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거주 및 근무하는 장애관련전
문가와 일반인 722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문항의 양호도를 검토

탐색적 요인분석(SPSS 22.0)과 확인적 요인분석(AM
OS 22.0)을 실시하여 3요인 구조의 구성타당도를 검
토

‘인지적 태도’, ‘정의적 태도’, ‘행동적 태도’의 3가지 하
위요인으로 총 36개의 문항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신
뢰도는 .928,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914 ∼ .931

Ⅲ. 연구결과
1. 예비조사
1) 예비 조사 문항분석
• 예비 측정 도구의 문항양호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분석을 실시
• 예비조사 문항분석 결과 예비조사 연구 참여자 응답의 평균은 3.67점, 표준편
차는 0.94

2)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토
•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토를 통하여 67개의 문항 모두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
원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적합한 문항이라고 판단

•

예비 조사 문항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삭제가 고려되었던 문항들도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삭제치 않고 본 조사 측정 도구에 포함하기로 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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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조사
1) 본조사 문항분석
•

67개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하위요인별 문항간 상관, 문항-하위요인 총점간
상관,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를 검토

•

각 문항의 평균은 2.725∼4.519, 표준편차는 .690∼1.175로 나타났으며 문항
의 평균이 4.5를 초과하는 문항을 삭제

•

하위요인별 문항간 상관이 .7이상인 문항 문항들은 양호도 기준을 벗어나긴 하나
그 정도가 미미하므로 추후 적합도가 낮은 경우가 발생하면 삭제키로 함

•

마지막으로, 문항-하위요인 총점 간 상관이 .3이하인 문항과 문항제거 시 내적합
치도가 상승하는 문항을 삭제

2) 탐색적 요인분석
(1)본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확인
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899
근사 카이제곱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df
유의수준

•

17923.576
861
0.000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으로 하였고, 요인회전은 varimax 직각회전을 적용하여
최종구조를 추출, 요인부하량과 내적합치도가 낮은 16개 문항을 삭제

2. 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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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적 요인분석(계속)
1)

(2) 요인의 수 결정
• 연구자의 판단에 근거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요인의 수를 3개로 설정함(3
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49.899%를 설명)
•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정한 42개 문항의 3요인 구조를 원척도의 요인구조
와 비교했을 때, 원척도의 3가지 차원인 ‘인지적 태도, 정의적 태도, 행동적 태
도’차원과 요인의 개수가 일치하였고 원척도에서 3가지 차원에 속했던 문항들
이 동일하게 3가지 하위 요인으로 묶여 문항의 구성이 일치함.
• 이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3가지 요인에 대하여 각각 요인 1은 정의
적 태도, 요인 2는 행동적 태도, 요인 3을 인지적 태도로 명명함
(3) 하위요인 간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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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조사
3) 확인적 요인분석


추정법은 최대우도법으로 지정



1차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표준화계수 .4미만인 문항을 문항의 순서대로 한 문항씩 삭제
하고 재분석을 실시. 그 결과 6개의 문항이 삭제됨



χ2 통계량이 유의하였고 TLI(.822)와 CFI(.835)가 수용기준인 .9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
였으나 1차 확인적 요인분석의 값보다 나아진 것을 확인. 또한 RMSEA 값이 0.113에서
0.084로 떨어져 수용기준 내로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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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조사
4) 신뢰도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6이상일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이익
섭, 이윤로, 2006) 한국판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 척도의 신뢰도는 통
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검증

하위요인

문항 수

신뢰도

인지적 태도

10

.914

정의적 태도

14

.931

행동적 태도

12

.917

전체

36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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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판 ATTID의 최종 요인과 문항
한국판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 척도(Korean Version
of Attitudes Toward Intellectual Disability Questionnaire; KATTID)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 및 장애관련전문가의 태도를 측
정하는 검사도구로서 인지적 태도, 정의적 태도, 행동적 태도의 세
하위 요인으로 구성

인지적 태도 요소가 10문항, 정의적 요소가 14문항, 행동적 요소
가 12문항으로,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진술문
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매우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
우 그렇다(5점)’으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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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판 ATTID의 최종 요인과 문항(계속)
Morin 등(2012)의 원 척도와 동일하게 응답자의 성실한 응답의 가능성
을 높이기 위하여 각 문항에 해당이 안 되거나 잘 모른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안 됨/잘 모름’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이 응답은 태도 점수에 영향
을 주지 않는 결측치로 처리
14개의 부정적 진술문(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
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은 역환산점수로 산정하여 총
점수에 반영

척도의 총 점수는 최저 36점, 최고 180점이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
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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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판 ATTID의 최종 요인과 문항(계속)

4. 한국판 ATTID 질문지

Ⅳ. 논의 및 제언
1. 연구의 의의
1) 2000년대 들어 괄목할만한 장애 관련법 시행 및 통과라는 사회적 변
화에 부합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 장애는 ‘진화하는 개념’이라는 측면에서(박승희(2004), 박승희 외 역,
(2016)) 최근에 개발된 태도 측정 도구를 타당화하였다는 시기적 적
절성
최근에 개발되어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한 다차원적 태도 측정
도구인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 척도(ATTID)를 장애관련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내 타당화하여 국내 지적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려 함

Ⅳ. 논의 및 제언
1. 연구의 의의(계속)
3) 해외 개발 도구의 타당화 절차를 충실히 수행
본 연구는 해외 개발 도구의 국내 타당화를 위한 번역 및 역번역, 전문가 검토
과정을 충실히 수행하여 해외 개발된 도구를 국내의 사회문화적 풍토에 적합
하게 타당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타당화에 참여한 인원의 수도 722명
으로 적지 않음

4) 일반인 및 장애관련전문가 5가지 직업군을 대상으로 국내 타당화 실
시
본 연구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관련전문가 5가지 직업군을 대상으로 국내
타당화를 실시하여 장애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사,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추후 장애관련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
를 진행할 수 있음

Ⅳ. 논의 및 제언
1. 연구의 의의(계속)
5) 지적장애인의 기능의 수준 차이에 따라 응답자의 태도 차이를 규명
- 지적장애인의 기능의 수준차이에 따라 응답자의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볼 수 있는 최초의 측정 도구.
- 응답자는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수준이 차이나는 두 지적장애인에 대한 짧은 묘
사글을 읽고 관련된 문항에 응답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적장애와 지적장애인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라도 해당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으며 이는 태도 측정 결과의 정확성으로 이어짐
- 두 개의 묘사글이 기능의 수준 차이가 있는 지적장애인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
문에,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 수준이 높거나 낮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동시에 점검할 수 있음

6) 국내 지적장애인에 대한 최초의 다차원적 태도 측정 도구
- 본 연구는 다차원적 측면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최초의 측정
도구를 소개. 태도의 3가지 차원이 가진 각각의 특성과, 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
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개별적으로 고안하고자 하는 후속연구를 자극할 것

Ⅳ. 논의 및 제언

2. 연구의 제한점



응답자의 거주지 및 근무지가 서울시 및 경기도 지역으로 제한되어 국
내 모든 장애관련전문가와 일반인의 응답으로 일반화되기에는 어려움



연구참여자인 장애관련전문가의 5가지 직업군과 일반 대학생, 일반인
의 표본 수가 실제 인구에 대한 각 집단의 비율로는 표집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각 집단 전체 인구의 응답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

Ⅳ. 논의 및 제언

3.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 K-ATTID 문항을 지적장애인 교육과 그들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활용 가능
지적장애인의 교육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결정의 목표 수립 과정에서 다차원적 태도 척도
의 문항이 하나의 교육 목표나 정책의 아이디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교육 및 정책 수행
의 평가 단계에 응답자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를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
을것

2) K-ATTID 문항을 장애관련전문가 양성 및 훈련 프로그램의 목표로 활용 가능
장애관련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의 계획 및 평가를 위해 다차원적 태도 척도의 문항 자체가 훈
련의 구체적인 목표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훈련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 사전-사후에
측정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

3) 장애관련전문가 및 일반인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태도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의 계획 수립 평가 과정에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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