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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전환계획
조 용 태

*

사회적 능력은 모든 생활 장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학습
장애아동은 습득하기 어려운 기능이다. 학습장애아동들은 교실에서 그리고 성인기에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의사소통, 지시 따르기, 과제를 경청하고 완성하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
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능들은 학습장애아동을 위한 개별화교육계획과 개별화 전환계획에서
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학습장애아동의 특성과 사회적 능력 결함의
특성을 탐색하는데 있다. 사회적 능력 문제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이러한 기능의 정의, 학
급 시사점, 복잡함과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기능 훈련 부가의 중요성 논의를 통해 조사되
었다.
주요어 : 학습장애아동, 사회적 능력, 전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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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사회적 능력은 모든 장면에서 모든 사람에 필요한 중요한 발달 영역 가운데 하나이다.
가정이든 학교이든 지역사회이든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능이다. 교육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유능한 사회 구성원을 양성하는 것으로 본다면, 적절
한 사회적 능력은 더욱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특수교육에서 사회적 능력은 정신지체아동을 중심으로 주로 논의되어 왔다. 각 장애의
정의에서 사회적 능력을 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로 삼는 것이 정신지체아동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학습장애아동의 경우도 사회적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
이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조용태, 1998, 2000).
전문가들이 학습장애아동으로 명명하는 하나의 준거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기 시작할
정도로 사회적 능력은 아동의 교과에 영양을 주고 있는 것으로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다
(Coleman & Minnett, 1993). 또한 과거의 학습장애 여부의 판단은 주로 학업적 문제가 중심
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능력에 속하는 사회적 기술의 결함을 학습장애 판단의 중요
한 기준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Panyan, 1998). 비록 이러한 생각이 극단적이기는 하
지만, 교실에서 아동이 잘 활동하는데 필수적인 만큼 나중에 사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준비
가 되는 것이다.
학습장애아동이 사회에서 적절하게 활동하고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은 학교에서 학습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사회로 잘 나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전환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에서 전환교육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며, 지금까
지 전환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직업적 기능을 중심으로 언급되어 왔다. 그리고 전환교
육의 실제보다는 주로 이론에 치우쳐 논의되었다(김동일 김언아, 2003).
전환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직업 경험, 독립생활기능, 직업 교육, 개별화교
육계획, 진로인식, 사회적 기능으로서(Patton, Hegenauer, Marinoble, & Reifman, 1984), 우리나
라 특수교육에서는 주로 직업이나 독립생활기능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학습장애아동의 사회적․직업적 적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능력이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 학습장애아동의 전환교육계획에서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과 방
법이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장애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특성과 전환교육의 구성요소를 살펴보
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능력과 전환교육계획의 관계를 개관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
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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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습장애아동의 사회적 능력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학습장애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전환교육계획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학습장애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전환교육의 관계를 개관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학술논문을 분석한 문헌연구이다.
학습장애아동의 통합교육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이후의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필요
한 능력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능력의 특성을 검토한다. 특히 전환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
루어지기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전환교육계획과 전환교육이 수행되지 못
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수교육 상황에서, 전환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자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장애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전환교육의 관계를 기술적으
로 살펴보는 탐색적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은 관련분야의 초기 연구단계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헌연구를 수행하면서
사전에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기준에 의해 진행되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의 타
당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학습장애아동의 통합
교육뿐만 아니라 전환교육의 수행을 위해 개별화교육계획과 개별화전환교육을 수립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Ⅱ. 사회적 능력과 전환교육
1. 사회적 능력의 개념 및 구성요소
사회적 능력은 사회적 행동의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 ⓐ 적응행동, ⓑ 사회적 기능과 같
은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포괄하는 것으로 Gresham과 Reschly(1988)가 개념화한 것이다.
적응행동에는 독립적 기능 기술, 신체발달, 언어발달, 교과 능력이 포함된다. 사회적 기능에
는 대인관계 행동(권위를 받아들이기, 대화 기능, 협력 행동, 놀이 행동), 자기 관련 행동(감
정 드러내기, 윤리적 행동, 긍정적 태도), 과제 관련 행동(참여 행동, 과제 완성하기, 지시
따르기, 독립적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회적 능력 모형은 유형적 행동(적응적, 대인관
계, 과제 관련)과 무형적 행동(자기 관련)을 구분하기 때문에 개념적 수준에서 유용한 것이
지만, 또래수용과 같은 사회적으로 능숙한 행동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을 짓는 것은 어렵다.
사회적 능력의 두 번째 모형은 Vaughn과 Hogan(1990)이 개선시킨 것이다. 이들은 ⓐ 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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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긍정적 관계, ⓑ 정확하고/연령에 적합한 사회적 인지, ⓒ 부적응 행동의 부재, ⓓ 효
과적인 사회적 기능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고차 기능으로서 사회적 능력을 보면
서, Gresham과 Reschly(1988)의 모형과 비슷한 보다 포괄적인 모형을 제안하였다. 다른 사람
과의 긍정적 관계는 일반적인 또래지위, 우정과 친밀한 관계의 유형, 가족 관계를 포함할
수 있다. 정확하고 연령에 적합한 사회적 인지는 대인관계 문제해결, 자기 점검하기, 능력
의 자기평가가 포함될 수 있다. 부적응 행동의 부재는 심각한 행동적 또는 사회적 문제의
부재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사회적 행동은 학교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중재를
위해 자주 표적이 되는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회적 능력은 정신지체뿐만 아니라 학습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능력은 많은 변인들이 서
로 상호작용하고 중복되기도 하는 매우 복잡한 발달 영역이다. 사회적 능력의 문제를 다루
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능력을 구성하는 변인들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
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적 틀에는 투입(inputs), 처리(processes), 결과(outcomes)라는 세 가지
과정을 중심으로, 그 각각에 해당되는 구성 요소들을 배치하여 조직화한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과 같다.
이것은 사회적 능력을 설명하는 아주 단순화된 개념적 틀로서, 모형의 가장 아래에 해당
하는 결과 구성요인을 먼저 설명할 것이다. 결과(outcomes) 구성요소인 바람직한 사회적 결
과는 정신지체아동 개개인의 요구와 갈망을 나타내는 것이며, 게다가 그것들은 생산적이고
행복한 성인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 전문가, 양육자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학습장애아
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들은 다음의 내용을 달성해야 한다: ① 자긍심(self-esteem), ② 자신
감(self-confidence), ③ 또래수용(peer acceptance), ④사회적
가족과능력중요한 타인에 의한 수용, ⑤ 우정
(friendships), ⑥ 강력한 대인관계, ⑦ 지역사회 수용(community acceptance), ⑧ 일터에서의 수
용, ⑨ 사회적 독립(social independence), ⑩ 지원적인 사회적 환경(supportive social milieu).
문화적 결정요인

투입

처리

결과

사회적 정서

사회적 기술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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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 구성요소들은 학습장애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들의 노력과 생활
경험의 상호작용을 통해 달성된다. 위에 제시된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를 획득하도록 하기
위해 학습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중재는 전 생애에 걸쳐 수행되어야 한다.
중재를 위해 이러한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모형의 가장 위에 위
치한 사회적 능력의 문화적 결정요인이 확인될 것이다. 이 모형에서 문화적 결정요인으로
구성된 투입 결정요인은 개인의 삶에 의한 가치와 사회적 표준이다. 사회적 능력의 역동적
인 원자료는 지역사회 크기, 종족의 혼합, 국가의 종교, 지역사회의 전통에 따라 바뀔 것이
다. 이러한 문화적 범주에서 기능하는데 실패하는 것은 사회적 수용과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 개발에 방해가 될 것이다. 이 모형의 목적을 위해 주요한 문화적 결정요인 범
주는 다음과 같다: ① 지역사회 가치(community values), ② 성인/아동관계를 위한 기준(standards
for adult/child relations), ③ 가족 구성원 역할 기대(role expectations), ④ 사생활 기준(privacy standards),
⑤ 예절의 기준(standards of decency), ⑥ 직업윤리(work ethic), ⑦ 공평성의 기준(standards of fairness),
⑧ 독립 기대(independence expectancy), ⑨ 시간적 기준(잡담의 길이, 수용할 수 있는 시간 지연
등)(temporal standards), ⑩ 사회적 책임의 기준(standards of social responsibility), ⑪ 차이에 대한 지
역사회 관용(community tolerance of differences), ⑫ 미적인 관습과 가치(aesthetic conventions and values),
⑬ 식사 예절(table manner), 교회 예절(church manner), 공연장 예절(theater manner), 공중 도덕(public
courtesies), 교실 예절(classroom manner), 직장 예절(work place manner) 등과 같은 상황적 관습
(situational conventions).

문화적 결정요인은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능력의 구성요
소이다. 행동은 무수한 가치와 규칙에 자신의 행동을 연결하고 개인적으로 적응하는 모형
의 세 가지 처리를 통해 발생한다. 처리의 세 가지 구성요소에는 사회적 정서, 사회적 기
술, 사회적 지능이 포함된다.
사회적 정서(social affect)는 사회적 능력의 외현적 처리 구성요소(overt process component)이
다. 이 틀에서 사용된 사회적 정서는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와 관련된 것
이다. 다음과 같은 바람직한 사회적 정서를 가진 개인은 사회적 수용을 보다 잘 받게 되는
것이다: ① 유쾌함(cheerfulness), ② 열정(enthusiasm), ③ 자신감(confidence), ④ 낙천성(optimism), ⑤
모험성(risk taking), ⑥ 독립성(independence), ⑦ 좋은 자세(good posture), ⑧ 좋은 차림새(good
grooming), ⑨ 유모어 감각, ⑩ 애정(affection), ⑪ 자기주장(assertiveness)
아동의 정서를 개선하도록 확실하게 설계된 지도 자료와 방법이 있지만, 정의적 영역에
대한 관심은 모든 활동과 교수에서 표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직 정서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사회적으로 보다 유능한 개인을 양성할 수는 없다.
사회적 기술과 행동 역시 사회적 능력의 다른 외현적 측면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직접적
으로 가르쳐질 수 있고, 생활 경험 속에 주입하여 가르쳐질 수 있고, 유능한 또래와 성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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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함으로써 우발적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주요한 사회적 기술과 행동은 다음과 같
은 범주이다: ① 주도적 상호작용(대화 시작하기 등), ② 상호작용 반응(불만에 대한 반응
등), ③ 개인적인 사회적 행동(당황함을 다루기 등), ④ 학교 행동, 직장 행동, 공공장소 행
동, 가정 행동과 같은 구체적인 기술과 행동 설정.
사회적 능력의 외현적 측면에 대한 직접 지도는 커다란 기대를 갖도록 하지만, 외현적
측면은 교수 팀이 다루는 사회적 능력의 요소가 되기에는 불충분하다. 사회적 기술을 지도
하는데 사용된 기법은 사회적 지능을 개선하도록 개발된 것과 결합되어야 한다.
세 번째 요소인 사회적 인지(social cognition)는 정신지체아동들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영
역 가운데 하나로 취급되었다. 사회적 인지는 다른 사회적 장면, 개인적 상호작용과 상황의
복잡성에 관련된 이해, 해석, 적절한 행위에 대한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비장애
아동들의 경우 이러한 능력은 발달과 동시에 획득되는 것이다. 사회적 인지의 범주에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 된다: ① 역할 교환(role taking)/감정이입(empathy), ② 사회적 변별과
추리(social discrimination and inference), ③ 사회적 이해(social understanding/comprehension), ④ 타
인의 동기 이해(understanding motives of others), ⑤ 도덕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moral and ethical
judgement), ⑥ 관련 의사소통(referential communication), ⑦ 사회적 문제해결(social problem solving)
이러한 개인적 성장 영역에 있어서 선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신지체아동들은 중
재에 의해 진전할 수 있다.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이 가르쳐질 수 있고, 경험은 사회
적 변별, 도덕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을 개선하도록 배열되고, 기회는 사회적 문제해결 연습
을 위해 제공된다.
2. 학습장애아동의 사회적 능력
사회적 능력은 청소년이 성인기로의 전환을 잘 하는 방법에서 필수적이 부분의 역할을
한다. 적당한 사회적 기술이 없는 사람은 고용, 일상생활 기능, 독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
영역에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고용자들은 사회적 능력이 일터에서의 실제 경험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Mellard & Hazel, 1992). 생각과 질문을 조직하는 능력이 있고, 유머 감
각을 가지고 있으며, 돈을 다루고 동료들과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직무를 보다 잘
수행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고용자들은 말하였다(Doren, et al., 1996; Mellard & Hazel,
1992). 또한 빈약한 동료관계와 낮은 사회적 기능은 탈락, 청소년 비행행동, 직무 종료, 자
살, 경찰 접촉과 군대에서의 불명예제대와 관련된다(Bryan, 1997). 아동과 성인들은 독립적이
고 성공적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들의 문화 규칙 내에서 적절한 사회
적 기능을 나타낸다.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들에게 호소를 적
게 하고, 생활에서 계속적인 문제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Pavri & Luftig,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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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능력은 학습장애아동과 활동하는 사람들의 관심 영역 가운데 하나이다. 조용태
(2000), Haager와 Vaughn(1995)에 의하면, 학습 장애아동 가운데 35-75%정도가 사회적 기능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학습장애아동들은 정서적 문제, 낮은 자긍심, 행위결
함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Pavri, 2001). 그래서 사회적 능력의 발달은 학습장애아동의 교육계
획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학습장애아동들은 비교적 가벼운 낙인을 받기 때문에
이들은 중증 장애아동들보다 적은 전환계획으로도 성인기로 이동할 것으로 기대된다(Cronin,
1996; Sitlington, 1996).

사회적 능력의 부족은 상황적 요인에 기인될 수 있는데, 지각 행동을 포함하게 된다. 연
구에 의하면, 대다수 학습장애아동들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교육적 상황에서 정보를 부
호화하고 산출하는데 있어서 정상아동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Mellard &
Hazel, 1992; Tur-Kaspa & Bryan, 1994). 대다수 교육 장면에서 이러한 시간 지연은 사회적으
로 수용될 수 없는 것으로 지각된다. 따라서 정보처리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기
능 결함을 유발하게 된다. 동시에 교사들은 빈약한 사회적 기능이 빈약한 성취와 적은 강
화 또는 기회가 점점 커지는 것과 함께 아동의 수행의 질을 판단하는데 사회적 기능을 사
용하고 있다(Bryan, 1997; Cronin, 1996; Pavri & Luftig, 2000).
학습장애아동들은 교실에서 사회적 무례를 자주 나타낸다. 교사들은 학습장애아동들이
과제이탈과 보다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한다고 말한다(LaGreca & Stone, 1990; Sitlington,
1996). 다른 문제에는 교실 규칙을 따를 수 없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독립
성 문제가 포함된다(Pavri & Luftig, 2000). 또한 학습장애아동들은 스스로 오해를 하는 문제
도 있다. 분명하게 질문을 할 수 없거나 그들의 요구를 표현하는 장벽을 만드는 것은 친구
를 만들고, 집단에서 활동하고, 자아통제를 하는 것과 같은 대인관계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
다(Bender & Wall, 1994; Mellard & Hazel, 1992).
사회적 능력이 궁극적으로 직업 세계에서 성공에 필수적이지만, 교실에서의 성공에도 중
한 역할을 한다. 학교 환경은 뿌리깊은 전통과 엄격한 규칙이 있는 곳이다(Pavri & Luftig,
2000). 비록 사회의 규칙과는 다르지만 교실에도 규칙과 사회적 구조가 있어서 아동들에게
다양한 얼굴을 요구하고 있고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 사회적으로 유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Goodwin, 1999). 학습장애아동들이 있는 교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학습장애아동들의 빈약한 교과 진전은 사회적 능력 부족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전문
가들이 학습장애아동으로 명명하는 하나의 준거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기 시작할 정도로
사회적 능력은 아동의 교과에 영양을 주고 있는 것으로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다(Coleman &
Minnett, 1993). 비록 이러한 생각이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교실에서 아동이 잘 활동하는데
필수적인 만큼 나중에 사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준비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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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적 능력과 전환교육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 특히 학습장애아동의 개별화교육계획이나 개별화전
환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기능의 사정에는 관심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Anderson,
2000). IEP/ITP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행동적 고려는 아동이 정서장애이거나 과거에 위험행동
을 나타냈을 때만 논의되었다. 아동이 중학교 수준에 도달하면 고용과 시설 수용과 같은
이슈들이 약간 탐색되었다. 긍정적이고 이해득실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아동이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같은 제한된 고려를 할 때만 아동의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능력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이러한 기능들은 성인
기로의 전환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의 경우 최근에 전환은 특수교육에서 지배적인 이슈가 되었다. 지역 교육청은 고등
학교 졸업 후 교육, 군대, 경쟁적/지원적 고용, 생활 준비와 성인 서비스를 나타내고 좋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능력은 전환 개혁을 위한 일련의
요구로 자주 언급되지 않았다. 2002년 6월 특수교육과 조기중재 서비스 교육과의 Center for
Educational Networking journal의 이슈가 전환을 위해 할애되었다. 이 정기간행물은 개혁의 요
구, 기금, 행정지원,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대상자에 대한 부모의 관점을 논의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활동으로 이동하여 장애아동의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실제에 대
해 광범위하게 적용된 틀을 조사하였다. Kohler(2002)가 개발한 제안된 틀의 분류는 학생중
심결과(student-focused outcomes), 학생 발달, 기관 간 협력, 가족 참여, 프로그램 구조와 속성
과 같은 다섯 가지 영역에 전환을 조직하였다. 각 영역은 아동이 성인기로 이동하기 위한
잘 설정된 전환교육계획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는 사
회적 능력이 아동발달에서 표현되고, 철저한 협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직업 개발을 위한 준비로서, 기관 간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요구는 아직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만약 아동이 집단
에서, 질문하기에서, 문제해결에서, 자신의 요구를 교환하거나 주장하는데서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나타내는데 실패하게 되면, 학습장애아동은 지역사회와 연계하거나 서인으로 무엇
인가 “되고 행하는”데는 문제를 가진다(Doren, et al., 1996). IEP/ITP 목적과 목표에 반영할
수 있는 중재가 요구되는지의 여부를 팀 구성원들이 탐색하기 위해 학습장애아동을 위한
IEP/ITP에 사회적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Anderson, 2000).
학습장애아동을 위한 대부분의 전환계획은 고용, 시설 배치, 직업 훈련, 고등부 이후 교
육, 성인 서비스, 레크리에이션과 여가를 나타내고 있다. 종종 의학적 요구와 교통 역시 논
의하였다. 모든 IEP/ITP는 각 영역에서 아동을 사정하는 방법, 이용할 수 있는 선택,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과 의무, 지역사회 중심의 기회, 시작날짜와 종결날짜가 상세하게 개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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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다른 중요한 고려를 논의하기 위해 IEP/ITP의 한 부분을 할애하기도 한다.
앞에서 독립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성인기 성공을 위해 학습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사회
적 기능을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다른 아동들과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생각과 의문을
조직하는데 어려움을 가진 학습장애아동은 고용 상황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가진다. 특별한
요구를 가진 모든 아동처럼 IEP/ITP 팀은 경쟁적이든 지원적이든 활동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고, 목적과 목표는 고용에 도달하도록 개발되었다. 직업 사정과 선택이 검토되었고,
직업 연결과 배치가 시작될 것이다.
또한 팀은 직무를 수행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다른 사회적 기능을 평가해야 하고, 이러
한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이 IEP/ITP에 포함되어야 한다. 팀은 이 이동의 고용 목적
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아동은 소비자, 집단 계획, 조직 기능, 문제 해결이나 도
움 요청과 함께 의사소통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원한다. 만약 아동이 이러한
영역에 결함이 있다면, IEP/ITP는 장기목표를 달성하는 동안 이러한 결함에 관심을 가지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종종 일 관련 기능은 학습장애아동들이 성인기로 이동하는데 문제를 가질 때까지 이미
학습된 것으로 가정되었다(Dunn, 2001; Sitlington, 1996). Anderson(2000)은 학습장애 청소년들
에게 사회적 기능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서 문학의 사용을 검토하였다. 한 가지 예는 사
회적 능력을 긍정적 또래관계, 적절한 사회적 지각, 부적응 행동과 적절한 사회적 행동의
부재와 같은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Vaughn & Hogan, 1990). Vaughn(1985)는 이러한 요
소들을 정규 교육과정 속에 삽입하도록 촉구하였다. 교사는 학습장애아동들이 알도록 그리
고 구체적으로 문제영역을 드러낼 수 있도록 관찰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아동은 다른 사
회적 상황에서 발생되는 것을 이해하고 지각하도록 요구된다(Vaughn & Hogan, 1990).
교육과정 내에 사회적 기능 훈련을 포함하기 위한 전략에는 감정이입, 단서 민감성, 대안
적 사고, 결과, 기능 수행과 최선의 실제, 통합이 포함된다(Vaughn, 1985). 사회적 기능 결함
에 대응하는데 문학을 사용함으로써 교사는 사회적 중재와 이야기나 연극 속의 주요 사건
의 해석을 결합할 수 있다. 하나의 예로서 아동에게 실제 생황에서 이야기 내 특정 행위로
나타나는 결과를 해석하도록 요구한다. Vaughn(1985)는 이야기 속의 인문과 그들이 나타내
는 행위에 의해 경험한 정서를 탐색하도록 확인 전략의 사용을 인용하였다. 아동들이 이러
한 행위를 탐색하면 그들은 대안적 결과를 산출하게 되는 대안적 행동을 개발할 수 있다.
역할놀이와 시나리오는 교실에서 구성할 수 있고, 직무 면접, 집단 계획 시한, 문제 제기,
힘든 고객 다루기, 분명하게 질문하기에 대한 직업 훈련에서 사용될 수 있다(Goodwin, 1999;
Smith, 1995).

이외에도 사회적 기술의 획득 증진 방법에는 모델링(modeling), 코칭(coaching), 행동지연(behavioral
rehearsal), 사회적 문제해결(social problem solving)이 있다. 사회적 기술의 수행 향상 방법에는 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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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 전략(peer-initiation strategies), 신호와 촉구(cuing and prompting), 강화 전략(reinforcement-based
strategies), 집단 유관체제(group-oriented contingency systems), 행동계약(behavioral contracts), 가정 연락
장(school-home notes)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에서 교실은 제 때 적절한 직업 습관을 드러내고, 제 때 일을 잘 완성하도록
성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그들이 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성공적이 되도록 그들의
IEP/ITP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 결과로 학교에서 충분한 사회적 능력 훈련을 통해 적절한
사회적 능력을 갖추었을 때 비로고 학습장애아동의 전환도 원활할 것이다.

Ⅳ. 결 론
사회적으로 무능한 사람은 사회에서 관계와 상호작용의 유형으로 적절하게 상호작용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무능력한 것이 기본이다. 아동, 청소년, 성인은 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회적 상황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능력에 대한 요구는 모든 사람
의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볼 수 있다. 사회적 기능의 습득은 교과 성공, 보다 좋은 또
래관계, 성인기의 보다 커다란 만족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학습장애아동은 그러한 상호작
용 기회가 적기 때문에, 사회적 기능은 가르쳐야 하고, 아동 발달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
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 기능은 IEP/ITP에 포함되어야 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 통합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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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 of Social Competence and Transition Plan
into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Cho Yong Tae*

Social competence is the ability to use the appropriate social skills in every aspect of life. Social
skills at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are a difficult skill to learning. These children have
problem with communicating, following directions, listening and completing a task, which can cause
problems in the classroom and in adulthood. These skills are rarely addressed on the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IEP) and individualized transition plan(ITP) for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d
social competence deficits. The difficulties of social competence are examined through literatures,
classroom implications, complications in adolescence/adulthood and a discussion of the importance of
adding social skills training to the curriculum.

Key words :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social competence, transi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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