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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아의 사회  통합 진을 한 

사회-의사소통 능력 증진

이소  

(이화여자 학교 특수교육과)

이소 . 장애 유아의 사회  통합 진을 한 사회-의사소통 능력 증진. 언어청각장애연구, 
2003, 제8권, 제1호. 300-325. 사회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은 한 연 성을 보이는 

역들이다. 궁극 으로 언어 발달로 이어지는 의사소통 발달은 출생과 더불어 양육자와의 사

회  상호작용 맥락 내에서 시작된다. 의사소통 기술은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사회  상호작

용 상황 안에서  더 향상되며, 동시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동으로 하여  좀

더 사회 으로 유능하게 만듦으로써 상호 인 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한 교수는 이러한 두 역의 발달이 서로 향을 미치는 범  내에서 함께 고

려되어야 하며, 사회-의사소통 능력이 발생하는 자연 인 환경에서 련 행동의 형태와 기능

에 한 구체 인 진단을 통해서 한 교수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의사

소통 능력의 결여로 인해서 통합 장에서 진정한 소속감을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는 장애 

유아들에게 이러한 사회-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한 구체 인 진단과 교수가 어떠한 차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하 다.

핵심어: 장애 유아, 사회  통합, 사회  기술, 의사소통 기술, 사회-의사소통 기술, 유치원 

통합

Ⅰ. 연구의 필요성  목

장애 유아 교육에 있어서 사회  기술  의사소통 기술의 교수는 매우 요한 교육과

정의 내용이다. 특히 지 까지 많은 아동 발달 이론을 통해서 성공 인 사회  상호작용( : 

성인-아동간 상호작용, 아동간 상호작용)은 사회성, 언어, 인지 능력과 같은 발달 능력의 발

을 한 요한 상황과 기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Bijou, 1993; Flavel, 1977; 

Piaget, 1926; Vygotsky, 1978). 1970년  이후로 들어오면서 유아들의 의사소통 능력은 아

동 발달의 매우 요한 측면으로 인식되기 시작하 으며(Dyson & Genishi, 1993), 발달지체 

유아들을 한 재의 결정 인 요소로 포함되기 시작하 다(Bricker, 1993; McLean & 

Cripe, 1997). 마찬가지로 사회  능력도 아동 발달의 기본 인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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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sham & MacMillan, 1997; Guralnick, 1994) 발달지체 유아들의 교육 로그램의 주요 

요소로 포함되었다(Hartup, 1992; Newcomb & Bagwell, 1995).

사회  능력으로부터 의사소통 능력을 분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

고, 지 까지 많은 연구들이 사회성과 의사소통 역의 발달과 교수에 해서 독립 으로 다

루어 왔다. 그러나 언어는 사회  상호작용의 주요 매개체이며 사회  발달의 본질 인 측면

으로 인식되고 있으며(Gallagher, 1991), 언어에 있어서의 화용론  측면은 사회  능력으로 

조명되어야 함이 주장되고 있다(Prutting, 1982). 한 의사소통 능력은 사회  능력과 언어

 능력의 결합체임이 강조되고도 있다(Thompson, 1996). 특히 최근에는 사회  능력과 의

사소통 능력의 실제 인 측면보다는 이론 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실제로는 동일한 상임에

도 불구하고 하나의 상에 해서 서로 다르게 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 까지도 

제기되고 있으며(Odom, McConnell & McEvoy, 1992; Windsor, 1995), 두 역간의 계를 

이해하기 한 체계로 상호교환  모델(transactional model)(Sameroff, 1987)이 사용되기 시

작하 다(Fujiki & Brinton, 1994; Prizant & Wetherby, 1990). 실제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사회  능력이 유아기의 기타 발달 능력들의 출 에 의해서 향을 받고 한 향을 미치

는 계임이 입증되고 있다(Guralnick, 1992; Odom et al., 1992). 

두 발달 역간의 이와 같은 한 상호 연 성에도 불구하고 교육 장에서의 사회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한 재의 노력은 연구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독립 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 유아를 한 교육은 사회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모두의 향상을 

해서 을 맞추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 두 발달 역은 요한 교육과정으로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방법론 인 측면에서는 상호 연 성이 한 두 역의 

련성에 한 깊은 이해와 함께 연계 이고도 총체 인 교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회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상호 연 성에 근거하여 최근

의 문헌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사회-의사소통 능력(social-communicative competence)이라

는 용어(Goldstein, Kaczmarek & English, 2002)를 심으로 사회성  의사소통 역의 복

합 인 교수를 통해서 장애 유아들의 사회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진하기 한 이론  

배경과 구체 인 방법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서 먼  장애 유아 통합교육 장을 

살펴 으로써 사회-의사소통 능력 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래 련 사회-의사소통 능

력의 정의를 제시하고, 실제로 통합교육 장에서의 교수 용을 한 구체 인 진단과 재

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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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의사소통 능력 증진의 필요성

통합교육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장애 유아 통합교육은 그다지 오랜 역

사를 지니지 않고 있으나 1990년 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주요 배치의 하나로 자리잡기 시작하

으며 1998년에 이르러서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들의 50 % 이상이 유치원에 통합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Odom, 2000). 통합교육(inclusion)은 장애 유아들에게 정상 인 발달을 

보이는 래들과 함께 정상화된 생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뿐만 아니라 래와의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  능력을 형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본 인 환경을 제공해 다. 

실제로 지 까지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통합 환경에서 장애 유아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정상 인 발달을 보이는 래들을 찰하고 함께 놀고 상호작용하면서 사회  기

술과 놀이 기술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Guralnick, 1990; Strain, 1990). 이것을 역으로 표

하면 장애 유아들이 통합 환경에서 성공 인 생활 경험을 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래

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합 환경의 정상 인 발달을 

보이는 유아들은 장애가 없는 래들과 상호작용 하는 것만큼 장애 유아들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지 되고 있으며(Guralnick, 1999), 이러한 상은 재 통합교육 장의 장

애 유아들이 실질 으로 래들에게 수용되고 있는지에 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 유아 통합교육의 성과를 정리하기 한 생태학  연구들

은 다각 인 측정 방법을 이용해서 통합 장의 장애 유아들이 실질 으로 수용되고 있는지

를 조사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참여한 80명의 장애 유아들  약 1/3 정도가 래들에

게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Odom et al., in press). 일반 으로 일반 유아들이 

래에게 사회 으로 거부당하는 비율이 약 10%인 것을 고려한다면 장애 유아들이 일반 유아

들에 비해서 래에게 거부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Odom et al., 2002). 그러나 

이 연구는 참여한 80명의 장애 유아들  1/3은 래들에게 수용되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잘 

수용되고 있는 장애 유아들에게도 교사와 문가들의 심이 주어져야 함을 구하고 있다.

통합교육 장에서 래들에게 수용되는가 거부되는가 하는 양면  상은 과정상의 

원인을 추정하기보다는 결과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 으로써 상에 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래들에게 수용되거나 거부되는 장애 유아들이 보인 공통 인 특성들을 살펴보면. 

래 수용이나 거부와 련된 거의 모든 특성들이 사회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 기술과 

련된다는 것이다(Odom et al., 2002). 를 들어서, 래에게 거부되는 장애 유아들의 경우 직

인 의사소통 기술의 결함을 가장 자주 보이며 래와의 갈등, 사회  기술의 결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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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사회  고립이나 축, 래를 향한 신체  공격, 놀이 기술의 결여, 성인과의 상호작용 

선호 등 나머지 특성들도 모두 사회-의사소통 기술들과 직 인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래들에게 수용되는 장애 유아들의 행동상의 특성도 역시 사회  기술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특성들도 애정을 표 하거나 의사소통  가장놀이 등의 

사회-의사소통 기술과 직 인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장애 유아 통합교육 장

에서의 구체 인 교수 활동의 방향을 정립함에 있어서 사회-의사소통 기술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합교육 장의 장애 유아 수용과 거부의 양면  상은 실제로 통합교육 

장에서 발생하는 사회  계에 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특히 장애 유아들

의 사회  상호작용과 통합의 효과를 살펴본 많은 연구들이 단편 인 사회  시작행동이나 

상호작용 발생 비율 등의 편 인 면만을 강조해 왔던 것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의미는 앞

으로의 연구가 실제로 학 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아들의 직 인 경험에 해서 좀더 

을 맞추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유아들은 학  래들의 사회  행동에 해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공

통된 경험을 나 다. 이러한 공통된 의미와 가치는 이들의 놀이와 일상 인 사회  상호작용

에 용되며, 결과 으로 ‘ 래 문화(peer culture)’를 형성하게 된다(Wolfberg et al., 1999). 

Wolfberg et al. (1999)은 통합 유치원의 사회  측면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래 문

화로의 실질 인 수용과 거부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 참여한 장

애 유아들은 모두 사회성, 의사소통, 놀이 기술에 있어서 결함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래 문

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바램을 보 으며, 이러한 바램과는 상 없이 래 문화로 수용되거나 

거부되는 양면  상이 나타났다. 결론 으로 통합 장의 장애 유아들은 다양한 형태의 사

회-의사소통 기술과 상징 인 행동을 통해서 래들에게 수용되고 함께 하고 싶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의도를 표 하는 시도가 성공 으로 수행될 때 래문화로의 실질

인 수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사회  능력’이 단순한 사회  기술들의 집

합체이기보다는 래 집단이라는 사회  집단의 문화 속으로 온 히 사회화되는 과정을 의

미할 수도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며, 결과 으로는 래 문화로의 수용을 해서는 참여를 

한 바램과 시도가 집단의 구성원인 래들에 의해서 인식되고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선제

조건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 유아의 사회-의사소통 능력은 그 교수의 필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이러한 행동  시도를 인식하고 이해해야 하는 상자들인 래

들이 구성하고 있는 집단 내에서( : 통합교육 장)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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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의사소통 능력 증진의 실제

1. 래 련 사회-의사소통 능력의 정의

래 련 사회-의사소통 능력(peer-related social-communicative competencies)을 

증진시키기 해서는 먼  재를 한 결정 이고도 효과 인 상 기술과 능력이 무엇인

지를 알고 교수해야 한다. 한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회-의사소통 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잘 

이해함으로써 재를 한 결정 인 요소들을 잘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능력과 의

사소통 능력은 서로 하게 련된 것으로 인식되고는 있지만 특별히 효과 인 래 련 

사회-의사소통 능력을 별하고 조사하는 연구들은 거의 없는 편이다(Conroy & Brown, 

2002).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래 련 사회  능력과 사회-의사소통 능력을 모두 살펴

으로써 장애 유아의 사회-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한 효과 인 재 상 사회-의사소통 기

술을 먼  정의하고, 사회-의사소통 능력의 다양한 요소들을 제시함으로써 그 이해를 돕고자 

한다.

래 련 사회  상호작용(peer-related social interaction)을 진하는 기술과 능력들

은 지 까지 매우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래 련 사회  상호작용은 “두 명 이상의 아

동들이 단어, 몸짓, 장난감, 는 물건들을 직 으로 교환하는 것”(Odom & Brown, 1993)

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정의에서 가장 요한 요소는 두 명 이상이 상호 인 교환 행동을 보

인다는 것이다. 지 까지 이러한 행동들의 상호  속성은 시작행동, 시작행동에 한 반응행

동, 계속되는 사회  상호작용 등의 몇 가지 주요 기능  요소들로 범주화되어 왔다(Fox et 

al., 1977).

1980년 와 90년 를 거쳐 장애 유아 교육에 있어서 사회  상호작용 증진을 해서 

효과 이라고 밝 진 특정 유형의 시작행동과 반응행동들이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행동들은 

수용자로부터 특정 행동을 일으키는 구어, 는 몸짓 기술들인 것으로 나타났다(Cornoy & 

Brown, 2002). 를 들어서, 놀이 조직하기, 애정 표 하기, 도와주기, 놀이감 나 기, 엉켜서 

뒹굴기(rough-and-tumble play) (이소 , 1992; Lee & Odom, 1996; Tremblay et al., 1981), 

화하기, 정보 나 기, 시작행동에 반응하기(Odom & Ogawa, 1991), 칭찬하기, 정보나 도움 

요청하기(Odom et al., 1987), 언 하기, 질문하기(Guaralnick & Paul-Brwon, 1984) 등의 기

술들이 효과 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사회  상호작용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사회-의사소통 기술들 역시 

장애 유아들의 래- 련 사회  상호작용을 증진하는데 효과 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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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사회  상호작용을 증진하는데 효과 인 사회-의사소통 기술들로는 맞춤, 공동 

심 집 , 설명  언어 구사, 반복하기/확장하기/ 래의 말 확인하기 등을 통한 한 반응, 

공동 놀이 제안, 요구 진, 놀이 활동 재구성(Goldstein & Ferrell, 1987; Goldstein & 

Kaczmarek, 1992), 차례 지키기, 주제 유지하며 화하기(Ostrosky, Kaiser & Odom, 1993) 

등이 보고되어 왔다. 

결론 으로 이상의 특정 기술들은 장애 유아들의 사회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한 

사회-의사소통 기술과 능력을 선정하는데 기본 인 틀로 역할 할 수 있다. 장애 유아 교육의 

기본 인 원칙으로서 개별 아동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교수목표가 선정되어야 함은 사실이지

만, <표 - 1>은 지 까지의 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래 상호작용에 있어서 지체를 보이는 유

아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회  상호작용  사회-의사소통 목표기술들의 를 보여주고 있다.

<표 - 1> 장애 유아를 한 래 련 사회  능력  의사소통 능력의 목표기술들

장애유아를 한 래 련 사회-의사소통 능력의 목표기술들

․ 래와의 놀이 구성하기

․ 래에게 애정 표 하기

․ 래를 도와주기

․ 래와 놀이 자료 나 기

․ 래와 뒤엉켜 뒹굴기 놀이하기(rough-and 

tumble play)

․ 래와 화하기

․ 래에게 정보 달하기

․ 래에게 칭찬하는 말하기

․ 래로부터 정보나 도움 요청하기

․ 래에게 의견 말하기

․ 래에게 질문하기

․ 래와 맞춤하기

․ 래와 공동으로 주의집 하기

․ 래에게 놀이에 해서 말로 설명하기

․ 래의 설명에 해서 반복하고 확장하고 분명하

게 하기

․ 래에게 공동 놀이 제안하기

․ 래의 놀이 활동을 재구성하기

․ 래로부터 반응 진하기

․놀이 에 차례지키기

․ 래와의 화 에 주제 유지하기

2. 장애 유아의 사회-의사소통 능력 진단

장애 유아를 가르치기 한 교수 목표 선정의 노력은 사회-의사소통 능력에 한 진단

으로부터 시작된다. 지 까지 많은 연구들이 사회성(Odom & Munson, 1996)과 의사소통

(Wetherby & Prizant, 1992) 기술들을 진단하기 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 왔으며, 이러

한 방법들은 사회-의사소통 능력의 진단에도 용될 수 있다. 사회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은 공통 인 두 가지 특성을 지닌다(Kaczmarek, 2002). 첫째는 이 두 가지 능력 모두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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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사회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특정 기능이나 목 을 성취하는 능력과 련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람들은 상황으로부터 나타나는 특정 문화 , 사회 , 언어  요구에 합한 

각각의 능력에 한 일련의 형태나 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  능력과 의

사소통 능력은 그 기능이나 목 의 진단은 한 으로 모아질 수 있는 반면에 형태나 략의 

진단은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Kaczmarek은 사회-의사소통 능

력의 간학문  진단 모델을 제시하면서 사회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형태와 기능이 어떻

게 서로 연 되는지를 <그림 - 1>과 같이 제시하 다. 여기서는 사회-의사소통 능력의 진단

을 해서 고려해야 하는 행동의 형태와 기능의 측면에 해서 설명하고 자연 인 환경에서

의 찰을 강조하는 생태학  근이 용된 진단의 구체 인 차를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  능력    사회-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합성            효율성       합성

        (형태)            (기능)              (형태)

<그림 - 1> 사회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간의 계

출처: Kaczmarek, L. A. (2002). Assessment of social-communicative competence: An interdisciplinary model. 
In H. Goldstein, L. A. Kaczmarek & K. M. English (Eds.), Promoting social communicatio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rom birth to adolesence. Baltimore: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가. 사회-의사소통 능력의 형태와 기능

장애 유아 교수에 있어서 진단은 아동의 행동과 그 행동의 기능에 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이소  역, 1995). 따라서 진단은 아동의 행동을 의미하는 형태(form)와 그 행동

이 주변에 미치는 향을 의미하는 기능(function)으로 나 어져 평가된다. 를 들어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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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다리를 툭툭치는 행동이 형태라면 그 기능은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것이다. 여

기서 형태는 행동의 합성의 측면에서 평가되는데, 이것은 행동이 상황에 따른 기 이나 기

되는 가치 , 습 등에 잘 맞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림 -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회-의사소통 능력은 한 형태의 사회  능력과 

한 형태의 의사소통 능력에 의해서 기능이 충족될 때 나타난다. 특정 기능을 성취하기 

한 행동(형태)의 선택은 개인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며, 사회성이나 의사소통 모두에 있어

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형태의 선택에 향을 미친다. 를 들어서, 재 처해있는 상황, 

문화  배경, 가지고 있는 지식, 사회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 상자의 특성 등이 향을 

미친다. 특히 이론 인 입장에 따라서 형태의 선택에 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정보처

리 과정에 강조 을 두는 입장에서는 상황에 한 형태를 선정하는 능력이 특정 인지  기

능에 의해서 향을 받는 것으로 주장되며(Crick & Dodge, 1994), 행동주의 견해에서는 자극

이나 반응 일반화가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형태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

다(O’Neill & Reichle, 1993). 

사회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은 그 형태에 있어서 각각 분리되어 고려되어진다. 사회

 능력은 아동과 상호작용 상자와의 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 합성에 한 평가는 

정 인 행동과 부정 인 행동에 심을 두고 사회  상황과 계된 사고 과정을 조사하는 것

에 을 맞춘다. 그러나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나 언어, 발성의 비구어  측면에 을 

맞추고 화 맥락에서의 발성들간의 계를 평가하게 된다.

기능과 련해서 사회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은 <그림 - 1>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교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능력은 사회 인 과제와 상황, 는 발생하는 문제와 

련해서 조망된다. 를 들어서, 아동은 사회 인 문제에 부딪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한 사회 인 목 을 설정하며 설정한 목 을 성취하기 해서 특정 행동을 보이게 되고 행동

의 합성에 따라서 의도한 기능을 달성하게 된다.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는 의사소통  의

도(communicative intents)의 측면에서 사회  목 과 유사한 개념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

므로 지 까지의 많은 연구 문헌들이 분석해 온 사회  기능과 의사소통의 기능은 거의 차이

가 없으며 상당한 부분이 서로 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Kaczmarek, 2002). 

사회성이나 의사소통의 결함을 지닌 아동들은 상황  요구에 맞지 않는 행동 형태를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결과 으로 의도한 목 을 달성하는데 실패하곤 한다. 를 

들어서, 의도한 특정 기능을 성취하기 해서 문제행동(Durand & Crimmins, 1988; Taylor 

& Carr, 1992), 반향어(Prizant & Rydell, 1984), 공격행동(Rubin, Bream & Rose-Krasnor, 

1991) 등의 부 한 형태의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 게 상황에 맞지 않거나 습 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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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동은 사회-의사소통  기능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더 하지 않은 형태로 

발 할 수도 있다. 한 장애를 지닌 아동들은 특정 사회-의사소통  기능을 지니지 못할 수

도 있으며, 기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능에 비해서나 래들의 사용 빈도에 비해서 

낮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raig & Washington, 1993; Bishop, Hartley & Weir, 

1994). 그러므로 사회-의사소통 능력의 진단을 해서는 아동이 보이는 사회-의사소통 기능

과 함께 기능을 달성하기 해서 어떤 형태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나. 생태학  근의 사회-의사소통 능력 진단 차

앞에서도 언 하 듯이 지 까지 많은 방법들이 사회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진단

을 해서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사회-의사소통 능력의 진단에 효율 으로 

사용될 수 있다. 유아특수교육에 있어서 가장 효과 인 진단의 방법은 자연 이고 친숙한 환

경에서 일상 인 활동 에 일어나는 행동을 찰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의사소통 능력의 

경우 래 련 사회-의사소통  상호작용이 지니는 상호성의 속성과 아동들의 물리 ․사

회  환경과의 지속 이면서도 역동 인 상호작용의 특성으로 인해서 생태학 인 근의 진

단 방법이 가장 효율 인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생태학  근을 용하게 되는 경우 사회-

의사소통 능력의 진단은 아동의 물리  환경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다양

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래 련 사회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특정 기

술들을 평가할 때 기술의 형태  측면에서의 습득  사용 여부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의 

사용에 향을 미치는 기능 ․상황  요소들을 함께 평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진단과 교수

의 연계가 생태학  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체 인 차는 다음과 같다(Conroy & 

Brown, 2002). 

먼  찰을 한 친숙한 환경, 활동, 일과, 래들을 별한 후에 물리 ․사회  상황

에 한 진단을 실시한다. 일반 으로 유아들은 하루 체를 통해서 자유놀이나 간식 등의 

다양한 일과와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의사소통 기술의 진단은 친숙한 활동과 일

과들을 확인하고 기술의 직 인 찰시 상이 되는 친숙한 래들을 별하는 것으로부

터 시작된다. 직  찰은 여러 날에 걸쳐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를 상으로 하루 체에 

한 찰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진단자는 진단 에 생태학  분석이나 비공식 인 찰, 

가족 면담 등을 통해서 상호작용이 가장 잘 일어나는 활동과 일과와 래들을 별해 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은 상으로 환경이 다양한 유형의 사회-의사소통 기술들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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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환경들로 잘 구성되어야 아동의 사회-의사소통 능력을 잘 표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를 들어서, 인사하기 기술을 해서 고도로 구조화된 써클 타임을 선정했다면 특정 사회-

의사소통 기술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 자유놀이나 간식 시간 등의 구조화 상황도 함께 

선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게 활동과 상 래들이 결정되고 나면 사회-의사소통 능력을 지원하고 진하는 

요소들을 결정하기 해서 물리 ․사회  환경을 진단해야 한다. 지 까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물리 ․사회  요소들이 장애 유아들의 래 련 사회  상호작

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활동의 구조화(DeKlyen & Odom, 1989; 

Odom et al., 1990), 크기나 혼잡함 등의 물리  공간의 특성(Sainato & Carta, 1992), 교재와 

장난감(Bradley, 1985), 래의 사회성  집단 구성(Guralnick et al., 1995; Odom & Munson, 

1996; Sainato & Carta, 1992) 등의 요인들이 향력 있는 변인들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진단에서는 사회-의사소통 기술의 발생 가능성과 연계된 이러한 특정 물리 ․사회  환경

을 평가함으로써 생태학  측면에서의 포 인 평가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한 만일 이러한 

환경  평가에서 아동의 사회-의사소통 능력의 사용을 진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진단 과정을 계속 추진하기 에 이에 한 수정을 먼  해야 한다. 를 들어서, 

환경 내에 사회 으로 유능한 래가 없어서 아동이 사회-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할 기회를 제

공받지 못한다면 진단을 계속하기 에 환경 내에 래가 함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환경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아동의 래 련 사회-의사소통 능력을 직

으로 진단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찰된 기술들이 특정 상황에서 효율 이고 하게 사

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이때는 가장 효과 인 진단을 해서 자연 인 차를 사용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루 일과 체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 에 나타나

는 특정 사회-의사소통 기술을 직 으로 찰하고 그러한 상호작용의 속성을 정확하게 기

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찰 시에는 교수의 구체 인 상이 되는 사회-의사소통 행동의 형

태와 기능의 측면이 포함되어야 하며, 행동이 발생하는 특정 상황과 행동의 상호교환  속성 

 의도한 기능이 달성되었는지의 여부도 함께 찰되어야 한다. <그림 - 2>는 행동 발생 상

황에서 이러한 진단의 요소들을 모두 포함한 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찰표의 를 

보여 주고 있으며(Conroy & Brown, 2002), 지 까지 살펴본 사회-의사소통 능력의 생태학  

진단이 다음 단계인 교수 활동으로 연계되는 차는 <그림 -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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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날 짜:          

 찰 자:                    시 간:          

활    동:                                  

특기사항:                                  

행동의 형태
행동 발생 상황 

행동의 합성
행동의 기능

행동의 

상호교환  속성
목표 성취 여부

<그림 - 2> 래 련 사회-의사소통 기술 진단을 한 찰표

진단  평가

사회-의사소통 기술을 진단하기 한 친숙한 
환경, 활동, 일과, 래의 별

↓
환경의 물리 ․사회  특성 진단

↓
필요한 경우 환경 수정

↓
래 련 사회-의사소통 능력의 직 인 

기록과 찰

↓
사회-의사소통 능력의 성과 평가

↓ ↓
교수 계획  실행

교수를 한 사회-의사소통 능력 목표 설정 
(다양한 형태, 기능, 성과 포함)

↓
사회-의사소통 능력 교수를 한 가장 한 

재 략 결정

↓
사회-의사소통 능력의 진도 실행

↓ ↓
진도 평가  수정

아동의 사회-의사소통 능력의 진도 평가

↓
결정에 따른 재계획  수정

<그림 - 3> 생태학  근의 사회-의사소통 능력 진단  교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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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 유아의 사회-의사소통 능력 교수

사회-의사소통 기술의 습득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기술 습득 자체에 문

제를 보임으로써 능력(competence)상의 결함을 보일 수도 있고 기술은 습득하고 있으나 수행

(performance)상의 문제를 보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부족하거나 기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기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개인 인 차이로 인해서 이들에게 기술의 습득

과 사용을 교수할 때 다양한 방법의 재들을 용해야 한다. 지 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재 방법들이 문헌들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장애를 지닌 유아들

의 사회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을 동시에 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온 재 방법들을 교사의 

개입이 가장 작은 최소제한환경(LRE) 개념의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

해서 고찰하고자 한다(<그림 - 4> 참조) (Brown, Odom & Conroy, 2001; Conroy & Brown, 

2002; Odom et al., 2002).

가. 학  상 재:  환경 구성

학  상 재란 유아들의 래 상호작용을 진하기 해서 유치원 환경을 체계 으

로 구성하는 것이다(Odom & Brwon, 1993). 여기서 말하는 환경 구성이란 학  체의 물리

․사회  상황을 의도 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최근에는 래들의 장애 유

아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기 한 략(Favazza & Odom, 1997)도 포함한다. 지 까지 

많은 연구들이 유아들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몇 가지 효과 인 환경 구성에 해서 보고

해 왔는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생태학  요소들이 유치원 환경 내에서 유아들의 상호작용

을 증진시키는 잠재 인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1) 장난감과 교재 (Bradley, 

1985; Lieber & Beckman, 1991), (2) 교실의 물리 인 요소(Bredekamp & Copple, 1997; 

Brown, Fox & Brady, 1987), (3) 활동의 구조화(김수희, 1996; DeKlyen & Odom, 1989; 

Odom et al., 1990), (4) 사회 으로 유능하고 반응 인 래의 존재(Guralnick et al., 1995; 

Odom & Munson, 1996).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의 환경 인 구성이 유아들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거나 의도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지 되고 있다(Brown, Fox & Brady, 1987; Odom & Brown, 

1993). 이러한 상반 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의 사회-의사소통 능력의 증진을 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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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구성 재는 지속 인 심을 받고 있다. 환경 구성은 우선 실행하기가 용이하고 부작용

이 없다는 장 이 있으며(Brown, Fox & Brady, 1987), 교사들이 직 인 재를 실행하는 

것보다는 환경 구성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사연구(Odom, McConnell & Chandler, 

1994)나 직  찰(McConnell, McEvoy & Odom, 1992)을 통해서 보고되고 있다. 한 환경 

구성은 좀더 강력한 교수방법인 직 인 교수( : 교사  래 주도의 재)와 함께 유아들

의 래-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생태학  진단을 통한 주의 깊은 환경 

구성을 통한 재는 유아들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

다(Sainato & Carta, 1992).

특히 최근에는 장애 유아들의 래 련 사회-의사소통 능력의 증진을 해서 사회

으로 반응 인 래들을 포함시키는 것(Odom & Munson, 1996)과 발달상 하고 참여를 

진하는 환경 구성(Bredekamp & Copple, 1997)이 교사의 개입 정도가 가장 작고 최소제한

인 재로 인식됨으로써 가장 우선 으로 실행해야 하는 재임이 강조되고 있다 (<그림 

- 4> 참조). 그러므로 장애 유아의 사회-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해서는 활동과 공간이 래

와의 참여를 진하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극 인 참여 유도를 해서 교재가 발달상 합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들의 사회-의사소통  시도의 노력이 보상될 수 있도록 사회 으로 

반응 인 래들과 함께 지내도록 해주어야 한다.

다. 자연  재

자연  재(naturalistic intervention)는 사회  상호작용  의사소통 기술의 교수를 

해서 사용되어 온 방법들  ‘자연 인 교수법(naturalistic teaching)’으로 분류되는 방법들

을 의미한다(Rule et al., 1998). 자연  재는 재 근의 방법론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는데, 첫째는 학  내 놀이 활동과 같은 자연 인 상황에서 발생하며, 둘째는 아

동이 특정 사회  기술을 보이거나 래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하고, 셋째

는 필요한 지원이 발생하거나 제공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학습 기

회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연  결과가 아동에게 흥미롭고 보상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Odom et al., 2002).

우발 교수(incidental teaching)는 장애 유아들의 사회-의사소통 기술의 교수를 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연  재의 한 방법이다(McGee et al., 1992). 우발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유아 언어 발달을 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며(Hart, 1985; Kaiser, Yoder & 

Keetz, 1992), 사회  행동의 증진을 한 략으로도 사용되어 왔다(Brown, McEvoy & Bi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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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일반 으로 우발 교수를 사용해서 사회  행동이나 의사소통 행동을 증진시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차에 따라 사용된다(Brown et al., 2001). 먼  장애 유아가 놀이 활동 에 있

는 다른 아동들 근처에 있게 함으로써 래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구성하고, 다

른 아동의 놀이나 장난감에 심을 보일 때까지 기다린 후에, 사회-의사소통 행동을 보이도

록 진하고, 필요하면 아동의 반응을 정교화하거나 시범을 보이고, 마지막으로 정 인 피

드백이나 칭찬을 제공한다. 사회-의사소통 행동의 증진을 해서 우발 교수를 사용하는 것은 

용하기에 간단하다는 장 을 지니며, 략의 특성이 아동 주도이면서 자연 인 후속결과가 

한 행동을 강화하고 유지해 다는 장 을 지닌다.

  다른 자연  재 방법으로 우정 활동(friendship activities)을 들 수 있는데, 우정 

활동은 지 까지 집단 애정 활동(group affection activities) (McEvoy et al., 1988; Twardosz 

et al., 1983)이나 집단 사회화(group socialization procedures) (Brown, Ragland & Fox, 

1988) 등으로 알려져 온 장애 유아의 상호작용 증진을 한 개별화된 자연  교수방법들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우정 활동이 기타 사회  상호작용 활동들과 다르게 자연 인 재의 한 

방법으로 분류되는 것은 일반 유아교육에서 많이 사용되는 노래나 게임, 활동 등에 친사회  

반응을 삽입함으로써 교사가 직  활동을 수정하고 실행하기 때문이다(Brown & Conroy, 

1997; Brown, Ragland & Bishop, 1989). 우정 활동에서 사용되는 교사의 직 인 교수는 

래 상호작용을 격려하고, 정 인 래 상호작용을 찰할 수 있도록 사회  행동에 한 

래 모델을 제공하고, 래 상호작용과 련된 친사회  행동을 연습시키고, 래 상호작용

을 인지하고 칭찬하는 것을 포함한다(Brown, Odom & Coroy, 2001). 우정 활동은 새로운 사

회-의사소통 기술을 학습하고 이미 학습한 기술을 정교화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부가 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에서 우연 학습과 유사 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정 활동

은 매일 10-15분 동안 집단을 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교사의 더 많은 비를 필요로 하며

(Brown, Ragland & Bishop, 1989) 우연 학습보다 더 많은 사회-의사소통 기술의 사용 기회

를 제공할 수 있다.

우발 교수와 우정 활동은 장애 유아의 사회-의사소통 기술의 학습을 해서 유치원 학

에서 비교  쉽게 용할 수 있는 자연  재 방법으로 지 까지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일반 유아들로부터 장애가 심한 유아들( : 자폐, 정신지체)에 이르는 다양한 능력의 유아들의 

사회-의사소통 기술을 증진시키는데 효과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won, Odom & 

Conroy, 2001). 우리나라에서도 장애 유아 교육에 있어서의 자연  재의 실행을 한 구체

인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며(이소 ․김수진, 2002), 우정 활동은 ‘애정 활동’으로 소개되어 통

합 유치원 유아들의 사회  상호작용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혜련,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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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  통합 활동

사회  통합 활동(social integration activities)은 소집단의 유아들을 특정 놀이 활동을 

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장애 유아의 래 련 사회-의사소통 행동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Frea, Craig-UnKefer Odom & Johnson, 1999; Odom & Choi, 1998). 이 방법은 교사가 두 

세 명의 사회성  의사소통 기술이 우수한 래들을 선정하여 한 두 명의 상유아(장애 유

아나 사회 으로 거부되는 유아들)들과 함께 교실의 정해진 구역에서 짧은 시간동안 구조화

된 사회  활동을 하게 하는 것으로, 교사는 활동을 계획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하지만 놀이

에 함께 참여하지는 않으며 차 으로 활동에서 빠져나감으로써 유아들이 스스로 활동을 

주도하게 해 다. 이 게 함으로써 사회  통합 활동은 사회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보이는 

유아들이 교사와 래로부터 체계 인 지원을 제공받게 해주며, 이러한 지원  상호작용 맥

락에서 사회-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래들의 놀이를 찰하고 함께 놀이  상호작용에 

참여하면서 정 인 래 상호작용 경험을 하게 한다. 

사회  상호작용 활동을 통한 유아들간의 사회-의사소통 행동의 증진은 교사가 얼마나 

활동을 잘 계획하고 실행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사회  통합 활동을 

실행을 해서 다음 같은 네 가지 기본 인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Brown et al., 2001). (1) 

래 상호작용에 문제를 보이는 아동과 사회 으로 반응 이고 능력 있는 래들을 함께 활

동에 참여하게 함, (2) 정해진 장소에서 약 5-15분 정도의 짧은 시간동안 활동을 실시함, (3) 

정 인 놀이 경험이나 래 상호작용을 한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활동을 선정함, (4) 

놀이 주제를 소개하고 진이나 비계 설정(scaffolding) 략을 사용하여 래들과 상호작용 

하도록 체계 으로 유도함. 사회  상호작용 활동에 한 활동으로는 기능 활동, 구성 활

동, 사회극 놀이, 규칙이 있는 게임 등이 제시되고 있다(Odom et al., 1988).

사회  상호작용 활동의 효과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검증되어 왔는데, 특히 아동-주

도의 인지  재와 비교해서 래 상호작용이나 언어  사회  능력에서 더 큰 효과를 보

으며(Jenkins, Odom & Speltz, 1989), 우정 활동과의 비교 연구에서는 두 가지 모두 효과

이었으나 개별 아동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왔으며(Frea et al., 1999), 특정 사

회  기술의 교수와 비교해서는 사회  상호작용 증가 면에서는 그 효과가 더 작았지만 학

에서의 사회  지  향상에는 더 큰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Odom et al., 1999). 

라. 사회-의사소통 기술의 교수

앞에서 제시한 환경 구성이나 자연  재, 는 사회  통합 활동 등의 교수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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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아들의 사회-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개별 아동에 따라서

는 특정 기술을 목표로 좀더 집 인 교수를 필요로 한다. 사회-의사소통 기술의 직 인 

교수는 교사와 아동 모두의 가장 많은 시간과 훈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장 개입이 크고 

집 인 교수로 분류된다(<그림 - 4> 참조). 사회-의사소통 기술의 직 인 훈련을 해

서는 교사-주도  래-주도의 략이 사용되는데, 주로 교사의 주의 깊은 계획과 실행을 

통해서 소집단 규모로 특정 사회-의사소통 기술이 래들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시

범보임으로써 이루어지며 교수 직후에는 학습한 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사회  통합 활동

으로 연결시키곤 한다. 특정 기술의 학습을 한 훈련에는 장애 유아들만 참여하는 교사-주

도의 ‘아동- 심(child-specific)교수’와 래들만 참여하여 래가 직  재자의 역할을 하

게 되는 ‘ 래-주도(peer mediated)교수’(Odom et al., 1992)나 ‘버디(peer buddies) 로그

램’(English et al., 1997),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들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 (comprehensive) 교

수’의 세 가지 형태가 보고되고 있다. 

교사-주도의 교수에서는 교사들이 상아동의 사회-의사소통 기술의 사용을 직 으

로 진하고 상호작용에 한 정 인 피드백과 칭찬을 제공하는 방법이 사용되며, 래-상

호작용 훈련 집단을 구성해서 역할 놀이나 집단 놀이 등을 주도하며 특정 기술들을 교수하기

도 한다. 최근에는 장애 유아들의 사회-의사소통 능력의 증진을 해서 ‘장애 유아 통합유치

원 교육과정’(이소 ․박은혜, 2001)이나 ‘인지-사회  학습 교육과정(Cognitive-Social 

Learning Curriculum)’(Mize, 1995)과 같은 특정 교육과정이나 기존의 활동집( : Play Time/ 

Social Time) (Odom & McConnell, 1993)을 용하기도 한다.

래들도 교사와 마찬가지로 장애 유아의 사회-의사소통 기술의 학습을 해서 재자

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게 래-주도의 교수를 하는 경우에는 한 사회  상호작용 

기술을 지니고 있으면서 성공 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래들을 선정해야 한다. 한 

래의 역할과 더불어 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래 훈련과 함께 목표 기술이 

잘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 하며, 래들의 역할이 지속되게 하기 해서 교사는 

래들에게 정 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장애 유아의 사회  기

술이나 놀이 기술, 의사소통 기술 교수에 있어서 래-주도의 교수  근이 가장 효과 인 

것으로 밝 지고 있으며, 이러한 직 인 교수의 효과는 교사가 얼마나 잘 계획하고 실행하

는가에 따라 달라진다(Odom, Wolery & Choi, 1998). 그러므로 교사들은 한 래의 선정

과 함께 훈련과 환경을 제공하고, 더불어 상 장애 유아들이 래와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한 사회-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직 인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의사소통  행동을 증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래-주도의 사회  상호작용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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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들이 실행되었으며 장애 유아의 사회  상호작용  의아소통 기술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소 , 1992; 장선아․이소 , 1997; 조윤경, 2001). 

래 련 사회-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사회-의사소통 

기술 교수

사회  통합 활동

자연  재

우정 활동

사회-의사소통 기술의 우연 학습

학  상 재

래의 태도에 향을 미치는 정서  재

발달상 하고 참여를 진하는 

유치원 환경 구성

사회 으로 반응 인 래와의 통합

<그림 - 4> 장애 유아의 사회-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한 교수방법의 계열

출처(수정 발췌): Brown, W. H., Conroy, M. A. & Odom, S. L. (2001). An intervention hierarchy for 
promoting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s in natural environment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1(3),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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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역사 으로 볼 때 유아특수교육은 장애 유아에게 일차 인 을 맞추어 왔으나 최근

의 교육 이론은 이들에게 향을 미치는 요소들과 교육의 구성 요소에 한 폭넓은 견해를 

필요로 하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지 하고 있다(이소  역, 1995). 이러한 교육 이론의 동향에 

따라 1960년  반부터 인간 발달에 한 생태학  견해(ecological perspective)가 등장하

으며(Bronfenbrenner, 1979), 아동 발달에 있어서 강  심의 근에 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와 장 교사들에게 향력 있는 개념  틀을 제공하게 되었다. 생태학  견해란 인간

의 행동과 발달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변의 환경과의 계에서 일어나

는 진 이고도 상호 인 동화 과정에 의해서 향을 받는다는 개념을 기 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란 부모, 교사와 같은 아동의 즉각 인 환경뿐만 아니라 더 큰 규모의 공식

․비공식 인 사회  환경을 포함하며, 환경들 간의 계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생태

학  견해를 취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아동의 발달과 행동을 설명하기 해서 개별 아동의 내

 요소들( : 기질, 발달 상태)과 함께 아동 주변의 즉각 이고도 일상 인 상호작용( : 부

모-자녀간 상호작용, 래 상호작용)에서부터 좀더 큰 규모의 계에 의한 향력( : 통합

을 지원하는 정책,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향을 미치는 문화  요소)에 이르는 사회 ․물

리  환경에 해서도 함께 연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태학 인 견해의 용은 장애 유아의 사회-의사소통 능력의 교수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래한 것이 사실이다. 결론 으로 사회-의사소통 능력의 교수는 그러한 사회-

의사소통 능력이 발 되어야 하는 자연 인 상황에서 실제의 상자인 래들을 상으로 

상호작용을 끌어낼 수 있는 기술을 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유아에게 의미 있는 모든 환

경에서 유지되고 일반화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한 통합교육 장에서의 장애 유아

의 성공 인 사회-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해서는 능력의 성과 그 기능의 성취  능력

이 사용된 상황까지 고려하는 포 인 진단과 교수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 게 통합교육 

장에서 진단과 교수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유치원의 기존의 교육과정이나 활동을 통해

서 장애 유아의 사회-의사소통 능력을 진단하고 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일반 유아교육 교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수행의 의지를 반 하는 인식과 함께 실질 인 수행을 한 어느 정도의 문 인 지식과 능

력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교육 장을 살펴보면 이미 과 한 업무를 지니고 있는 교사들에

게 장애 유아를 한 추가 인 노력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수 활동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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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 유아의 사회-의사소통 능력 증

진을 한 구체 인 노력이 없이는 통합교육 장에서 거부되는 장애 유아들의 수가 어들

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교육이 성취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러므로 장애 유아 통합교육의 실질 인 성과를 해서는 교사의 개별화 교육 수행의 노력을 

지원하는 구체 인 체제 정립을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등학교의 경우 특수학 이

나 학습 도움실의 개념으로 특수교육 교사들의 통합 지원이 가능한 것과 같이 유치원에 통합

된 장애 유아들을 한 특수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 인 제도를 정립하는 것이 시 하

다. 이러한 정책 인 제도에 의한 지원으로 특수교육 교사들과의 력이 가능하다면 특수교

육 교사의 주도로 작성된 IEP 상의 사회-의사소통 기술 목표들을 성취시키기 해서 유아교

사들이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기존의 교육과정에 한 한 수정 략과 이미 진행되고 

있는 활동 에 삽입된 기술 학습의 기회를 계획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 계획과 실행에 따

른 장애 유아의 사회-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통해서 궁극 으로는 래 문화로의 수용을 확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교육의 성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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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Communicative Competence to Promote 

Authentic Inclusion of Preschoolers with Disabilities

Lee, SoHyun

(Dept. of Special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e relationship between development of social interactions and communication abilities 

among young children has been acknowledged by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Although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agree that social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are closely 

related, there is relatively little research that specifically identifies and examines effective 

peer-related social-communicative competencies. The use of specific social-communicative 

skills is likely to facilitate peer-related social-communicative competence in preschoolers 

with developmental delay and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in inclusive preschool settings. 

Therefore, this study is to provide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current research in the 

area of social-communicative competence of preschoolers with developmental delays as well 

as a discussion of social relationship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peers in inclusive 

preschool classrooms. This paper presents (1) an explanation on phenomena of social 

acceptance and rejection of preschoolers with developmental delays occurring in inclusive 

settings, (2) an overview of peer-related social-communicative competencies to target for 

intervention, (3) strategies for assessing peer-related social-communicative competencies, 

and (4) an intervention method for teaching peer-related social-communicative com-

etencies to preschool-ag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As a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ed ecological framework for guiding future teaching and research efforts.

Key Words: preschoolers with disabilities, social integration, social skill, communicative 

skill, social-communicative skill, inclu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