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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술은 학령기에 익혀야 되는 중요한 기술로서 이 시기에 사회적 기술 문제를 갖게되면 향후의

학습 및 성인기의 사회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 기술에 문제를 가진 학생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

215명을 대상으로 정서 ·행동, 의사소통, 문제해결, 사회적 규범 등 4개 문제 영역의 37개 문항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분석은 4개 영역의 문제 심각성 평균과 표준편차, 발생 빈도의 합, 영역별 심각한

문제의 순서 및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의 학급당 출현율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영역

별 문항간 상관과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경력, 태도에 따른 사회적 기술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로서는 첫째, 중요한 사회적 기술의 위계와 문제행동의 출현율 추

정치를 제시하였다. 둘째, 교사의 성별, 경력, 태도의 배경변인이 교사 지각이나 평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

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교사의 지각이나 평정이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는데 객관적으로 활

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학습장애 학생의 사회적 기술 결함의 이해와 교육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표집을 확대하고 부모, 중 ·고등학교 교사 및 또래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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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학령기는 지식 탐구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익히는 좋은 시기이며, 학교 생활에서

원만한 사제관계와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발달의 중요한 부분이다. 친구를 갖고,

타인과 잘 지내며, 동료에 의해 배려받고 서로 아끼는 것은 학업성취 및 운동기능만큼이나 아

동들에게 중요하다(김동일, 조한혁, 손봉호, 2002).

많은 학생들에게 학교는 기본적으로 친구관계와 관련된 사회적 활동을 경험하고 유지하는

장소로써의 의미가 있으나(Strahan, 1988), 교사와 또래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학교

에 대단한 부적응을 보이게 된다. 사회적 기술 문제를 다룸에 있어 사회적 기술에 두 가지 측

면 즉,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원인에서 아동의 사회적 기술 문제가

사회적 기술의 습득 결함(acquisition deficit)에 의한 것인지 또는 사회적 기술의 실행 실패

(performance failure)에 비롯되었는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결과에서 사회

적 기술 문제의 표출방식이 외현적 또는 내현적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Gresham &

Elliot, 1990).

McFall(1982)는 사회적 기술이란 개인이 특정 사회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사용하

는 일정한 행동 이라고 하였으며, Gresham (1983)은 사회적 기술의 의의로서 특정 환경에서 아

동 또는 청소년에게서 기대되는 중요한 사회적 결과이며, 학교 환경에서는 또래의 인정, 타인

의 긍정적 판단, 학업 성취, 적절한 자아개념, 학교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참여가 중요한 사회

적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 하였다. 또한, Spence(1991)는 사회적 기술이란 사회적 능력

에 대한 긍정적 판단과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요구되

는 명백하고 인지적인 행동 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다른 사

람과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기술이 바

로 사회적 기술로 볼 수 있다(김동일, 조한혁, 손봉호, 2002). 이러한 사회적 기술은 아동의 현

재 수준과 필요에 따라서 학습되어야 하는 대상이며 가르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기술

과 인지적 기술이 서로 상관을 나타내 듯이, 사회적 기술의 각 영역 또한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Gresham, 1992), 대체적으로 사회적 기술의 하위영역으로 정서·행동영역, 의사소통영

역, 문제해결 영역, 사회적 규범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Yssledyke & Algozzine, 1995).

첫째, 정서·행동적 영역에서는 아동의 귀인과 통제의 소재 및 교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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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행동을 제시하였다. 둘째,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사회적 기술의 중요한 부분인 의사소통의

문제를 기술하였는데, 많은 학업곤란 학생이나 학습장애 학생들은 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의사소통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셋째, 문제해결 영역에서는 아동의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였는데, 사회적 문제해결은 대인간에 일어나는 문제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안적 해결방법을 생성하며, 각 대안적 해결방법의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평가하

고,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전략을 시행하는 능력이다. 넷째, 사회적 규범이란 사회에서 통용

되고 있는 관습과 규칙을 지키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는 학교환경에 지켜야할 규범에 중점

을 두었다.

사회적 기술 문제를 밝히는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것은 사회적 기술에 대한 평정(rating)이

다. 평정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는 무엇보다도 평정자가 충분히 관찰을 할 수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술 평정의 단점으로서는 환경과 평정자의 기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평정자 및 다양한 환경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적 기술

이 요구되는 사회적인 맥락에 근거하여야 한다. 평정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내적 신뢰도를 고

려하여야 한다. 사회적 기술에 대한 평정은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사회적 기술

에 대한 실용적이고, 경제적이며, 비교적 신뢰롭고 타당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Witt, et

al., 1998).

2. 연구 문제

학령기 초기에 학습된 사회적 기술 및 기술 결함은 이후의 사회적 기술과 학습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사회적 기술과 기술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중재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이후의 사회적 기술과 학습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지식의 전

달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가치를 전달하고 유지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초등

학생의 사회적 기술 문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특히, 사회적 기술에 심각한 문제

를 갖고 있으며 많은 문제를 보이는 학습장애 학생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의 통합교육을 돕기 위하여, 일반 학교에서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실태를 기술하고, 친구관계

형성, 사회적 문제해결 등과 같은 사회적 기술에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학습장애 학생이나 일반 학생을 막론하고 사회적 기술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

서 진단하고 문제를 판별하며 적절한 중재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준거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회적 기술 문제를 정서·행동적 특성, 의사소통, 문제해결, 사회

적 규범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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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기술 문제에 대한 교사의 규준적 판단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을 통해 자

료를 수집하였고 자료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초등교사의 지각에 초점을 맞

춘 것은 비교적 신뢰롭고 타당한 교사의 평정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사회적 기술 문제를 보이

는 아동의 특성과 문제의 출현율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술 문제에 대한 규준적

정보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사회적 기술 문제 중 교사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항목과 발생 빈도에 대한 교

사들의 추정치를 조사하였다.

둘째, 교사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문제의 문항의 순서와 출현율에 대한 교사

들의 추정치를 조사하였다.

셋째, 영역별 문항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사회적 기술 문제 항목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넷째, 사회적 기술 문제에 대한 교사의 평정이 성별, 경력별, 연령별, 태도와 같은 배경변인

에 따라 편파적인 영향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Ⅱ. 연구 방법 및 도구

본 연구는 학습에서의 부적응을 보이는 초등학생에 대한 읽기, 수학, 사회적 기술의 진단,

처치 기법 개발 학제간 연구의 일부분이다(김동일, 조한혁, 손봉호, 2002). 특히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사회적 기술 습득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영역 및 문제 행동에 대한 초등학교 교

사의 지각을 중심으로 규준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교사가 지각하는 사회적 기술 문제 유

형과 학급당 출현율을 알아보고 문제 유형의 상관과 위계를 밝혔으며, 교사의 성별, 경력, 태

도에 따른 문제 유형의 차이와 상관을 제시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사의 성비는 남자가 67명으로 31.2%를 차지하였고, 여자는 148명으

로 68.8%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성비는 모집단인 초등학교 교사 전체의 성비(교육부, 2000)를

반영하고 있다.

연령분포는 20대가 68명으로 31.6%를 차지하고 있고 30대가 34명으로 15.8%를 차지하며, 40

대는 92명으로 42.8%, 50대이상은 21명으로 9.8%를 차지하고 있다. 40대의 교사가 전체 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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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체 교사의 평균 연령은 약 40세였다.

교사경력은 5년 미만에서 21년 이상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5년 미만인 교사가 70명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하고 있으며, 6년에서 10년 사이의 경력을 가진 교사는 14명으로 6.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1년 이상의 풍부한 교육경험을 가진 교사의 비율이 높았다(131명,

61.9%). 전체 교사의 평균 교직 경력은 약 16년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는 모두 일반학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년은 1학년이 38명, 2학년이 36명, 3학년이 39명,

4학년이 32명, 5학년이 28명, 6학년이 39명으로 대체로 고른 학년분포를 보였으며, 각 반의 학

생 수는 평균 40.26명이었으며, 표준편차는 7.52였다.

2. 연구도구

사회적 기술문제에 관한 설문지는 사회적 기술 문제의 유형과 사회적 기술 문제의 심각성

및 출현율에 관한 교사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본 설문지는 정서·행동적 영

역, 의사소통 영역, 문제해결 영역, 사회적 규범 영역에서의 심각성과 심각한 문제의 순서 및

출현율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 도구의 개발은 선행 연구들에서 제안된 문항들을 중심으로 30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사

회적 기술 문제와 관련된 문헌에서 20문항을 선정하였고, 기존 사회성 검사도구들에서 10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60개 예비 문항을 대상으로 현직 교사와 특수교육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서 총 37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항들은 선행연구(김향지, 1996; 정용석, 1996;

Yssledyke & Algozzine, 1995)를 바탕으로 5차에 걸친 연구진 및 자문회의를 거쳐서 정서·행

동 영역, 의사소통 영역, 문제 해결 영역, 사회적 규범 영역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영역별 문

항을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Yssledyke & Algozzine, 1995), 사회적 기

술과 정서적, 인지적 그리고 행동적 기술들이 서로 확연히 구분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학습능력이 뛰어난 아동이 반드시 사회적 기술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습능력이 뛰어난 아동이 높은 사회적 기술을 갖고 있으며, 학습능력이 낮은 아동

의 대부분이 낮은 사회적 기술을 갖고 있다는 연구들이 사회적 기술과 인지적 능력간에 상관

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교사의 지각은 심각성 정도에 따라 1(전혀 심각하지 않다)에서 5(매우 심각하다)로 평정한

것을 조사하였다. 또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항목을 알아보기 위하여 심각한 문제

라고 인식하고 있는 3개의 항목을 순서대로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출현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항목에 해당하는 학급당 아동의 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의 빈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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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중 1회 이상), 2(월중 1회 이상), 3(주중 1회 이상), 4(하루 중 1회 이상), 5(수업 중 1회)로

평정하게 하였다.

학생지도에 있어 교사의 태도가 사회적 기술 문제의 심각성을 평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규율을 중요시한다, 이해하려고 한다, 관대하다의 세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

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설문지에서 제시된 항목 또는 그 외에 수업 또는 학교 생활에서 나타

나는 심각한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행동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3. 연구절차 및 분석 방법

사회적 기술 문제의 유형과 분석의 준거에 대한 교사의 지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문헌을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현직교사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적 기술의 4개 영역(정서·행동, 의사소통, 문제해결, 사회적 규범)에 관련된 사회적

기술 문제의 유형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학급당 출현율에 대한 교사들의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둘째, 사회적 기술의 4개 영역(정서·행동, 의사소통, 문제해결, 사회적 규범)에 관련된 사회

적 기술 문제의 발생빈도에 대한 교사들의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셋째, 사회적 기술의 각 영역별 문항간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 경력, 태도에 따른 사회적 기술 문제 인식의 차이와 상관을 밝혔다.

Ⅲ. 연구결과

1. 정서 ·행동적 영역의 사회적 기술문제

정서·행동적 영역에서 교사들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주의 집중시간이 짧다(3.86),

행동의 기복이 심하다(3.78), 주변 정리 정돈이 안된다(3.71), 무관심하다(3.69), 화를 잘낸다

(3.63), 무기력하다(3.54)의 항목들이 평균 3.5이상으로서 교사들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

음이 나타났다(<표 1> 참조). 다음으로, 정서·행동적으로 심각한 문제의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심각하다고 인식되는 문제를 순서대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문항의 분석은 교사가 응답

한 문항 중 가장 많이 응답한 문항을 순서대로 제시하였으며 분석결과 교사들은 ① 주의집중

시간이 짧다, ② 행동의 기복이 심하다, ③ 자신을 학대한다의 순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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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심각한 순서로 생각한 문제들은 정서·행동적 특성에서의 심각성 정도와 순서는 다르지

만, 항목은 대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학급당 출현율에 대한 질문에 대해 주의 집중시간

이 짧다(3.55명), 행동의 기복이 심하다(2.55명), 자신을 학대한다(1.84명)라고 교사들은 응답하

였다.

<표 1> 정서·행동적 문제에 대한 교사의 반응(빈도분포)

중요도

정서 ·행동영역

전혀

심각하지 않다

(1)

심각하지

않다

(2 )

보통이다

(3)
심각하다

(4)

매우

심각하다

(5)

평균

(표준편차)

주의 집중시간이 짧다. 0 20 37 112 46
3. 86
(.86)

행동의 기복이 심하다. 2 15 46 117 34
3. 78
(.83)

주변 정리 정돈이 안된다. 1 25 59 77 51
3. 71
(.97)

무관심하다. 4 19 52 103 36
3. 69
(.91)

화를 잘낸다 1 27 58 93 35
3. 63
(.91)

무기력하다 3 28 68 68 36
3. 54
(.96)

학업능력이 부족하다. 3 36 72 60 43
3. 49
(1. 03)

불평불만이 많다. 5 29 65 89 26
3. 48
(.95)

의존적이다. 2 27 76 88 20
3. 46
(.86)

일을 대충한다. 3 27 79 76 28
3. 46
(.92)

실패를 참지 못한다. 6 32 80 77 18
3. 42
(1. 63)

게으름을 피운다. 1 41 80 69 21
3. 32
(.91)

자신을 학대한다. 14 51 55 55 38
3. 24
(1. 19)

겁이 많다. 12 49 88 58 6
2. 99
(.91)

용모가 단정치 못하다. 14 59 99 32 8
2. 86
(.90)

수줍음을 탄다. 11 64 93 35 8
2. 83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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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소통 영역에서의 사회적 기술문제

의사소통 영역에서의 사회적 기술문제에서는 의사소통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함께 의사소통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빈도도 함께 조사를 하였다. 의사소통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욕을 한다(3.55), 수업 중에 떠든다(3.54), 급우와 말다툼을 한다(3.49)의 순으로 의사소통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평정의 평균에 따른 문제 심각성의 순서는 교사의 문제 심

각성 순서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볼 때 교사들의 평정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신뢰롭다는 것

을 나타낸다.

발생 빈도 면에서 학생들이 가장 자주 의사소통의 문제를 보이는 부분은 수업중에 떠는다

(174), 욕을 한다(132), 손을 들지 않고 불쑥 말한다(125), 급우와 말다툼을 한다(119)의 순으로

<표 2>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교사의 반응(빈도분포)

중요도

의사소통 영역

전혀

심각하지 않다

(1)

심각하

지 않다

(2)

보통이다

(3)
심각하다

(4 )

매우

심각하다

(5)

평균

(표준편차)

욕을 한다. 0 28 65 96 25
3. 55
( .86 )

수업 중에 떠든다. 7 21 64 94 28
3. 54
( .95)

급우와 말다툼을 한다. 4 22 78 86 24
3.49
( .89 )

혼자서 중얼거린다. 12 41 71 71 20
3.21
(1.03)

손을 들지 않고 불쑥 말한다. 11 42 85 65 12
3. 12
( .95)

잘 운다. 27 37 87 60 12
3.06
(1.00)

교사와 말다툼을 한다 33 52 58 52 19
2.87
(1.20)

성(性)적인 발언을 한다. 33 47 81 41 11
2. 77
(1.09)

쓸데없이 웃는다. 19 65 87 37 5
2. 74
( .92 )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 28 67 87 34 7
2. 74
( .93 )

부적절한 농담을 한다. 21 56 97 33 5
2. 74
( .92 )



초등학생의 사회적 기술 문제에 대한 교사의 지각 14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타났다. 교사들은 ① 급우와 말다툼을 한다, ② 욕을 한다, ③ 수업 중에 떠든다의 순서로 의

사소통의 사회적 기술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급당 출현율은 각각 4.22명, 3.88

명, 3.45명으로 응답하였다.

3. 문제해결 영역에서의 사회적 기술문제

부정적 문제해결방법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교사들이 심각하

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집단에 끼지 못하고 소외된다(3.89), 폭력을 행사한다(3.81), 급우를 괴롭

힌다(3.67)의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와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와는 심각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그리고 도벽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 아

니라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 않은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3> 문제해결영역에 대한 교사의 반응(빈도분포)

부정적 문제해결

(문제해결 영역)

전혀 심각하지

않다

(1)

심각하지

않다

(2)

보통이다

(3 )
심각하다

(4 )

매우

심각하다

(5)

평균

(표준편차)

집단에 끼지 못하고 소

외된다.
3 24 34 84 67

3.89
(1.02 )

폭력을 행사한다. 8 21 30 98 56
3.81
(1.05)

급우를 괴롭힌다 15 18 37 95 47
3.67
(1. 12 )

거짓말한다. 11 23 63 81 33
3.48
(1.04 )

문제를 회피한다. 5 18 82 85 18
3.45
( .86 )

지시를 듣고도 못들은

척한다.
18 27 60 80 24

3.31
(1. 10 )

지시에 반항을 한다. 15 30 68 82 16
3.26
(1.02 )

기물을 파손한다. 54 27 34 45 50
3.05
(1. 52 )

도벽이 있다. 54 36 28 34 59
3.04
(1. 57)

파괴적, 부정적 문제해결 빈도 면에서는 교사의 반응에서 기물을 파손한다, 도벽이 있다가

발생기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정도가 다른 문제보다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가장 자주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서는 급우를 괴롭힌다(179), 집단에 끼지 못하고 소외된다(83), 문제를 회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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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의 심각성 순서는 교사의 인식 및 빈도와 거의 일치하는 순서를

보이고 있다. 순서별로 아동의 학급당 출현율을 나타내면 ① 집단에 끼지 못하고 있다(2.64명), ②

폭력을 행사한다(2.49명), ③ 급우를 괴롭힌다(3.09명)이다. 사회적 기술 문제의 문제해결 영역에서

보면 현재, 초등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및 폭력의 문제의 심각성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문제해결기술은 자신뿐만 아닐 타인에게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과 예방프로그램 및 교정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사회적 규범 영역에서의 사회적 기술 문제

사회적 규범 문제에 대한 교사의 반응을 살펴보면 교사의 눈을 피해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3.65),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3.51), 집단활동을 방해한다(3.46)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현재 초등학교에서 지각, 결석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었으며,

성추행적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표 4> 참조).

<표 4> 사회적 규범에 대한 교사의 반응(빈도분포)

중요도

사회적 규범영역

전혀

심각하지

않다

(1)

심각하지

않다

(2)

보통이다

(3 )
심각하다

(4 )

매우

심각하다

(5)

평균

(표준편차)

교사의 눈을 피해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7 19 52 96 37

3.65
( .98 )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7 15 76 92 23
3. 51
( .89 )

집단활동을 방해한다. 14 26 48 93 29
3.46
(1.08 )

교실에서 떠든다. 6 28 75 83 19
3.38
( .92 )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11 25 82 79 14
3.28
( .94 )

청소시간에 논다. 11 31 85 67 18
3.24
( .97)

불손한 행동을 한다. 19 35 65 64 28
3.22
(1. 14 )

부적절한 친밀감을

표현한다.
19 45 87 54 6

2.91
( .97)

성추행적 행동을 한다. 65 32 28 31 54
2.89
(1.60 )

지각을 한다. 31 53 84 38 5
2.68
(1.00 )

결석을 한다 59 40 56 45 12
2. 58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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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규범 문제 발생빈도에 대한 교사의 반응을 살펴보면 교실에서 떠든다(n=152), 수업

에 참여하지 않는다(n=140),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n=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규범의

문항 중 심각한 문항의 순서와 아동의 학급당 출현율을 기록하도록 한 결과 ① 수업에 참여하

지 않는다(3.58명), ② 교사의 눈을 피해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2.52명), ③ 집단활동을 방해한

다(1.4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수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 학생이 학급당 대

략 4명이나 된다는 것을 볼 때 이러한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원인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자기 태도 인식에 따른 사회적 기술 문제의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자들로 하여금 규율을 중요시한다, 이해하려고 한다, 관대하다의 세가지 유형에 답

하도록 하였다. 123명(58.9%)의 교사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유형이라고 대답하였으며, 나머지

73명(34.9%)는 규율을 중요하였고, 13명(6.2%) 만이 자신이 관대한 유형이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문항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혹은 교사의 자유

의견을 기술하도록 하였는데, 교사의 자유기술의 대부분이 사회기술 문제 질문지에서 제시된

문제이기는 하나, 이기적인 행동 및 불량문화의 전수와 같은 앞으로 연구에 시사가 될 수 있는

응답도 있었다. 빈도면에서 보면, 집단에 끼지 못하고 소외된다(19명), 이기적이다(17명), 급우

를 괴롭힌다(10명)의 순으로 현재, 초등학교에서 나타나는 사회기술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다. 답변 내용 중에는 과잉행동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초임교사

의 심경을 나타낸 글도 있었으며, 사회적 기술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로 인해 또래 아동의 학

습 및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담임 교사의 학급지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교사들을 위한 적절한 지도대책 및 지도프로그램이 제시

되어야 할 것이며, 과잉행동장애 및 사회적 기술 문제에 대한 자료가 현장 학교에 보급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5. 문항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문항간 상관관계를 각 영역별로 분석하였다. 정서·행동 영역에서의 문항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자기자신을 학대한다는 겁(.24), 기복(.34), 무관심(.21), 무기력(.30)의 상

관을 보였다. 자기자신을 학대하는 아동의 경우, 겁이 많고 기복이 심하며 무관심 그리고 무기

력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와 어느 정도 상관이 있다고 교사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관

과는 달리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다와는 -.21의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기자신을 학대

하는 경향에 있는 아동이 비교적 정리정돈을 잘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



144 아시아교육연구 4권 1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으로 정리하면, 일을 대충한다, 주변정리 정돈이 안된다, 용모가 단정치 못하다의 항목의 상관

이 다른 항목보다 높았다.

<표 5> 정서·행동 영역에서의 문항간 상관

학대 겁 기복 의존 불평 게으름 불정돈 비학업 불용모
주의

않음
무관심 화 실패 무기력 수줍음

겁 . 24**
기복 . 34** . 35**
의존 . 17* . 41** . 36**
불평 . 12* . 15* . 30** . 31**
게으름 - . 16* . 13* . 10* . 26** . 24**
불정돈 - . 21** . 17* . 25** . 26** . 10* . 50**
비학업 - . 09 . 21** . 07 . 21** . 03* . 26** . 41**
불용모 - . 01 . 25** . 12 . 21** . 09* . 31** . 35** . 47**
주의 - . 06 . 18* . 28** . 22** . 13* . 35** . 47** . 39** . 37**
무관심 . 21** . 17* . 24** . 24** . 14* . 31** . 19** . 24** . 19** . 42**
화 . 18* . 10* . 27** . 19** . 45** . 18* . 07 . 04 . 16* . 16* . 30**
실패 . 12* . 01 . 05 . 02 . 24** . 03* . 04 . 04 . 04 - . 04* . 13* . 33**
무기력 . 30** . 19** . 20** . 24** . 13* . 17* . 06 . 16* . 21** . 21** . 43** . 29** . 10*
수줍음 . 06 . 31** . 24** . 28** . 11* . 21** . 31** . 22** . 33** . 20** . 15* . 11* . 06 . 25**
대충 - . 12* . 18* . 19** . 28** . 30** . 48** . 45** . 31** . 32** . 43** . 34** . 19** . 02 . 32** . 31**
* p<. 05 , ** p<. 01

의사소통 영역의 항목간 상관은 <표 6>에 제시하였다. 친구와 다툰다의 항목을 제외한 대부

분의 항목간에 상관이 높았는데, 친구와 다툰다는 욕(.46), 수업 중에 떠든다(.31), 손을 들지 않

고 불쑥 말한다(.27)와 상관이 높았다. 친구와 다툰다와 교사와 다툰다의 항목은 .11의 낮은 상

관을 보였으며, 교사와 다툰다의 항목과 다른 항목과의 상관과는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교사와 다투는 아동의 경우에 성적인 발언을 한다(.48), 잘운다(.40), 농담(.36), 쓸데없이 웃

는다(.36), 욕을 한다(.31),성적인 발언을 한다(.30) 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표 6> 의사소통 영역에서의 문항간 상관

친구다툼 교사다툼 욕 웃는다 운다 질문 농담 떠든다 성적발언
중얼

거림

교사다툼 . 11

욕 . 46** . 31**

웃는다 . 12 . 36** . 28**

운다 . 17* . 40** . 26** . 42**

질문 . 17* . 09 . 20** . 34** . 22**

농담 . 15* . 36** . 26** . 36** . 23** . 48**

떠든다 . 31** - . 03 . 26** . 11 . 09 . 39** . 33**

성적발언 . 08 . 48** . 26** . 36** . 32** . 30** . 41** . 13*

중얼거림 . 02 . 30** . 19** . 36** . 30** . 32** . 43** . 12** . 39**

불쑥말함 . 27** . 14* . 25** . 29** . 21** . 46** . 40** . 39** . 25** . 45**

* p<. 05 ,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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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영역에서의 문항간 상관관계는 <표 7>과 같다. 문제를 회피한다의 항목만이 도벽

이 있다(.12), 괴롭힌다(.14)와 낮은 상관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항목은 .30이상의 높은 상관은

보였다. 특히, 파손과 도벽과의 상관은 .74,, 반항과 지시와의 상관은 .65의 상관을 보였으며,

파손과 반항은 .61의 상관을 보였다.

<표 7> 문제해결 영역에서의 문항간 상관관계

회피 폭력 거짓 반항 파손 도벽 소외 괴롭힘

폭력 . 32**
거짓 . 33** . 33**
반항 . 34** . 46** . 54**
파손 . 25** . 47** . 46** . 61**
도벽 . 12 . 46** . 46** . 45** . 74**
소외 . 31** . 30** . 39** . 44** . 52** . 47**
괴롭힘 . 14 . 54** . 38** . 50** . 54** . 53** . 31**
지시묵과 . 34** . 43** . 43** . 65** . 48** . 37** . 47** . 60**

* p<. 05 , ** p<. 01

사회적 규범 영역에서의 문항간 상관관계는 <표 8>과 같다. 사회적 규범 영역에서의 문항간

상관계를 살펴보면, 지각은 결석(.42), 방행(.36), 불행(.33)의 상관을 보이는 반면에, 부정적 친

밀(.16), 교실소란(.15)의 다소 낮은 상관을 보였다. 결석의 경우 성추행적 행동과는 .60의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교실에서 떠든다와는 -.19의 부적상관을 보였는데, 결석을 자주하는 아동이

지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교실에서 떠드는 것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추행적 행동은 결석을 한다(.60), 부적절한 친밀감을 보인다(.56), 불손한 행동을 한다

(.52)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지각을 하는 것과의 상관관계(.16)보다 결석을 하는

것(.60)과의 상관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이다. 지시불응의 항목은 불손한 행동과 .71의 높은 상

관을 보였으며 집단활동을 방해한다의 항목은 교사의 눈을 피해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67), 성

추행적 행동을 한다(.56), 불손한 행동을 한다(.52)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표 8> 사회적 규범 영역에서의 문항간 상관관계

지각 결석 교실소란 불참 지시불응 불손
청소

않음

부정적

친밀
성추행 방해

결석 . 42**
교실소란 . 15* - . 19**
불참 . 28** . 14* . 25**
지시불응 . 29** . 32** . 14* . 56**
불손 . 19** . 42** . 06 . 33** . 71**
청소하지않음 . 21** . 05 . 34** . 31** . 36** . 33**
부정적 친밀 . 16* . 41** . 01 . 20** . 35** . 45** . 32**
성추행 . 18** . 60** - . 28** . 15* . 43** . 52** . 12* . 58**
방해 . 36** . 41** . 05 . 34** . 47** . 52** . 28** . 41** . 56**
부적행동 . 33** . 36** . 10 . 31** . 51** . 52** . 42** . 47** . 52** . 67**
* p<. 05 ,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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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적 기술 문제 인식의 차이 및 상관분석

사회적 기술 문제에 있어 성별, 경력 별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전체 37개 항목 중에서 8개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다. 차이가 있는 모든 항목에서 남자 교사보다 여자 교사가 더욱 심각하

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차이를 나타내는 문항은 주의집중 시간이 짧다, 무관심하다, 부적

절한 농담을 한다, 도벽이 있다, 집단에 끼지 못하고 소외된다,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집단활

동을 방해한다. 교사의 눈을 피해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특히, 부적절한 농담을 한다는 항목

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자 교사가 이러한 항목들에서 남자 교사보다 좀 더 심각하

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도 면에서는 성추행적 행동을 한다의 발생빈도

가 여자 교사(2.25)에 비해 남자 교사(1.89)가 낮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교직 경력이 낮은 교사가 교직 경력이 높은 교사들보다 심각하게 생각

하는 수준이 높았다. 정서·행동적 영역에서는 자기 자신을 학대한다와 무관심하다의 항목에

서 경력이 많지 않은 교사들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교사와 말

다툼을 한다에서는 초임교사들이 경력이 많은 교사들보다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적인 발언을 한다에서는 초임교사와 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6∼10년 경력의 교사들에 비해

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문제해결 영역에서는 파손한다, 소외한다 및 괴롭힌다의 3개

의 항목에서 경력별 차이가 있었다. 이 영역에서는 초임 교사들이 경력이 많은 교사들에 비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적 규범 영역에서는 부적절한 친밀감을 표현한다,

성추행적 행동을 한다, 집단활동을 방해한다 및 교사의 눈을 피해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의 4

개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다. 초임 및 6∼10년 사이의 교사들이 경력이 많은 교사들보다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외에 교사 연령별 그리고 태도별 차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연령별 차이는 경력

별 차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교사의 태도에 따른 사회적 기술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

는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각 사회적 기술 영역과 성별, 경력, 태도 변인 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각 영역의

내적 합치도(Crobach Alpha)는 양호하였으며(정서·행동 영역 .78, 의사소통 영역 .80, 문제해

결 영역 .88, 사회적 규범 영역 .82), 각각 내적인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과

교사의 배경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제시하면, 첫째, 정서·행동영역은 <표 9>에서와 같이 성별

에 따른 사회적 기술 영역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교사의 성별간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기술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둘째, 교사의 경력과

사회적 기술 영역간의 상관에서는 문제해결영역과 사회적 규범영역에서의 상관이 각각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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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기술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약한 상관관계(.20 이하)를 보이고 있다.

<표 9> 성별, 경력, 태도 변인과 사회적 기술 영역간의 상관

정서 ·행동영역 의사소통영역 문제해결영역 사회적규범영역

성별 . 14 . 14 . 16 . 12
경력 - .03 - .05 - . 18** - . 17*
태도 . 05 . 13 . 06 .09

* p<.05 , ** p<.01

셋쩨.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는 교사의 태도와 사회적 기술 영역간의 유의하지 않

은 상관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훈육에 있어 3가지의 태도(규율을 중요시한

다, 이해하려고 하는 편이다, 관대하다고 생각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도

와 사회적 기술 문제 영역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교사는 교육의 전문

가로서 자신의 태도와 관계없이 학생의 사회적 기술 문제를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평정하고

있다.

Ⅳ. 논의 및 시사점

현대 사회에서 지적 능력이나 창의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분야

에서는 팀협력 및 공동작업이 필요한 요소가 더 많이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서는 충분한 사회적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 사회적 기술을 적절히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술 영역별 심각성 및 학급당 출현율에 관한 연구의 결과에서 보면, 정서·행

동적 영역의 사회적 기술 문제의 심각성 면에서는 주의집중, 행동의 기복, 주변정리 정돈이 안

되는 것 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요도면에서는 주의집중, 행동의 기복, 학대

의 순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의사소통 영역에서의 사회적 기술 문제의 심각성 면

에서는 욕, 수업 중에 떠드는 것, 급우와 말다툼을 하는 것의 순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요도 면에서는 급우와 말다툼, 욕, 수업 중에 떠드는 것 순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문제해결 영역에서의 사회적 기술 문제의 심각성 면에서는 소외, 폭력, 괴롭히는 것의 순으

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요도 면에서도 소외, 폭력, 괴롭히는 것 순으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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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치하고 있었다. 사회적 규범 영역에서의 사회적 기술 문제의 심각성 면에서는 부적절한

행동,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 집단활동 방해의 순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요도 면에서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 부적절한 행동, 집단활동 방해의 순으로 중요한 문

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의 자기 태도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 58.9%의 교사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

으며, 34.9%의 교사들이 규율을 중요시한다, 6.2%가 관대하다고 응답하였다. 사회적 기술 문제

의 4개 영역에서 심각성과 중요도간에 항목 및 순서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 교사의 응답이 신

뢰롭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대인관계의 심각성 및 기술되지 않은 문제를 자유기술하도록 한 결과 집단에서의 소

외와 이기적인 행동, 급우를 괴롭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앞으로의 연구

에서는 이기적인 행동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셋째, 각 영역별 문항간 상관관계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정서·행동 영역의 문항간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특히, 자신을 학대한다라는 문항이 주변정리 정돈 및 일을 대충한다와

역상관을 보였다. 자신을 학대하는 아동의 특성이 다른 문항과도 상관이 있지만, 전체적인 상

관은 낮았다. 상관관계를 종합해 보면 일을 대충한다, 주변정리 정돈이 안된다, 용모가 단정치

못하다의 항목의 상관이 다른 항목보다 높았다.

의사소통 영역의 문항간 상관관계에서는 친구와 다툰다의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의

상관이 높았다. 교사와 다투는 아동은 친구와 다투는 아동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쓸데없이 질문하는 것과 농담을 하는 것과의 상관이 .70으로 높았다.

문제 해결 영역에서의 문항간 상관관계에서는 문제를 회피한다의 항목만이 도벽, 괴롭히는

것과 낮은 상관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항목의 상관관계는 높았는데, 특히, 파손과 도벽과의 상

관이 .74, 반항과 지시불응과의 상관은 .65로 높았다.

사회적 규범 영역에서의 문항간 상관관계에서는 지각에 비해 결석의 다른 문항과의 상관관

계가 높았다. 특히, 성추행 행동과 .60의 높은 상관을 보이는 반면에, 교실에서 떠드는 것과는

-.19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교실에서 떠드는 것과 성추행적 행동을 한다와는 -.28의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규범에서 약한 수준의 사회적 규범과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규범

으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다섯째, 사회적 기술 문제 인식의 성별, 경력별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성별간의 차이

에서 남자교사보다 여자교사가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부적절한 농담

을 한다는 항목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직 경력면에서는 교직 경력이 많지 않은 교

사가 교직 경력이 많은 교사들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수준이 높았다. 또한, 성별, 경력, 태도

변인과 사회적 기술 영역간의 상관분석에서 경력이 많아짐에 따라 문제해결영역과 사회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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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영역에 대한 인식의 심각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나 유의하다고 보기는 어려웠

으며, 성별, 태도와 사회적 기술 영역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교사의 배경 변인이

학생의 사회적 기술 문제 평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서는 첫째, 사회적 기술의 4개 하위 영역의 문항과 각 영역 간의 연관

성이 높아서, 결과적으로 문항과 그 문항이 속한 범주 간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서론에 밝힌 바와 같이 사회적 기술과 정서적, 인지적 그리고 행동적 기술들이 서로 확연

히 구분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요인 분석과 추후

검증 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표집이 지역적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제한되어 있고 초등학교

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과 함께 사회적 기술 문제에 대한 부모와 또래의 인식을 조사하지 못하

였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표집 대상 지역과 학교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부모와 또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의 문제는 학습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 기술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만일 한 사람이 사회에 실제로 참여하는 구성

원이 되고자 한다면, 사회적 기술들의 습득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해 보면, 학습의 대상과 결과로서 사회적 기술과 사회

적 기술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습부적응을 보이는 초등학교 학습장애 아동들의

사회적 기술 결함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학습장애에 대한 최근 정의를

제안한 ICLD(Interagency Committee on Learning Disability)에서도 학습장애의 기저가 되는

장애 요소로서 사회적 결함을 지칭하고 있다. 사회적 기술의 결함이 학습장애 요소로서 간주

되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분야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계속되고 있다(김동일, 1998).

학습장애 초등학생들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하여 학교 중퇴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Finn, 1989), 학습장애 학생들은 비학습장애 학생들보다 교사와 학급동료들로부터 사회적으로

소외될 위험이 더 높다(Seidel & Vaughn, 1991). 더구나, 이러한 과정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학교를 중퇴한 학습장애 학생과 학교를 마친 학습장애 학생을 비교했을 때, 중퇴한 학습장애

학생들은 학교를 마친 학습장애 학생들보다 학급동료와 교사 모두로부터의 사회적 소외가 높

은 것으로 보고되었다(Seidel & Vaughn, 1991). 사회적 소외의 반대 측면인 참여 혹은 가입의

측면에서 학습장애 학생들은 학교 활동과 교실에서의 학습과정에서 역시 낮은 참여를 나타낸

다(Finn, 1989). 많은 학습장애 학생들은 그들이 동료 및 교사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

며, 학교는 그들이 참여하는 장소이거나 흥미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습장애 학생들이 교실 및 학교 활동에서 낮은 참여를 보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일반학급 교사와 특수교육 교사 모두는 비학습장애 학생들이 학습장애 학생들보다 의미있

게 더 적절한 사회적 기술 및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각한다(Baum, Duffelmey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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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elan, 1988; Center & Wascom, 1986). 학습장애 학생들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교사들이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기술에 대한 중재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사회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학습장애 학생들에게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몇 가지 이유로는 첫째, 교사들은 그들이 적절한 사회적 개입을

제공할 만큼 사회적 발달과 사회적 기술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

고, 둘째, 많은 교사들은 사회적 기술이 학업 기술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가 있기 때문이

다(Seidel & Vaughn, 1991).

사회적 기술 문제에 대한 관점은 한 아동에 대한 교사, 또래, 및 학부모의 지각에서 비롯된

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부모에게는 사회적 행동에 문제가 있는 아동이 또래 아동에게는 인기

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장 전문가로서 교사의 지각과 평정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점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사회적 기술의 문제를 연구할 때 교사의 평정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학습장애 학생들을 특정짓는 어떤 단일한 사회적 행동 범

주가 없으며, 모든 학습장애 학생들을 특징짓는 단 하나의 사회적 기술 결함은 없지만, 사회적

기술의 문제를 갖는 아동은 아동 자신 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 학부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 초기에 적절한 사회적 기술 중재

를 제공하고 진전도를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 평가의 절차에 따르는 체계적인 접근이 시급하

며 이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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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Teachers' Perception on the Social Skill
Problems of Students

Kim, Dong-il* ·Ba e , Sung-J ik**2)

Social skills for elementary students are so critical that the future learning and adult life

of a particular individual depend on this social aspect of the development. Despite of the

importance of social skills, studies of social skills were underestimated and even relied

upon very few systematic data. In this stud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15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a Metropolitan area. The teachers' perception on social skill

problems survey consisted of 4 categories, encompassing emotional and behavior,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ocial norm.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reliabilities, and factor loadings of the each category of the social skill problem were

reported. On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a potential sample bias (i.e., geography and school

level). The results of this study included 1) priority and estimated prevalence of social skill

problems 2) correlations on items in each categories and reliability (Cronbach's Alpha: .80),

3) teacher's gender, experience and attitudes didn't show the systematic relations with

perceptions on social skill problems. The implications of social skills not only for the

elementary students but also for the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social ski l l , elementary school , teacher , emot ion and behavior , communica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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