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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특수교육의 흐름은 통합교육을 제외하고 논할 수 없다. 그만큼

많은 장애 학생들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자

장애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에 속한다. 실제로 특수교육연차보고서(2014)

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70.4%(61,451명)가 통합교육을 받고 있

으며, 전체 학습장애 학생의 99.3%(3,339명)가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통합교육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습부진 학생들이 일반학

급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수는 훨씬 많아질 것이다.

통합교육은 졸업 후 통합된 삶, 공동체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

로 그 목적이 한 사회의 일원으로 완전히 포함되어 살아가는 것이다(정

대영, 2005). 따라서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사회적 기술 여부는

통합교육의 효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자(조용태, 1998) 지역사회 통

합의 핵심능력이라 할 수 있다(신현기, 2008). 통합학급에서 교사 및 친

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한 구성원으로써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은 졸업 후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주요 요소이며, 이를 위한

기본 전제가 사회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학습부

진 및 학습장애 연구는 학업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

다(김동일, 이대식, 신종호 2011; 김상아, 진미영, 변찬석, 2014; 김애화,

2006; 서주영, 김자경, 2013; ; 신현기, 2008; Bryan, 2005; Hepler, 1997).

17년간의 학습부진에 관한 학위연구 1,263편을 분석한 김민영(2014)에

따르면, 정의적 요소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이

교과관련연구 및 수업방법관련 연구임을 알 수 있다. 국내의 학습장애

분야 중재 연구를 분석한 유영미, 박순길, 김영숙, 서아람(2013)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91.62%(175편)가 학업 및 인지적 영역에 관한 논문이었

으며, 사회성 기술을 다룬 연구는 겨우 8%(16편)에 불과했다. 김동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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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정소라, 이유리, 이기정, 박중규, 김이내(2009) 역시 10년간의 국내

학습장애 연구 총 289편을 분석한 결과, 그 동안의 국내 학습장애 연구

가 대부분 학습장애의 특성, 그 중에서도 인지적인 부분에 편중되어왔음

을 밝혔다.

국외의 경우, 1970년부터 학습장애 학생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사

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는데(Bryan, 2005; Kavale &

Forness, 1996), 많은 연구들이 학습장애 학생이 겪는 사회적인 영역의

어려움을 언급했다(Agaliotis & Kalyva, 2008; Johnson, Humphrey,

Mellard, Woods, & Swanson, 2010; Kalyva & Agaliotis, 2009; Kavale

& Forness, 1996; Kavale & Mostert., 2004; Maag, 2005; Swanson &

Deshler, 2003; Wiener & Tardif, 2004). Vaughn, Elbaum,

Boardman(2001)는 학습장애 학생들의 사회적 기술 중재를 메타분석 한

Kavale & Forness(1996)과 Swanson & Malone(1992)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약 80%의 학습장애 학생 스스로가 자신들이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고, 사회적 기술 중재 152

편을 메타분석 한 Kavale & Forness(1996)에 따르면, 학습장애 학생의

75%가 일반 학생에 비해 사회적 기술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회적 영역에 관해 학습장애와 학습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많

은 연구들은 두 집단 간에 유사한 사회적 기술 결함을 보고하고 있다

(Haager & Vaughn, 1995; Larrivee & Horne, 1991; Vaughn, Elbaum,

& Schumm, 1996; Vaughn, Hogan, Kouzekanani, & Shapiro, 1990;

Vaughn, Zarazoga, Hogan, & Walker, 1993).

학습장애 학생의 사회적 기술 결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학습장애 관계기관 합동위원회(ICLD, 1987)는 전통적으로 학습장애에 구

성되는 읽기, 쓰기, 말하기, 산수 외에 사회적 기술을 포함시켜야 함을

제안했고(Vaughn, Elbaum, Boardman, 2001), 미국의 장애인교육법

(IDEA, 2004)을 제외한 미국 학습장애 관계기관 합동위원회(ICLD), 미국

학습장애 합동 위원회(NJCLD), 미국 학습장애 협회(LDA), 정신장애 진

단 및 통계 편람(DSM-5)에 사회적 영역의 결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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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실제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교육부

(United States of Office of Education, USOE)의 정의는 여러 가지 정

책시행상의 혼란 때문에 (Gresham & Elliot, 1989; 김동일, 이대식, 신종

호, 2011재인용) 정의 요소에 학업적 결손에 대한 내용 외에 사회․정서

적 결함을 고려하지 않으며, 이를 그대로 반영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2008)의 정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 2001)이 제정되

면서 연방정부는 학교가 과학적 기반에 의한 교육적 전략을 통해 학생들

의 교육과정 기준을 만족시킬 것을 요구했는데, 이 역시 학교가 사회․

정서적인 측면보다는 학업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데 영향을 미쳤다

(Elksnin & Elksnin, 2004).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습장애 학생의 사회적

기술 결함보다는 학업적인 결손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며(Vaughn,

Elbaum, Boardman, 2001), 많은 교사들이 이를 학습장애 학생의 특성으

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Kavale & Forness, 1996). 또, Bryan, Burstein,

& Ergul(2004)은 학습장애 정의에 사회․정서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중재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교사들은 학업적인 부분을

더욱 중시하고, 학교에서는 사회적인 영역에 관한 중재가 제공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사회적 기술이란 개인이 얼마나 사회에 잘 적응하고 원만한 대인관계

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대부분의 장애를 진단할 때 중요한 요소

가 된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사회적 기술의 정의와 구성요소는 학자

들마다 강조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김동일 외, 2015;

강혜진, 2007; Merrell & Gimpel, 2009; Elksnin & Elksnin, 2004;

Kavale & Mostert, 2004; Kavale & Forness, 1996). Gresham &

Elliott(1987), McFall(1982), Kavale & Mostert(2004)와 같은 학자들은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기술을 구분했는데, 사회적 능력이란 개인의 전반

적인 대인관계 기능으로 부모, 교사, 또래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대상이

개인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고, 사회적 기술이란 개인이 사회적인 과제

에 반응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Gresham(1981)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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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종류의 정의들을 또래수용 정의, 행동적 기술 정의, 사회적 타당도 정

의인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Merrell & Gimpel(2009)은 그

동안의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들을 모아 사회적 기술이란

학습될 수 있는 상호적이고 특수 상황적인(situation-specific) 특정 행동

으로 시작과 반응을 포함하고, 사회적 강화를 극대화시키는 구체화될 수

있는 중재목표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사회적 능력은 학교를 비롯한 여러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생활

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김상아 외, 2014), 적절한 사회․정서적 기술을

가진 아동이 학업적으로 더 성공하기 쉽고, 다른 사람에게 더 수용되며

정서적으로 더 잘 적응하고, 높은 자긍심과 자신감을 즐겨 탄탄한 사회

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Elksnin & Elksnin, 2004). 문제는 이러한 사회

적 능력의 결함이 학령기를 거쳐 더욱 심화되고 계속 유지되어 일차적․

이차적으로 학교 수행력에 영향을 미치고(Kavale & Mostert, 2004), 나

아가 학업적 문제, 퇴학, 정신질환, 청소년 범죄, 자존감 상실 등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Bryan, 2005; Nowicki, 2003;

Hepler, 1997). 실제로 상당수의 학습장애 학생들이 사회적 행동, 자아개

념, 대인관계 기술, 사회적응, 불안,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으

며(Bryan, 2005; Hazel & Schumaker, 1988), 학습부진 학생들 역시 일반

학생보다 괴롭힘 피해가 높으며(Severina & Robert, 2007; Brahm &

Narcie, 2004; Nabuzoka, 2003), 이들은 대체로 우울․불안․위축 징후,

사회적 문제, 사고 문제와 주의력 문제를 보이며, 난폭한 행동 특성을 보

인다고 하였다(Baumeister, Storch & Geffken, 2008).

통합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사회에 적절히 통합되어 원만하게 기

능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과 일반학생의 사

회적 상호작용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결과에 따라 평가받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모두

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실의 정서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건강

이라 볼 때(Bryan, 2005), 사회적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한 개인의 성공적

인 적응을 위한 근간이라 할 수 있다(김동일 외, 2015). 이러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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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의 부각으로, 국외에서는 200여개가 넘는 사회적 기술 중재가 개발

되며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었고(Bryan, 2005), 이들을 위한 증거기반 중

재를 모색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미국정신의학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가 2013년 발표한 정신장애 진

단 및 통계편람(DSM-5)의 새로운 학습장애 정의는 미국장애인교육법

(2004)의 중재반응모형(Response To Intervention, RTI) 개념을 지지하

고 있으며(Cavendish, 2013). 이는 학습부진과 학습장애를 아우르는 증거

기반 교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메타분석이란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에 이루어진 중재 연구의

결과를 과학적으로 종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제

시하는 분석방법으로(Borenstein, Hedges, Higgins & Rothstein, 2009),

결과에 차이가 있는 연구물들을 종합하여 중재에 관한 효과크기를 계산

하고 비교할 수 있다(신인수, 박은영, 2011). 학습장애 학생들의 사회적

기술에 관한 메타분석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그 효과크기가

낮은 편이다(Kavale & Mostert, 2004; Nowicki, 2003; Swanson, 1996;

Kavale & Forness, 1996; Ochoa et al., 1995; Swanson & Malone,

1992). 특히, 사회적 기술 중재의 연구 효과성은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게

제시되어 왔다.(Kavale & Mostert, 2004). Kavale & Mostert (2004)는

사회성 중재 효과가 낮은 이유로 처치 강도의 부족, 부적절한 평가 타당

성과 신뢰도, 구인타당도 문제를 지적했다. 즉, 사용된 중재 패키지가 뚜

렷한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훈련의 강도가 짧으며, 신뢰도와 타당도

가 부족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실제로 중재가 효과적이었는지를 입증하

기 어렵다고 했다.

국내에서도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들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가 꾸

준히 이루어졌는데 그 대부분이 읽기나 쓰기, 수학과 같이 학업적이고

인지적 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이다(김동일 외, 2014, 2013; 연준모, 2014;

김우리야, 2013; 이예다나, 손승현, 2010; 김지원, 2008; 김동일, 박춘성,

최종근, 김익수, 2006). 사회적 기술과 관련된 메타분석 연구로 통합 상

황에서 학습장애 아동의 또래교수 중재 동향 및 효과 분석을 실시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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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 박대원, 박현주(2012)의 연구와 학습장애 학생의 자아개념 프로그

램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나용기, 김기룡, 강우정, 김삼섭(2011)의 연

구가 있다. 그러나 또래교수 중재와 자아개념 프로그램을 전체적인 사회

적 기술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상아 외(2014)은 사회적 기술

중재 뿐 아니라 특성 연구까지 모두 포괄하여 동향을 제시하였고, 사회

적 기술 중재 연구만을 종합하여 최근 동향을 제시한 연구는 김동일 외

(2015)의 연구가 유일하나 이는 중재의 동향만 살펴봤을 뿐 중재의 효과

크기는 밝히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적용하여 학습장애 위험 학생들의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중재가 실제로 효과적이었는지 밝히고, 중재변

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최선의 교육적 실제를 제공할 수 있는

증거기반 교수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상 변인, 중재

변인, 실행 변인, 측정 변인에 따른 분석을 통해 그 효과크기를 확인하

고, 다양한 수업 환경에서 효과적인 사회적 기술 중재의 교수적 특성을

탐색하고 방향성을 제공하여 증거기반 중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장애 위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중재의 전체 효과 크기는 어떠한가?

둘째, 학습장애 위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중재의 효과 크기는 대상 관련 변인, 중재 관련 변인, 실행 관련 변인,

측정 관련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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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학습장애 위험학생

학습장애 위험학생이란 학습장애로 진단되지 않았지만 일반교육만으로

적절한 교육적 성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IDEA, 2004). 현장에

서는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주로 학습부진이라고 일컫

지만(정예연, 2011), 위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학습장애 위험학생은 학

습부진과 학습장애를 모두 포함하는 보다 큰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습장애 위험 학생이란 국내의 많은 학습장애 학생들이 장애

판별을 받지 않고 학습부진아 형태로 일반학급에 소속되어 교육을 받고

있으며(강옥려 등, 2008; 이대식, 2009), 두 집단이 경험하는 사회적 영역

의 결함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Nowicki, 2003;

Vaughn et al, 2001; Haager & Vaughn, 1995; Larrivee & Horne, 1991;

Vaughn, Elbaum, & Schumm, 1996; Vaughn, Hogan, Kouzekanani, &

Shapiro, 1990; Vaughn, Zarazoga, Hogam, & Walker, 1993)에 따라 학

습장애 및 학습부진 학생들을 모두 포함하되, 학습부진 학생의 경우 보

통의 지능임에도 불구하고, 기대보다 기초학습능력이 떨어지는 명확한

준거를 제시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한다.

2) 사회적 기술

사회적 기술은 학습될 수 있는 상호적이고, 특수 상황적인

(situation-specific) 특정 행동으로 시작과 반응을 포함하고, 사회적 강화

를 극대화시키는 구체화된 중재목표이다(Merrell & Gimpel, 2009).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Caldarella & Merrell(1997)이 행동적 차원의 측

면에서 제시한 공통적인 사회적 기술 중 타인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업관련행동 및 자아관련요소는 제외하고, 타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동이라 할 수 있는 또래관계기술(peer relationship skills), 협력

기술(compliance skills), 주장기술(assertion skills)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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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학습장애 위험학생

1)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의 개념

학습장애 위험학생이란 학습장애로 진단되지 않았지만 일반교육만으로

적절한 교육적 성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IDEA, 2004). 현장에

서는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주로 학습부진이라고 일컫

지만(정예연, 2011), 위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학습장애 위험학생은 학

습부진과 학습장애를 모두 포함하는 보다 큰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학습

장애라는 개념이 미국에 처음 소개된 1960년대부터 학습장애, 학습부진

이라는 용어에 관한 혼용 문제가 존재하였으며(김애화, 김의정, 2012), 오

경자(1989)는 학습장애와 학습부진의 정의가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학습

장애와 정서 부적응 등 다른 문제가 주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학습부진

등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학습부진아에 대한 정의는 학문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

며, Kirk(1962)는 학습부진아동이란 지적 결함을 가진 학생이라기보다는

교육과정의 적응에 곤란을 겪는 학생이라 하였으며, Ingram(1960)은 동

일 연령 집단에 비해 학업 성적을 얻는데 어떤 장애를 받고 있는 자로서

학년 진급에 만족할 만한 학습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학생이라 규정했

다. Williams(1970)은 여러 가지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학습에

결손을 가지거나 기대되는 성공에 이르지 못하는 아동을 학습부진아로

정의하였다. Vaughn와 Hogan(1994)은 듣기, 추론, 수학, 말하기, 읽기,

혹은 쓰기에서 다양한 학습 어려움을 언급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며 이는

시각, 지각, 운동, 언어과정상의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기본적인 심리

과정상의 장애라고 하였다. Clements(1996)는 학습부진아의 개념을 38가

지로 제시하기도 했다. 즉, 학습부진이라는 용어는 특정한 학습 영역에서

제대로 학습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잘하지 못할 때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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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쓰는 포괄적인 용어(umbrella term)로(김동일, 1999), 학습장애는

학습부진을 보이고 있는 학생 가운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장 심

각한 학습문제를 겪고 있는 집단이다(고혜정, 2014).

학습장애 역시 Kirk(1962)가 다른 장애 영역 간에 차이가 존재함을 지

적하며 최초로 학습장애라는 용어를 제시한 이후로 이에 대한 다양한 정

의가 제시되고, 판별과정 및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습장애에 대한 뚜렷한 정의나 판별과정, 구체적인 특

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김애화, 김의정, 2013;

강옥려, 홍성두, 이기정, 김이내, 김동일, 2008). 일반적으로 학습장애란

지능이 보통 혹은 그 이상임에도 특정 기능, 특히 한, 두 가지의 기본적

인 학습 기능에 심한 장애를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그 특정 영역 중 가

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읽기장애이며, 수학이나 쓰기 영역에서 문제를

지닌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김동일, 손승현, 전병운, 한

경근, 2010).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 비해 학습장애의 역사가 짧은 편인데(조은미,

변찬석, 최나리, 2011),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한 영역으로 학습장애를 포함한 이후로 학습장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였으며(김우리, 2014; 김애화, 김의정, 2012; 조은미 외, 2011), 이후에 미

국의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의 정의를 모체로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이 제정되었다.

가장 흔히 쓰이는 미국 교육부의 정의(USOE)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특정학습장애란 듣기, 사고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철자 혹은 산수, 셈하

기에서 능력상의 결함으로 나타나는,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심리 과정상의 하나 혹은 그 이상에서의 장애를 지칭한다. 이 용어

는 지각장애, 두뇌 손상, 미세뇌기능장애, 난독증, 발달적 실어증은 포함되나

시각․청각․운동 장애, 지적장애, 행동․정서 장애, 또는 환경적․문화적․

사회경제적인 불리함에서 초래된 결과가 일차적으로 작용함으로 인해 학습

상의 어려움을 가지는 아동은 제외된다(USOE,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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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그대로 반영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의 정의는 ‘개

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해

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장애에 대한 정의가

이전보다 발전한 형태를 보였으나(조은미 외, 2011), 학습장애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정대영, 2010; 강옥려 외, 2008). 미

국 학습장애 학회(ACLD, 1986)는 학습장애를 일생동안 지속되는 문제로

보고, 학습장애의 영향력 범위를 사회적 활동으로 확대시켰다. 또한 미국

의 학습장애 관계기관 합동위원회(ICLD, 1987)는 학습장애 정의에 사

회․정서적 요인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미국 학습장애연합회

(NJCLD) 역시 학습장애 정의에 사회적 기술을 포함시켜 학습장애가 다

른 여러 가지 조건들과 함께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미국

학습장애합동위원회(NJCLD)의 정의는 사회․정서적 문제가 학습장애와

동반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그것 자체로 학습장애를

구성하거나 속하지는 않는다고 본다(Elksnins & Elksnins, 2004). 이를

개선하고자 만들어진 미국 학습장애 관계기관 합동위원회(ICLD)가 제안

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학습장애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추리 또는 수학

능력, 또는 사회적 기술의 습득이나 사용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

타나는 이질적인 집단의 장애를 말한다. 이는 선천적인 것이며, 중추신경계

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학습장애가 다른 장애영역(즉, 감각손상, 정

신지체, 사회적 정서적 혼란), 사회 경제적인 영향(즉, 문화적 차이, 불충분한

또는 부적절한 교수, 정신건강 요인), 그리고 특히 주의력결핍장애와 함께 발

생한다고 해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학습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해도

학습장애가 이들 조건이나 영향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다(ICLD: Interagency

Committe on Learning Disabilities, 1987c, p.222).

이처럼 학습장애 정의요소에 사회적 기술 포함하는 것에 대해

Gresham & Elliot(1987)는 사회적 기술 장애를 일차적으로 학습장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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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보이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Dublinske(1988)는 정의요소에 포함될 경우 진단과 판별 문제를 더욱 복

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교육부(USOE)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시행상의 혼란 때문에 ICLD의 정의를 인가하지 않고 있다(Gresham

& Elliot, 1989; 김동일, 이대식, 신종호, 2011재인용). 결국, 학습장애 주

요 정의 중 IDEA(2004)를 제외한 4개의 정의(LDA, ICLA, NJCLD,

DSM-5)가 사회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학습장애

의 주요 정의 3개 중 1개만이 이를 포함시키고 있다(정대영, 2005). 이는

학습장애의 사회적 기술 영역이 중요하면서도 크게 다루어지지 않는 이

유라 할 수 있는데, 학습장애 정의 요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는

학생의 사회적 결함에 관해 책임지거나 평가할 의무가 없게 되고, 교사

들은 학업적인 부분에 비해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이다(Bryan, 2005).

학습장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중 가장 많은 학생을

포함하는 장애영역이며(김동일 외, 2010), 미국 국립 학습장애센터

(National Children for Learning Disabilities: NCLD, 2014)에 의하면 전

체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무려 42%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습장애로 진단

받아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다. 반면에 특수교육 연차보고서(2014)

에 제시된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학습장애 학생의 비율은 전체 학

생의 3.9%로,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주요 교육통계 2014년 현황에 따

라 학령기 학생의 전체 6,285,792명 가운데 학습장애 학생의 비율은

0.05%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학습장애 출현율을 비교한 조은미

외(2011)는 학습장애를 포함하는 법적 기준과 제외준거, 판별과정의 차이

에서 찾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학습장애 정의가 보다 명확한 설명으로 문

서화되어 포함기준, 배제기준, 판별절차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의 경우, 합의된 정의가 없고, 판별․진단에 필요한 단계적이

고 구체적인 지침을 명시화하지 않아 학습장애 진단 과정에 어려움이 있

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 홍성두 외(2009)은 장애인 복지법에 학습장애가

별도 영역으로 포함되지 않아 의료적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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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모니터링과 중재 및 평가가 필요한 학습장애의 특성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 16조 1항이 제시하는 3일 이내 진단․평가를 해

야 한다는 조건과 대치된다고 했다. 이는 여전히 소수의 학생만이 학습

장애로 진단되어 특수교육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학습장애로 진단되어야

할 학생이 진단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강옥려 등,

2008, 이대식, 2009). 즉, 많은 학습장애 학생들이 장애 판별을 받지 않고

학습부진아 형태로 일반학급에 소속되어 교육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2)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의 사회적 기술에 관한 선행연구

Bryan(1974)의 연구를 시작으로 학습장애 학생들의 학업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Elksnin &

Elksnin, 2004), 많은 연구들이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들이 겪는 사

회적인 영역의 어려움을 언급했다(Agaliotis & Kalyva, 2006; Johnson

et al., 2010; Kavale & Mostert, 2004; Kavale & Forness, 1996; Maag,

2005; Swanson, 2003; Wiener & Tardif, 2004). 일반적으로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들은 부족한 또래 관계 위험에 놓여있으며(Hepler, 1997),

또래들에게 덜 수용되며 자주 거부되어, 사회․정서적 결함을 가진다고

보고된다(Elksnin & Elksnin, 2004; Haager & Vaughn, 1995; Maag,

2005; Valas, 1999).

실제로 Swanson & Deshler(2003)는 학습장애 학생들이 불균형적인

퇴학율을 보이는데 이러한 학생의 상당수가 광범위한 수행과 적응문제,

높은 결석비율, 낮은 성적, 잦은 학업 실패, 만연한 낮은 자존감(Wagner,

Blackorby, Hebbeler, 1993), 그리고 높은 비중의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

(Schumaker, 1992)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학습장애 학생의 사회

적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 중재 연구를

과학적으로 종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졌다. 학습장애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사회적 기술 관련 메타분석 연구를 정리해보면 <표 2-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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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결과 시사점

Kava l e

&

Forness

(1996)

‣학습장애 학생들의 사회적 능력

에 관한 152편

‣효과크기 : .653(학습장애 학생들

의 사회적 기술이 학습장애가 없는

학생들보다 약 2/3 SD 낮게 평가되

었으며, 결과측정치의 26%아래에

있음을 의미함)

‣학습장애 학생 74%가 사회적 기

술에서 더 부정적인 평가

‣10명 중 8명의 학습장애 학생들

이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경향

‣학습장애 학생의 자기평가는 10

명 중 7명 이상이 스스로가 사회적

기술에 결함이 있다고 평가했고, 8

명이 학업적 영역과 비언어적 의사

소통 측면의 어려움을 보고함

‣교사나 또래의 평가보다

학습장애 학생의 자기 평가

결과가 더 부정적으로 나타

남

‣사회적 기술 결함은 학습

장애 학생들에게 나타나기

쉽고, 그들의 행동 레퍼토리

의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해

야 할 필요가 있음

Kava l e

&

Mostert

(2004)

‣학습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

회적 기술 중재 훈련(SST)에 관한

53편

‣효과크기 : .211(SD=.618)

‣60%의 학습장애 학생들은 SST가

도움이 되었다고 했으며, 그 중

65%는 사회적 지위를 강화했다고

인식했으나 SST가 더 많은 상호작

용을 강화하지는 않았음

‣학습장애 학생들은 교사나 또래

로부터 상대적으로 격리된 상태로

남아있었고, SST가 외적 통제소를

바꾸는 역할을 하지는 못했음

‣SST효과가 크지 않은 이

유 : (a) 사용된 훈련 패키지

가 뚜렷한 근거 없이 사용됨,

(b) 훈련의 강도가 10주 이

내, 평균 중재 기간 30시간

이내로 적은 편, (c) 평가에

대한 근거가 부족, (d) 사회

적 기술에 대한 합의되지 않

은 정의, (e) 사회적 능력, 사

회적 기술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구인타당도

‣사회적 기술과 학업 기술

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표 2-1> 사회적 기술 관련 학습장애 메타분석 선행연구



- 14 -

‣또래들은 SST가 의사소통 능력에

가장 큰 이점을 가져온다고 인식하

였으나, 학습장애 학생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관점은 바뀌지 않았음

‣교사들은 SST가 학업적인 요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보았음

Nowicki

(2003)

‣통합환경의 학습장애 학생들을

학습부진, 평균-높은 성취 학생들과

비교한 연구 32편

‣학습장애 학생과 평균-높은 성취

학생들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효과

크기 : -.19～1.00

‣학습장애 학생과 학습부진 학생

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효과크기

: .13～.41

‣통합교실에 있는 학습장애 학생

들이 평균-높은 성취학생들보다 더

큰 사회적 위험에 놓여있음

‣교사들은 학습장애 학생들이 또

래보다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식함

‣대부분의 학습장애 학생들은 낮

은 자아개념 및 자아평가를 가짐

‣학습장애와 학습부진 학생 두 집

단 모두 낮은 사회적 기술 평가 점

수를 받았으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학습부진과 학습장애 학생

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어려

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음

‣학습부진과 학습장애 학생

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결함

이 비슷한 이유 : 보통-높은

성취 학생들과 교사들은 실

제 사회적 능력과 상관없이

학교에서 더 수행력이 높은

학생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습부진 학생들이

아직 학습장애로 판별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

음

‣교사 및 학교는 학습장애

위험학생들이 학업적 어려움

외에 사회적 기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증거기

반 중재를 개발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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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 h o a

&

Olivares

(1995)

‣학습장애 학생들의 또래 사회관

계망 평정에 관한 17편(1978-1991)

‣효과크기 : -.64～.69

‣학습장애 학생들은 또래에 비해

낮은 사회관계망 지위를 가짐

‣매개변수 중 평가받는 사람의 성

별, 학년, 실험 설계, 사회 관계망

척도 유형은 효과크기에 영향을 주

지 않았으며 평가자의 성은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나타냄

‣학습장애 학생들은 또래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사회

관계망 지위를 가지고 있으

며, 미성숙함, 공격, 성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

Swanson

&

Malone

(1992)

‣학습장애와 평균 성취 학생들을

비교한 연구, 사회적 수용 혹은 사

회적 기술39편(1974-1989)

‣또래 평가가 또래 지명보다 유의

미하게 높은 효과크기 산출 : 또래

평가(peer rating)는 -.90, 또래지명

(peer nomination)은 -.51

‣학습장애 학생들이 또래보다 덜

선호되고 거부되기 쉬움

‣학습장애 학생들이 또래와 비교

해서 미성숙함, 공격, 성격적인 문

제를 가지고 있음

‣또래 수용 효과크기에 대

한 사회 관계망 도구의 매개

변수가 중요함

‣사회적 기술은 나이가 들

어감에도 불구하고 학습장애

학생들과 또래 간 차이는 꾸

준히 유지됨

1974년부터 1990년 사이에 발표된 총 39편의 연구를 선정하여 학습장

애 학생과 일반 학생의 사회적 기술을 비교한 Swanson &

Malone(1992)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장애 학생들은 사회적 수용정도, 사

회적 거부, 자신감, 사회적 문제해결, 공격성, 성격, 미성숙, 과제수행력

모든 영역에서 또래보다 낮거나 심각한 문제를 보였다. 즉, 그들은 또래

에게 덜 선호되고, 거부되는 경향이 높고, 공격적 성향을 보였으며, 또래

학생들은 학습장애 학생들이 미성숙하고, 성격적 문제를 가지며, 주의집

중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학습장애 학생들의 또래 사회관계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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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메타분석한 Ochoa & Olivarez(1995)의 연구 역시, 많은 학습장애 학

생들이 상당히 낮은 사회관계망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성, 학년, 연구 설계, 사회관계망 척도 유형은

또래 관계를 위한 효과크기를 완화하는 영향이 아니었으며, 평가자의 성

이 사회관계망 또래 평가의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vale & Forness(1996)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장애 학생들의 약 75%

가 사회적 기술의 결함을 보여 학습장애를 가지지 않은 또래그룹과 명확

히 구분되었으며, 이들의 사회적 기술은 약 25%이하의 낮은 수준에 속

하는데 평가자에 따른 사회적 기술 평가 차이가 보였음을 설명했다. 교

사평가의 경우 학습장애 학생들의 사회적인 영역 보다는 학업적인 부분

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많은 교사들이 과잉행동과 산만성을 제외하

면 사회성을 이들의 결함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또래평가의 경우 10명

중 8명의 학습장애 학생들이 또래들에게 거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습장애 학생들은 또래들에게 친구로 지목되지 않았으며 이들은 인기가

없고,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뛰어나지 않고 비협조적인 것으로

보였다. 학습장애 학생의 자기평가 결과는 교사나 동료평가보다 더욱 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10명 중 7명 이상의 학습장애 학생들 스스로

가 사회적 기술에 결함이 있다고 평가했으며, 10명 중 8명 이상이 비언

어적 의사소통 측면과 학업적 영역의 어려움을 보고했다. 특히 학습장애

학생들은 사회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사회적인 인지, 언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70% 이상의 학습장애 학생들이 부족한

자존감과 부족한 자아개념을 보였다. 자신의 성공은 운에 의한 것이며,

실패는 부족한 능력으로 돌렸으며, 노력의 부족으로 귀인하는 경우는 거

의 없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외부통제소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습장애 학생들이 사회적 기술 결함을 수반하기 쉬

우며, 이러한 특성을 그들의 행동 래퍼토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학습부진과 학습장애, 두 집단이 경험하는 사회적 영역의 결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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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살펴보면, 학습장애 학생들이 학습부진이나 일반 성취 또래들보

다 더 낮은 사회적 능력을 가진다고 보고되기도 하였으나(Haager &

Vaughn, 1995),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Nowicki, 2003; Vaughn et al, 2001; Vaughn,

Elbaum, & Schumm, 1996; Haager & Vaughn, 1995; Vaughn,

Zarazoga, Hogam, & Walker, 1993; Larrivee & Horne, 1991; Vaughn,

Hogan, Kouzekanani, & Shapiro, 1990).

학습장애 학생들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평균-높은 성

취, 학습부진 그룹과 비교하여 제시한 Nowicki(2003)에 따르면, 통합교실

에 있는 학습장애 학생들이 평균-높은 성취학생들보다 낮은 점수를 받

았으며, 이들은 비교그룹보다 부정적인 동료지목을 받기 쉬운 것으로 나

타나 더 큰 사회적 위험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교사들은 학습장애 학생

들이 평균정도의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들보다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

고 인식했고, 학습장애 아이들 대부분이 낮은 자아개념과 낮은 자아평가

를 보였다. 학습장애 학생들이 평균-높은 성취학생들에 비해 더 큰 사회

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학습부진 학생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그룹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들

역시 학습장애 그룹과 학습부진 그룹 간에 사회적 기술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즉, 학습장애와 학습부진은 개념적으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그들

이 경험하는 사회적인 능력의 결여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 이들의 사

회적 결함은 비슷한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첫째, 평균-높

은 성취의 학생들과 교사들은 실제 사회적 능력과 상관없이 단순히 학교

에서 더 수행을 잘하는 학생들을 선호하며 둘째, 저성취 학생들 중에는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 판별되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고 결론지

었다. 즉,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특수교육 분류체계에 상관없이 사회

적 정보를 처리하는데 비슷한 결함을 가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학습장애, 학습부진, 평균-높은 성취의 그룹의 학생들의 사회적 능력

을 측정하여 분석한 Haager와 Vaughn(1995)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기술에 대한 부모 평가는 성취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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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동문제요인(내면화와 과잉행동)은 학습부진과 학습장애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

사들은 이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학습장애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낮은 사회적 기술과 많은 행동문제를 가진다고 인식했는데, 그들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교실에서 보이는 어려움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고,

학교 환경에서 역할하는 사회적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또래 평가

역시 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학습장애 학생들이 일

반학급에서 특수교실보다 더 낮은 자기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업관련 행동을 기반으로 이들을 평가했으며, 부모와 교사는

사회적 기술과 행동적 문제에 대해 비슷하게 인식하지 않았다. 이는 학

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또래에 비해 사회적으로 능숙

한 수행능력을 보이지 않지만, 다양한 변수에 의해 이질적이며, 사회적

환경이나 평가자에 따라 비일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기술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Ochoa와 Olivarez(1995)는

첫째, 이들의 낮은 사회관계망 수용은 모든 학년에 걸쳐 나타나며, 둘째,

낮은 사회관계망 지위는 여러 환경에 걸쳐 나타나며, 셋째, 모든 학습장

애 학생들이 낮은 사회관계망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넷째, 이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는 다른 학급 친구들에게도 시간에 걸쳐 일정하게 나타

나는 것처럼 보이며, 성인기까지 지속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학습부

진 및 학습장애 학생들이 시간과 다른 환경에 걸쳐 나타나는 일관되게

낮은 또래 지위는 차후의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

으며, 낮은 사회적 기술이 이들의 특성임을 알 수 있다.

국내의 경우,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연구는 학업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김동일 외, 2011; 김민영, 2014; 김상아 외, 2014;

서주영, 김자경, 2013; 신현기, 2008). 국내의 학습장애 분야 중재 연구를

분석한 유영미 외(2013)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91.62%(175편)가 학업 및

인지적 영역에 관한 논문이었으며 사회성 기술을 다룬 연구는 겨우

8%(16편)에 불과했다. 김동일 외(2009) 역시 10년간의 국내 학습장애 연

구 총 289편을 분석한 결과, 그 동안의 국내 학습장애 연구가 대부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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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장애의 특성, 그 중에서도 특히 인지적인 부분에 편중되어왔음을 밝혔

다. 17년간의 학습부진에 관한 학위연구 1,263편을 분석한 김민영(2014)

에 따르면, 정의적 요소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

분이 교과관련연구 및 수업방법관련 연구임을 알 수 있다.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문화기술적 연구를 한 김현희

(2011)에 따르면, 학습부진학생은 학습으로 인하여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갖지 못하여 규칙을 지키는 데에도 소홀할 경우가 많고, 그런 행동으로

인해 다른 아동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한, 학

습부진 학생은 또래관계에서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며, 이러한 부정적 자아개념은 다시 학습동기와 준비를

소홀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학습 부진 학생은 사회적 상황을 잘못 이해

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능력과 감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했다. 실제로

초등학교 학습부진학생과 일반학생의 괴롭힘 경험을 비교분석한 임효선

(2015)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부진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해 3배 정도의 높

은 괴롭힘을 경험하며, 가해와 피해에 대한 동시 경험은 5배나 높게 나

타났다. 정의적 요인에서도 이들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함께 높은 우울․

불안․위축감을 나타냈다. 즉, 학습부진학생은 학업상의 문제 뿐 아니라

부정적이고 낮은 자아 존중감, 정서적인 문제, 교우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김동일, 2001; 윤수정, 2013; 최옥희, 최병연, 2014).

학습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술 관련 연구는 주로 동향연구나

특성연구로 이루어졌는데 신현기(2008)의 경우 학습장애 학생의 사회성

기술지도 방법에 대해 사회인지에 기반한 대인문제해결 방법이나 다중지

능 이론에 근거한 지도방법 등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Flavell,

Miller, & Miller(1993)의 인지발달(3판)에 근거하여 사회적 인질의 본질

을 ① 자기, 타인, 사회적 관계, ② 존재, 요구, 추론, ③ Dodge의 정보처

리모델로 제시하고, 사회적 능력의 구성요소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 중

사회적 능력이란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에

서 개인의 기질적, 성격적,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 20 -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며 결과와 행동을 구분하고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사회적 능력의 반성적 사고와 침착으로 구

성된 기질, 교양과 사회적 능동성으로 구성된 성격, 통찰, 민감성, 의사

소통으로 구성된 사회적 인식, 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언급했다.

이러한 사회적 능력의 구성요소와 작용에 대한 위계적 모형(Guralnick,

1992)을 제시하여 대인관계 속에서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 성공률을 유지

하려면 대인관계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학습장애 학생들이 가지는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의 중재방법으로 대인간 인지적 문제해결과

정이론과 다중지능이론에 근거한 중재가 수행되어야 함을 촉구하며, 인

지에 기반한 처리과정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했다.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동향연구는 김상아

외(2014)와 김동일 외(2015)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김상아 외(201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의 사회성 관련 국내 연

구는 2000년부터 꾸준하게 연구되었으며, 연구 대상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연구주제 및 내용의 경우, 적응행동,

사회성, 대인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일 외(2015)

역시 중재 대상은 대부분 초등학생이었고, 사회성 중재 유형을 놀이활동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 또래교수 프로그램, 자기표현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로 분류했을 때, 자기표현 프로그램 중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각 중재유형별로 중재 장소나 집단 크기, 중재 기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연구가 많았으며, 중재 유형별로 목표로

하는 사회성 하위 영역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김동일 외

(2015)에 포함된 연구들은 종속변인으로 자아개념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

고, 효과크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학습장애 학생들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메타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

면, 서화자 외(2012)가 통합 상황에서 학습장애 아동의 또래교수 중재 동

향 및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고, 나용기 외(2011)는 학습장애 학생의 자아

개념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분석 결과 연구의 효

과크기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또래교수 중재와 자아개념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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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사회적 기술 중재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

내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

한 중재를 메타분석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1) 사회적 기술의 개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과 또래 집단에서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인식하게 되고 더불어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들을 배워가는 사회화과정을 통해 성장해간다(김지영, 2007). 사회적

능력은 한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의 지식이나 가치관, 규범 등을 내면화

하여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능력으로, 이는 아동이 자아정

체감을 확립하고 집단에 소속감을 가져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

지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하요상, 김은향, 2013). 이는 아동기, 청

소년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특정 발달 시기를 불문하고 한 개인의 성공

적 적응을 위한 근간이 될 뿐 아니라 또래, 교사, 가족, 이웃 등 많은 관

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김동일 외, 2015)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Erickson(1963)은 인간의 사회-정서적 발달과정을 8단계로 구분했는데

각 단계의 발달과업을 잘 해결했을 때 긍정적인 자아발달과 건전한 발달

을 할 수 있으므로 시기별 위기를 잘 해결해야한다고 보았다. 학령기에

해당하는 발달단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시기는 근면감 대 열등감의 시

기로, 주요 발달과업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기 가치감 발달로써

학교, 교사, 학습 또래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때 학교공부나

가정에서 주어지는 과제에 대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주변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열등감이 자라게 되고, 이것은 다음

단계인 청소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중․고등학교 시기는

자아정체성 대 정체혼미의 시기로, 주요 발달과업은 확고한 자아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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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의

Argyle(1981) 상호작용 목적을 실현하기위한 효과적인 사회적 행동

Combs & Slaby

(1977)

개인과 상대 모두에게 이로우며, 사회적으로 수용가능

하고 가치있는 방식으로 주어진 사회적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

*Dodge(1986)
사회적 능력의 이론적이 구인을 정의하기 위해 가정되

는 행동

Foster & Ritchey

(1979)

상호작용을 위한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고 유지하기위

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반응

Gresham(1981)
강화 요인을 극대화하고 처벌의 가능성을 낮추는 사회

적 행동

Gresham & Elliott(1987) 주어진 환경에서 중요한 사회적 결과를 예측하는 행동

*Hagger & Vaughn

(1995)

환경과 사람에 걸쳐 친사회적이고 반응적인 기술로 다

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언어, 비언어적 행동과 태도

Hargie, Saunders, & 다른 사람들과 개인 간 수준에서 상호작용할 때 이용

발달과 다양한 잠재적 자기 중에서 스스로를 선택하는 것으로 여전히 또

래는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된다. 이는 발달 시기에 따라 주요 발

달과업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에 적절한 지원이 주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즉,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성인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으므로 학습장애

및 학습부진 학생이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

요한 사회적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령기에 원만

한 발달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면 다음 시기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적절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사회적 기술은 여러 학자들의 이론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용

어와 개념으로 정의되어왔다(김동일 외, 2015; Kavale & Mostert, 2004;

Merrell & Gimpel, 2009). 그 동안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

보면 <표 2-2>과 같다.

<표 2-2> 사회적 기술에 대한 영향력 있는 정의의 핵심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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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kson(1987)
되는 기술로 목표 지향적이고 상황에 적절한 행동의

단위이자 학습된 행동

Kelly(1982)

확인된 행동 기술들로 개인이 환경으로부터 최대의 강

화를 얻기위해 대인관계 상황에서 사용하는 학습된 행

동

Libet & Lewinsohn

(1973)

다른 사람에 의해 벌을 받는 행동을 하지 않거나 정

적․부적으로 강화되는 행동을 하는 복잡한 능력

Matson(1988)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용되거나 바람직한 방식으로

고려되는 강화를 받기 쉬운 사회적으로 숙련된 사람

Mcguire & Priestley

(1981)

개인 간 효과적인 면대면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행동

Shepherd(1983)
사회적 의사소통을 하는 동안에 관찰되는 개인의 행동

으로 사회적 역할과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Schlundt & McFall

(1985)

유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개인의 특정한 구성요소 과정

Schneider, Rubin, &

Ledingham(1985)

개인과 환경의 연합으로 심리적 행복의 중요한 요소인

동료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도구

Trower(1979)
숙련된 행동에 의해 보상을 얻고 목표를 획득하기 위

해 추구하는 개인적 목표 혹은 목적

*Walker(1988)

(a)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하

며, (b) 만족스러운 학교 적응과 또래수용을 하도록 하

며, (c ) 더 큰 사회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행동 집합

Young & West

(1984)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는 특정의 긍정적인 개

인 간 행동

*출처 : Merrell & Gimpel(2009), 표1.1, p. 4의 표 내용에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첨가함. *(기존의 표첨가된

정의를 표시)

Merrell & Gimpel(2009)은 이러한 무수한 정의들의 핵심 요인들을 모

아 사회적 기술이란 학습될 수 있는 상호적이고, 특수 상황적인

(situation-specific) 특정 행동으로 시작과 반응을 포함하고, 사회적 강화

를 극대화시키는 구체화된 중재목표라고 정의했다.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과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은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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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두 개념이 독립적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Merrell & Gimpel, 2009, p.9). McFall(1982)과 Gresham, Sugia,

Horner(2001)은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기술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는데,

사회적 기술이란 개인이 특정한 사회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능숙하게 해

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행위이고, 사회적 능력이란 주어진 준거

에 비추어 특정 개인이 사회적 과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결하는지에

대해 또래, 교사, 가족과 같은 사회적 작용자가 내리는 성과중심의 평가

적 용어라고 하였다. 즉, 사회적 능력은 사회적 기술과 사회인지를 포함

하는 개념으로, 적절한 대인관계 형성 능력 전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기술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휘되는 적절한 사회적 반

응이고, 사회인지가 사회적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라면, 사회적 능력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문제를 사회적으로 용

인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사회적 능력이다(김동일 외,

2011).

Foster & Ritchey(1979)는 사회적 능력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응들로서, 다른 말로는 상호작용자로 하여금 긍정적

인 효과를 산출하고 유지하며 증가시킬 가능성을 최대화하도록 하는 반

응이라 했다. 특히 Gresham(1998)은 또래나 성인들과 만족스러운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능력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사

회적 기술의 여러 가지 정의를 또래 수용도(peer acceptance), 행동 기술

(behavioral skills), 사회적 타당도(social validity)에 따라 분류할 수 있

다고 보았다.

국내의 정의를 살펴보면, 주로 사회적 기술보다는 사회성이라는 용어

로 정의되었는데, 정범모(1973)는 사회성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

는 특성으로 한정하여 정의함으로써 인간성, 인성, 성격과는 구별하여 정

의하였고, 민영순(1983)은 사회관계의 유지, 사회 생활에 적응하는 성질

로 다른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개체의 능력 또는 개체의 사회적 적응

성, 대인관계의 원만성이라고 했다. 이상노(1990)는 이를 사회적 측면에

서 본 인간의 성질로 어떤 사람이 남을 모방하고 동화하며, 사회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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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 그리고 관습들에 동화함으로써 인간관계를 원활히 가지며 사회

에 잘 적응해가는 성질이라 했다. 사회성을 사회화측면에서 정의하기도

하였는데, 이위환(1994)은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덕목의 내

면화가 필요하며, 그 덕목을 예절성, 자율성, 지도성, 근면성, 안정성, 사

교성, 수용성, 준법성으로 나누었고, 전재순(1998)은 사회화 과정에서 볼

때 사회성이란 사회적 행동이 내재화된 것이며, 후천적으로는 교육을 통

한 경험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습관이나 사회적 행동의 근본적 기능이라

언급했다.

이윤수, 김학수(1975)는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적 행동 특성을 근면성,

책임감, 협동성, 준법성, 자주성, 생활습관, 정서안정, 창의성 등 8가지 항

목으로 분류했다. 유미화(2008)는 인간이 타인 및 집단 간의 사회적 관

계에 적응하여 건전한 대인관계를 지속․발전시켜 나가는 개체의 능력,

개체의 사회 적응성, 대인관계의 원만성 등을 말하며 또한 사회적 행동

이 내면화된 것으로 후천적으로 교육에 의한 경험으로 습득한 사회적 습

관군이며 나아가 사회적 행동의 근본적 기능이 되는 것이라 하였다. 황

보영란, 박경란, 전영자(1998)은 사회적 능력이란 사회적 관계에서 작용

하는 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포함할 뿐 아니라 표출된 사회적 행동

과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잠재된 능력이라 했다. 이보다 앞서 이윤수, 김

학수(1975)는 사회적 행동특성을 근면성, 책임감, 협동성, 준법성, 자주성,

생활습관, 정서안정, 창의성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그리

고 조용태(2000)는 사회적 기술이란 한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다른 사

람과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구체적인 행동기술이라 했다.

이와 같이 많은 학자들이 꾸준히 사회성에 대한 개념과 다양한 정의를

제시했는데 국외의 경우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 사회인지(social awareness)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여러 가지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나 주로 사회성

(sociality)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사회성 요소에 사회화 요소들이 포함

됨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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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기술이란 구체적인 행동기술인 사회적 기술 뿐 아니라 개인이 사회

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특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적절하게 사회적 기술을 정의하

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Merrell & Gimpel(2009)은 첫째는 사회적 기술

의 구인이 간단하지 않고, 다수의 다른 심리학적 구인과 성격, 지능, 언

어, 인식, 감정, 태도, 그리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행동기본적인 인간의

특성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여러 학문적 영역에

걸쳐 사회적 기술 구인에 관심 있는 교육, 심리학, 정신의학, 특수교육,

간호학 등의 전문가들이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지적했

다(Merrell & Gimpel, 2009). 이러한 사회적 영역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사회로부터 지원을 얻어내고, 친구를 사귀며, 교실과 학교 운동장에서 교

사와 또래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환경 내에서 변화와 어려운 여

건을 적응하는 것이 사회적 기술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Walker, Colvin, Ramsey, 1995, p.227; 김동일 외, 2011, p.291재인용).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사회성 요소에는 사회화 요소들이 포함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사회적 기술의 구성요소

사회적 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의처럼 강조점을 두는 관점에 따라 구성

요소도 다양하게 범주화된다. Bryan, Burstein, & Ergul(2004)은 연령,

종족, 인종, 환경, 역할, 방법, 측정, 국가에 따라 사회-정서적 차이가 존

재하며 그 하위요소로 자아개념, 애착(정서), 사회정보처리, 사회인지, 의

사소통 능력 및 사회적 행동과 같이 6가지로 구분했다. Vaughn &

Hogan(1990)은 사회적 능력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① 사회적 기술

(다른 사람에게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 ② 대인관계(친구관계, 또래수

용), ③ 나이에 적합한 사회적 지각(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상황을 인지

하는 능력), ④ 사회적 부적응과 관련된 행동의 부재(공격적인 행동, 주

의력 문제, 위축의 부재)로 구분되며, 이 중 사회적 기술이 사회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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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Dodge와 동료들은 사회적

능력의 3가지 요소로 ① 사회적 신호를 인식하고 해독하여 해석하는 것,

② 적절한 반응을 선택하는 것, ③ 적절한 사회적 반응을 재현하는 것이

라 했다.

Merrell & Gimpel(2009)에 따르면 사회적 기술은 오래전부터 연구되

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류하기 위해 실증적으로 타당화된 분류 체

계는 거의 없다고 밝히며, 그 대안으로 행동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높은

상호관련성을 가지는 행동 군집에 기반한 다변량 기법을 제시했다.

Quay(1986)가 아이들의 문제행동 분류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분

류법을 활용하여 Caldarella & Merrell(1997)은 다양한 종류의 문헌에 보

고된 사회적 기술 차원을 설명하고, 이러한 연구들로부터 학령기 학생들

의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에 기반한 분류를 실증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연

구들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여 약 22,000명의

학령기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기술을 분류하는 다면적 접근을 시도하였

다. 이를 통해 5가지 가장 공통된 사회적 기술 차원을 제시했다: 또래관

계기술(peer relationship skills), 자기관리기술(self-management skills),

학업적 기술(Academic skills), 협력 기술(compliance skills), 주장기술

(assertion skills).

또래관계기술이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아이들의 사회적 기술과 특성

으로 구성된다. 자기관리기술이란 자신의 기분을 통제할 수 있고, 규칙과

한계를 잘 따르며, 다른 사람과 잘 타협하고, 비판을 잘 받아드리는 아이

들의 특성과 기술로 구성된다. 학업적 기술이란 교실의 사회적 환경과

가장 관련 깊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교사들이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학생

으로 생각되는 아이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협력 기술이

란 규칙과 기대를 적절하게 따르기, 자유 시간 사용하기, 공유하기를 통

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아이들을 반영하는 기술과

특성을 포함한다. 주장기술이란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한 사

회적 주장과 독립성을 발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사교적이고 외향적이

라 불리는 아이들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기술을 <표 2-3>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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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체적인 기술

1
또래관계

기술

사회적 상호작용, 친사회적 행동, 대인관계, 또래가 선호하는

사회적 행동, 공감, 사회적 참여, 사교적인 지도성, 또래 강화,

일반성, 또래 사교성

․칭찬, 감사, 혹은 동료에게 박수치기

․동료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이나 지원을 제공하기

․같이 놀기 위해 동료를 초대하거나 대화하기

․긴 시기에 걸쳐 토의에 참여하기, 동료와 이야기하기

․동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옹호하기

․모두가 좋아하는 활동에 동료들이 찾을 것

․동료들이 좋아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료들과 능숙하

게 참여함

․동료들과 능숙하게 대화를 시작하고 함께함

․동료들의 감정에 민감함(공감, 동정)

․친구를 쉽게 사귀고, 많은 친구를 가지는 것

․유머러스하고, 동료들과 웃음을 공유하는 것

2
자기관리

기술

자기통제, 사회적 편의, 사회적 독립성, 사회적 유능감, 사회

적 책임, 규칙, 좌절 극복

․문제 발생 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화가 났을 때 감정을 통제함

․규칙을 따르고, 시행되는 범위를 따름

․갈등 상황에 적절하게 타협할 줄 앎

․비판을 잘 수용하고,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아드림

․또래들에게 놀림을 받을 때 무시하거나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음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함

3
학업적

기술

학교 적응, 학교의 사회적 규칙 존중, 과제 지향, 학업 책임

감, 학급 협력, 모범

․독립적으로 과제나 과업을 수행하며 독립적인 학업기술을 보여줌

․개인적인 자습과제와 할당된 과업을 완수함

․교사의 지시를 듣고 수행함

․능력 수준에서 수용할 수준으로 과제를 생산하며, 가능성을 만들어냄

․개인적으로 잘 조직화됨(예.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가져옴, 학교에

제 시간에 도착함)

<표 2-3> 사회적 기술에 대한 5가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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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거나, 질문을 할 때 적절하게 요청함

․주의가 산만할 때에도 잘 기능하고, 과제를 할 때에는 동료의 방해를 무

시함

4 협력 기술 사회적 협동, 유능감, 협력 준수

․지시나 설명을 따름

․규칙을 준수함

․자유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함

․장난감, 재료, 그리고 소지품을 공유함

․건설적인 비판이나 교정을 해줄 때 적절하게 반응함

․과제를 마치거나 과업을 완수함

․장난감, 과제, 혹은 소유품을 정리함

5 주장기술 주장하는 사회적 기술, 사회적 주도성, 사회적 활동성, 용기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함

․칭찬에 감사함

․함께 놀기 위해 동료를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초대함

․자신을 위해 좋은 것을 말하거나 행동함, 자신감 있음

․친구를 만듦

․부당한 규칙을 질문함

․새로운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함

․다른 성을 가진 동료에게 자신감을 나타냄

․잘못되었을 때 감정을 표출함

․진행중인 활동/그룹에 적절하게 함께함

*출 처 : Merrell & Gimpel(2009), 표1.3(p.12)의 내용에 구체적인 기술을 첨가함

3) 사회적 기술 결함에 대한 원인

학습장애 학생들이 사회적 기술 영역에 결함을 가지는 원인은 명백하

지 않으나 부족한 언어 및 의사소통 기술들, 다른 사람들의 정서를 인식

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 인지적 처리와 사회․정서적 문제해결의 어려

움, 중추신경계 장애, 우울이나 ADHD와 같은 공존성 신경질환장애, 학



- 30 -

업적 문제와 교육적인 격리, 반복되는 실패에 대한 낮은 자존감 등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한다(Elksnin & Elksnin, 2004). 이를 정리해보면 사

회적 능력의 부족, 공존장애로 인한 결함, 낮은 학업성취로 인한 결함,

사회적 경험 부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회적 기술에는 대인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한데, 학습장애 아동들은 일반아동보다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Dixon & Moore, 1990). 많은 연구자들이 또래에게

거부되는 이유를 부족한 사회․정서적 기술에 의한 것이라 가정했는데

(Bryan, 1994; Gresham, MacMillan, & Bocian, 1996; Gresham, Sugai,

& Horner, 2001; Kuhne & Wiener, 2000; Lopez, Forness, MacMillan,

Bocian, & Gresham, 1996; Sabornie, 1994; Tur-Kaspa, Weisel, &

Segev, 1998; Wiener & Harris, 1997), 이는 Vaughn, Bos,

Shumm(2000)이 학습장애 아동 중에 비행청소년이 많은 이유로 제시한

침투용이성 이론(susceptibility theory)과도 연관된다. 즉, 학습장애 아동

은 다른 아동들보다 성격의 미숙으로 충동적이고 판단이 흐려 현명하지

못한 사회적 선택을 하게 되어 청소년 비행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Hepler(1997)는 학습장애 학생들이 가지는 신경학적 어려움이 언어 혹은

비언어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부족한 청각처리, 기억, 주의, 시각,

공각, 지각, 언어 및 운동 기술을 이끌어 낮은 사회적 기능으로 연결된다

고 설명했다. 즉, 단기 기억에 문제를 가지는 아이들은 지시를 잘 기억하

지 못하고, 대화를 이해하고 집단의 문화나 구성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

을 지닌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습장애 학생들이 부족한 사회적 기술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한 사회적 기술 중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Kavale & Mostert(2004)의 사회적 기술 중재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습장애 학생들의 약 60%가 사회적 기술 중재가

효과적이라 답했고, 약 65%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

했다. 또래들은 사회적 기술 중재가 의사소통 능력에 가장 큰 이점을 가

져오며 이로 인해 학습장애 학생들을 덜 거부하고 잘 수용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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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교사들은 학습장애 학생 10명 중 6명의 적응능력을 향상시

키는 것으로 인식했다. 다시 말해, 부족한 사회․정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에 대한 꾸준한 중재와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장애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공존장애

(comorbidity)로 인한 사회적 기술 결함을 들 수 있다. 공존장애란 2개

또는 그 이상의 조건들이나 장애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Stedman, 1995), 김동일, 김이내, 이기정, 정소라, 김붕년, 고은영(2008)

에 의하면, ADHD와 학습장애는 많은 부분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는

데, ADHD 집단 내의 학습장애 출현율 조사연구(김동일 역, DuPaul &

Stoner, 2007)의 전체 평균에 따르면, ADHD 3명 중 1명이 학습장애를

갖고 있음을 언급하며 두 장애사이의 관계의 본질은 불확실하나 관계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ADHD와 학습장애로 인한 문제가

학교장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2차적인 정서적 어려움, 사회적

상호작용의 문제 등을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동일 외, 2008), 학

습장애 학생들이 지닌 공존장애로 인한 사회적 기술 결함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셋째, 낮은 학업성취나 학습장애 자체가 학업적 자아개념과 나아가서

전반적 자아개념 저하로 이어져 다시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이다(김동일, 이대식, 신종호, 2011). 학업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에 대해 명확한 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Bryan(2005)은 사회

적 수용의 긍정적인 느낌이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Bryan,

Burstein, & Ergul, 2004; Yasutake, Bryan, & Dohrn, 1996)고 언급한

것처럼 여러 학자들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Vaughn 등(2000)은 학습장애 아동들이 청소년 비행에 빠지는 원인으

로 학업성취 실패이론(School failure theory)을 제시했는데 이는 계속되

는 학업실패가 청소년 비행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

다. Vaughn, Boardman(2001)의 연구에서 학업적인 결손에 의한 환경이

학습장애 그 자체보다 학급 활동에 덜 참여하게 함으로써 또래들이 그들

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이는 언어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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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impairment) 혹은 정보처리 결함(processing deficit)과 같은

학습의 어려움이 적절한 사회적 기술의 습득과 적용에 어려움을 야기하

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Kavale & Mostert(2004)

역시 사회적 기술 훈련의 근본적 이유는 학업적이고 직업적인 성공을 위

한 것이라고 해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갖추는 것이 학업과 직업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Ladd(1990, 1991)와 Berndt &

Keefe(1995)의 연구에 따르면, 친구를 잘 사귀는 아이가 또래에게 거부

당하는 아이보다 더 학업적으로 수행을 잘하며, 학업적 수행과 학교에

대한 태도를 가장 잘 추측할 수 있는 예측요인이 바로 사회적인 적응이

라 했다. Haager & Vaughn(1995) 역시 학업수행은 사회적 지위에 영향

을 주는 주요한 요소이며 학습장애 학생의 사회적 기술 문제는 유치원

때부터 이미 발견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학습장애 학생들은 통합된 교실

에서 점차 학업을 중요한 요인으로 느끼며 또래 학생들과 같은 수준으로

수행하기를 원하지만 그 차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보

인다(Renick & Harter, 1989).

흥미로운 점은 학습장애 학생들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

혹은 평가환경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기도 했는데, 학습장애 학생들이 교

실 환경에서 과제 관련 행동에 더 많은 행동적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있

다는 점이다(Haager & Vaughn, 1995). Nowicki(2004)의 연구에서는 학

습장애 학생들과 평균-높은 성취, 저성취 그룹을 비교한 결과 실제 사회

적 능력과 상관없이 학생들과 교사들이 단순히 학교에서 더 수행을 잘하

는 학생들을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즉, 학업적인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려

움을 가진 학생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환경을 해결하

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는 낮은 학업적 위치가 사회

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Haager & Vaughn, 1995).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또래집단 형성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임

오용, 2001)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힘보다는 학습능력에

따른 또래 집단 형성이 우선되어, 학급에서 인기 학생이 되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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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중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뛰어난 학습능력임을 언급했다. 이

와 같이 낮은 학업성취나 학습장애 자체가 학업적 자아개념과 나아가서

전반적인 자아개념의 저하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원만한 대인관계 형

성에 장애가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사회 정서적 기술은 학업적 수행

에 필수적이며, 사회․정서적 학습이 학생들의 학업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며(Elksnin & Elksnin, 2004), 둘 간의 높은 상관은 여전히

학업성취향상을 통해서 대인관계기술 부족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장애 학생들은 신경생리학적 결함이나 인지과정상의

결함보다는 사회경험의 부족에 기인하여 대인관계 이해 부족을 보인다는

것이다(Gresham & Elliott, 1989). 즉, 학습장애아동들이 대인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학습

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거나 가족과의 일상생활에서의 적절한 상호

작용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Dixon & Moore, 1990). 이는 대인관계

기술을 직접적인 지도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교육적 측면의 의의를 갖

는다.

사회적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능력이 학교를 비롯한 여러 환경

에서 성공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작용하며(김상아 외,

2014; Elksnin & Elksnin, 2004), 사회적 기술을 갖춘 사람이 학업적으로

더 성공하기 쉽고, 다른 사람에게 잘 수용되며, 정서적으로 잘 적응하고,

높은 자긍심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Elksnin & Elksnin,

2004). 실제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집

단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12년 간 종단연구를 진행한

Bagweell, Newcomb & Bukowski(1998)의 연구에 따르면, 우정

(friendship)과 또래거부(peer rejection)는 성공적인 성인기 적응적 발달

을 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혀냈다. 이러한 사회적 기술 결함은 학령기를

거쳐 더욱 심화되고 유지되어 일차적․이차적으로 학교 수행력에 영향을

미치고(Kavale & Mostert, 2004), 나아가 학업적 문제, 퇴학, 정신질환,

청소년 범죄, 자존감 상실 등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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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Bryan, 2005; Hepler, 1997; Kavale & Forness, 1996; Nowicki,

2003) 사회적 기술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사회적 기술 중재

많은 학습장애 학생들이 사회적 영역의 결함을 겪고 이는 학령기에 걸

쳐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사회적 기

술 훈련이 장기간 제공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중재 훈련(Social Skills

Training, SST)이란 교사들이 학생들이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Elksnin & Elksnin, 2004), 사회적 기술 훈련의 근본

적인 이유는 장기적인 적응과 마찬가지로 학업적, 직업적 성공의 중요성

을 담고 있다(Vaughn, 1985).

학습장애 학생들의 사회적 기술 중재에 대한 여러 종합적인 연구들이

진행되고(McIntosh, Vaughn, & Zaragoza, 1991; Schneider　＆　Byrne,

1985; Vaughn, 1991), 200개가 넘는 사회적 기술 중재가 개발되고 꾸준

히 연구되었음(Bryan, 2005)에도 불구하고 학습장애 학생들의 사회적 기

술 중재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는 중재의 효과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Kavale & Forness, 1996) 이는 다른 학습장애 학생들의 사회적 기술

중재 문헌 분석 결과와도 비슷하다(Mathur, Kavale, Quinn, Forness,

Rutherford, 1998; Schneider & Byrne, 1985).

학습장애 학생들의 중재 효과가 낮은 원인에 대해 Kavale &

Mostert(2004)는 ① 강도의 부족, ② 부적절한 평가 타당성과 신뢰도, ③

구인타당도의 문제를 제시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사용된 훈련

패키지가 뚜렷한 근거나 예비 검사 없이 사용된 경우가 많으며, 효과적

이라고 알려진 사회적 기술 중재를 사용한 연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용된 중재가 효과적인지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사용

된 사회적 기술 중재의 훈련 강도는 평균 30시간미만으로 보다 긴 중재

기간이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며 이를 평가하는 방법도 표준

화된 규준지향검사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사회적 기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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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개념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언급했는데 학습장애 학생

들이 필요로 하는 효과적인 사회․정서적 기술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사회적 기술에 대한 구인타당도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된

다면 사회적 능력 향상을 위해 정확히 무엇을 가르치고, 특별한 기술이

사회적 능력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능이나 적응행

동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계속적인 수정을 거쳐 구인타당도를 확보하게

된 것처럼 사회적 기술에 대한 구인타당도가 밝혀질 때까지 특수교육의

다른 영역들이 경험했던 문제들(정의, 측정, 중재 등)은 학습장애 학생의

사회적 능력을 강화하는데 한계점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Maag(2005)은 사회적 기술 중재 효과가 낮은 이유로 타당화된

목표행동과 기능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즉, 목표

행동이 그들의 삶의 질을 실제로 강화하는지에 대한 탐구와 함께 사회적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목표행동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으

로 제공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

다. 목표행동은 사회적으로 타당한 사회적 기술을 수행하도록 교육받아

야 하며, 행동의 수행과 강화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선행사건과 결

과의 대표군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학생이 행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인지 혹은 자아통제 결함이 그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막아 그의 레퍼토

리에 그 행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수행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중

재 시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료들을 강화하는 요소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즉,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기능적 평가와 함께 결함의 패턴이 중재와 일치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술 중재는 또래들을 포함할 것과 그룹

강화체제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학습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53개의 사회성 중재에 대한 연

구를 메타분석 한 Kavale & Mostert(2004)에 따르면, 60%의 학습장애

학생들이 사회적 기술 훈련(SST)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다고 답했으며,

그 중에서도 65%가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했다. 하지

만 사회적 기술 훈련은 학생 간 상호작용을 강화하지 않았고, 학습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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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여전히 교사나 또래로부터 상대적으로 격리되어있었고, 그들의

외적통제소를 바꾸지 않았다. 즉, 학습장애 학생들의 자기인식과 대조적

으로 동료들은 학습장애 학생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관점이 바뀌

지 않았으며, 교사들은 사회적 기술 중재가 학업적인 요소에 영향을 끼

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학업을 강조하는 교실 환경에서 학습에 어려움이 없는 학생들과 같은

수준으로 수행하길 원하는 압박은 해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Renick &

Harter, 1989). 학습장애 학생들은 다른 또래들에 비해 긍정적 또래 상호

작용 기회를 가지기 어려워 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인지에 대한 일반적이

고 적응적인 방식을 학습할 기회가 줄어들어 또래 거부나 무시를 경험하

고, 낮은 심리적 적응을 보이기 쉬우며, 이는 성장할수록 더 큰 삶의 문

제로 작용할 수 있다(Valas, 1999). 또한, 사회적 기술 중재는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Hepler, 1997), 사회적 기술

중재를 구성하기 이전에 교사들이 학습장애 학생들이 학업적 결함 외에

사회적 영역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학업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타당한 사회적 기술 중재를 지속적으로 제

공할 필요가 있다.

Gresham(1998)은 기존의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들의 효과 논문을

종합 정리하며 그 특징을 3가지로 정리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효과적인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모델링, 조언 그리고 강화

절차를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며, 둘째, 사회적인 문제해결, 자기 교시와

같은 인지적 행동 절차 중재의 효과는 자연적인 상황에서 미약했으며,

셋째, 많은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문헌들은 장기간

에 걸쳐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학습장애 학생들

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기술 훈련이 좀 더 적절하고 타당화된 교육중재가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Kavale & Mostert(2004) 역시 사회적 기술

훈련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학업적, 직업적인 성공을 언급하며 사회적

능력을 키우는 사회적 기술을 중재할 때 이러한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평

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Merrell & Gimpel(2009, p. 119)은 여러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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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술 프로그램

1 문제 정의
문제상황을 제시하고 참여자들이 문제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함

참여자들이 대체가능한 문제 해결방법을 만들어내도록 도움

2
해결책

확인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에 참여하도록 구체적인 교수가 제시됨

참여자들이 사회적 기술 요소를 확인하도록 도움

3 모델링

참여자들에게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을 모델링하도록 제시

인지적이고 언어적인 예행연습 요소와 행동적인 수행요소들을

모델링하도록 제시

4

예행연습

과 역할

놀이

참여자들에게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을 하기위한 단계들을 유

도함

모든 참여자들은 실제적이고 역할 놀이 상황과 관련된 바람직

한 사회적 기술을 수행하도록 요구됨

5

수행에

대한

피드백

참여자들은 역할놀이 상황에서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을 올바

르게 재연하기 위해 강화됨

참여자가 역할놀이 상황에서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을 수행하

지 못했을 때 교정된 피드백과 부가적인 모델링이 제공됨

피드백이 바르게 제공된다면 참여자들은 바람직한 사회적 행

동을 수행할때까지 예행연습과 역할놀이에서 수행할 부가적인

기회를 제공

6
문제 행동

제거

사회적 기술의 습득과 수행을 방해하는 문제행동이 강화에 기

반한/ 감소 절차에 따라 제거됨

7

자기교수

와

자기평가

참여자들은 훈련기간 동안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입 밖에 내

도록 요청받음

왜곡된 생각이나 신념체계를 반영한 자기 진술이 수정됨

훈련 기간은 명백한 자기 교수와 자기평가를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포함함

과 환경에서 가치로운 사회적 기술 훈련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

술 훈련의 효과적인 교수를 위한 종합적 모델 원리’를 제시하였는데 이

는 <표 2-4>와 같다.

<표 2-4> 사회적 기술 훈련의 효과적인 교수를 위한 종합적 모델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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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반화와

유지를

위한 훈련

훈련, 상황, 행동, 역할놀이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상황에서 이

루어짐

적합한 과제가 제시됨

교사와 부모는 과제를 점검하고, 기술의 실천을 격려하고, 피

드백을 제공하도록 협력함

*출처 : Merrell & Gimpel(2009), 표4-3, p.119

Schumaker, Pederson, Hazel, & Meyen(1983)은 사회적 기술 중재 프

로그램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으로 ‘(1) 프로그램이 사회적 능력

을 증진시키는가?, (2) 프로그램은 학습장애 학생들의 학습 특성을 반영

하는가?, (3) 프로그램은 학습장애 학생의 사회적 기술 결함을 대상으로

하는가?, (4) 프로그램은 상황적 맥락 안에서 기술을 가르치는가?, (5)

프로그램은 학습장애 학생들을 위해 효과적이라 밝혀진 교육적 방법론을

포함하는가?’라는 질문을 제시하여 이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

다. Elksnin & Elksnin(1994)은 사회적 기술을 일반화하는데 용이하게

하는 절차를 소개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계속적인 수정(sequential

modification), (2) 자연스러운 강화체제 도입(introduction of naturally

maintaining contigencies), (3) 충분한 모범 훈련(training with sufficient

exemplars), (4) 여러 상황에 걸친 훈련(training across settings), (5) 느

슨한 훈련(training loosely), (6) 일반화 훈련 중재(mediating training

generalizations). 하지만 이런 절차들이 드물게 사회적 기술 중재 파트

에 속해있다고 하였다. 사회적 기술 중재를 타당하도록 하는 여러 요인

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증거기반 사회적 기술 중

재는 매우 부족한데(Bryan, 2005), 그 중에서 Kavale & Mostert(2004)이

제안한 효과적인 사회적 중재 훈련 예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표

2-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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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술 프로그램

1 ASSET : A Social Skills Program for Adolesc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2 DUSO (Developing Understanding of Self and Others)

3 Learning to Get Along

4 PALS : Problem-Solving and Affective Learning Strategies

5 The SCORE Skills: Social Skills of Cooperative Groups

6
Skillstreaming the Adolescent: A Structured Learning Approach to

Teaching Prosocial Skills

7
Skillstreaming the Elementary School Child: A Guide for Teaching

Prosocial Skills

8 Social Skills Instruction for Daily Living

9 TAD (Toward Affective Development)

10 Walker Social Skills Curriculum: The ACCEPTS Program

<표 2-5> 사회적 기술 프로그램 예시

*출처 : Kavale & Mostert, 2004, 표1, p 32

3. 메타분석

1) 메타분석의 개념과 특징

메타분석은 전체 연구 결과에 대한 양적인 요약을 제공하는 통계적 검

증 기술로, 더 정확한 중재효과에 대한 결정의 가능성을 제공하여

(Cooper & Hedges, 1994; Lipsey & Wilson, 1993), 관련된 연구 분야에

걸쳐 통계적인 추정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의 장점은 다른 연구의

결과들이 전체적인 효과 크기의 양적인 추정치로 제공되는 표준화된 가

치, 혹은 효과크기로 수렴된다는 것이다(Hedges & Olkin, 1985). 메타분

석은 분석들의 분석(anlysis of analysis)으로 개별 연구의 결과를 통합할

목적으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메타분석은 특

수교육연구를 분명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이는 기존의 문헌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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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연도순으로 제시하는 화술적 방법이나 수량적 접근방법의 하나인

투표식 방법과는 달리 처치의 주요 효과크기와 더 높은 상호작용을 동시

에 분석하고 식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오성삼, 2002). 이는 학습

장애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사회적 기술 결함을 묘사하는 정의를 더 강화

할 수 있으며, 개별연구 결과들을 표준화된 측정이나 효과크기로 바꿔

전체효과크기를 산출하므로 연구의 객관성, 타당성, 적용가능성을 강화하

는 역할을 할 수 있다(Kavale & Forness, 1996).

Glass(1981)는 이러한 메타분석의 특징에 대해 첫째, 수량적이고, 둘째,

효과크기를 계산하기 위하여 서로 상이한 연구들이 한 데 모아지게 되

고, 셋째, 이러한 메타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결론이 도출된다고 언급했다

(오성삼, 2002). 메타분석은 각 개별 연구 결과를 수량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효과크기를 사용하는데 이때 효과크기를 산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

지가 있다. 효과크기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를 측정하는데 사용

되는데 Cohen(1977)에 따르면, 효과크기 추정치 크기에 대해 .80 이상은

높은 효과크기, .50은 보통의 효과크기, .20 이하는 작은 효과크기로 여겨

진다.

국내의 특수교육 및 관련 분야의 메타분석 논문을 고찰한 신인수, 박

은영(2011)에 따르면, 메타분석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효과크기를

계산하여 중재의 방향과 크기를 제공해주는 것이며(Cooper, 2006), 이를

위해 학술지만을 분석한 경우는 출판편의(publication bias)가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출판편의란 학술지만을 연구대상으로 했을 때 이미 통

계적으로 유의할 때 출판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물을 탐색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연구물, 즉 출판되거

나 출판되지 않은 연구물을 포함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학위논

문이나 학술지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메타분석을 지양되어야 함을 언급

했다.

체계적인 메타분석에 대한 양적 팽창과 중요성의 증가는 각 분야에서

실제적인 메타분석 연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을 야기하였

는데 국외의 경우 심리학 및 교육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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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모형 무선효과모형

․모든 연구의 모집단 효과크기는 동

일하다고 가정함

․동일한 모집단의 효과, 즉 one true

effect(common effect)를 추정함

․각 연구의 효과 크기 차이는 표집

오차(sampling error)에 기인

․대상자, 개인방법, 기간 등이 서로

다르므로 모든 연구의 모집단 효과

크기는 상이하다고 가정함(효과크기

의 이질성)

․서로 상이한 모집단의 효과크기 분

포의 평균을 추정함

․각 연구의 효과크기 차이는 표집오

보고 기준이며, 국내의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PRISMA 그룹의

승인을 받아 한국어판 체크리스트로 만든 PRISMA의 지침을 들 수 있

다(신인수, 박은영, 2011). Swanson(1996)은 메타분석의 경우 연구의 질

을 평가하는 준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여러 자료들을 모아

학습장애 영역의 메타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학습

장애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기준

으로 사용될 수 있다. APA의 가이드라인과 PRISMA 체크리스트는 <부

록 1, 2>로 첨부하였다.

집단 실험 연구에 있어서의 메타분석의 방법은 크게 무선효과(random

effect)모형과 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으로 분리될 수 있다. 먼저 무선

효과모형을 가진 메타분석의 경우, 산출된 효과 크기는 모든 개별 연구

에서 동일하지 않은 현실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반면에 고정효과모형은

산출된 효과크기가 동일하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분석하고 있

다. 또한 고정효과모형은 표집오차에 관한 값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해석은 메타분석에 포함된 개별 연구에만 한정해야 하는 단

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무선효과모형은 표집오차의 값을 제공하는 장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효과모형에서 산출된 전체 효과크기는 모

집단의 효과크기로 해석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여승수, 홍성두,

2011). 고정효과모형과 무선효과모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두 모형의 특성과 차이점을 <표 2-6>과 같이 제시한다(황성동, 2014).

<표 2-6> 고정효과모형과 무선효과모형의 차이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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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연구 간 분산(between-study

variance)로 구성

평균 효과 크기는 각 연구의 동일한

모집단 효과 크기를 추정한 값

평균 효과 크기는 각 연구의 서로 상

이한 모집단 효과 크기 분포의 추정

된 평균값

표본 크기가 커지면 표준오차는 0에

가까움

표본 크기가 크고 동시에 연구의 규

모도 커지면 표준오차는 0에 가까움

․ 각 연구들이 기능적으로 동일

(identical)

․ 효과 크기의 동질성 가정

(homogeneity of effect)

․ 동질성 검정 통계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연구 간 분산은 0으

로 고정

․ 각 연구의 가중치는 매우 다름

․ 연구 결과의 적용을 일반화하기보

다는 특정 집단에 한정하고자 하는

경우

․ 연구들이 표본, 개입 방법 등이

서로 다름

․ 효과 크기의 이질성을 가정하고

연구 간 분산을 인정(heterogenety)

․ 가중치가 보다 균형적이고 표준오

차가 크므로 신뢰구간이 더 큼

․ 각 연구는 연구자들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며, 연

구결과를 다른 집단에도 일반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출처 : 황성동, 2014, 표4-1, 4-2, p. 115, 117

2) 메타분석의 단계

메타분석은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계량적

분석 방법으로써 일반적으로 체계적 연구결과분석의 한 부분으로 수행된

다.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방법으로써 메타분석의 가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황성동, 2014).

․모수를 더 정확하게 추정(better parameter estimates)

․다중 결과를 분석 및 평가(assessment of outcomes in multiple

domains)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 분석(moderator analysis)

․오류와 왜곡을 최소화(minimizing error and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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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6단계 7단계

1
연구 주제 선정 및

연구 질문 제기
연구 문제 설정

연구 주제 선정 및

연구 질문 제기

2
관련 문헌(연구 결과)의

체계적 검색

검토 대상 연구물 기준

선정 및 수집

관련 문헌(연구 결과)

검색 및 선정

3 데이터 추출 및 코딩 연구 특성 변인 코딩
개별 연구의 질 평가,

데이터 추출 및 코딩

4 데이터 분석 메타 통계 분석 효과 크기 계산

5 결과 보고서 작성
분석 결과 제시 및 해

석

동질성 검증 및 잠재적

조절 효과 검증

6 결과 보고서 작성
연구 결과 해석 및 데

이터 오류 검증

7 결과 보고서 작성

메타분석은 일반적인 조사 연구의 단계인 연구 주제 선정, 문헌의 검

색,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결과 보고서 작성의 순서와 비슷하다.

Beyne(2010), Littell, Corcoran와 Pillai(2008), 그리고 Jackson(1980)이 제

안한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 <표 2-7>과 같다.

<표 2-7> 메타분석의 절차

*출처 : 황성동, 2014, 표1-3, p.25에 Jackson(1980)의 6단계 연구절차를 추가함

3) 다층 메타분석

메타분석의 여러 가지 방법 중 다층메타분석은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중재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할 수 있는 위

계적 선형모형을 기반으로 한다. 다층모형은 특정 수준에서 측정된 변수

가 상위수준에 내재되어 있는 위계적 구조를 가진 자료의 분석을 위한

통계적 방법으로, 다층 모형 내에서 개인 수준 변수와 집단 수준 변수

간의 분산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수준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

립변수의 설명력과 예측력,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성태제, 2014,

p.365).



- 44 -

유정진(2006)은 위계적 선형 모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개개인이 가

진 고유의 특성이 조직에 반영되어 집단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개개인의 특성, 조직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조직의 특성을 동시

에 고려하여 종속변인을 예측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의 분산분석이나 회귀분석은 그룹간의 단순한 비교 또는 자료의 위

계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인간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조직 특성의 영향을 받는 변인들이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을 고려하지 않을뿐더러 개인이 서로 독립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가정하

고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위계적 선형모형은 연구들의 참 효과크기

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그 차이의 원인을 알아보는데 매우 유용하

다(김동일, 이윤희, 강민철, 정여주, 2013).

국외의 메타분석 연구의 양적 팽창과는 달리, 국내 교육학 및 사회과

학 연구에서는 메타분석 연구가 그리 활발하지 못하지만 최근 들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신인수, 박은영, 2011). 사회적 기술 중재에 대한 효

과를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과 증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것이 최근 특수교육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과

학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에 기반을 둔 증거기반교수

(Evidence-based instruction or Evidence-based practice)이다(이예다나,

손승현, 2010; 홍성두, 2010).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연구란 ‘교육활동과

프로그램에 관련된 신뢰롭고 타당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객관적인 절차를 적용한 연구’를 의미한다(이예다나, 손승현,

2010).

4. 사회적 기술 중재 관련 변인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기술 중재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보

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 학습장

애 위험학생들의 사회적 기술 중재의 증거기반 실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 연구의 결과는 연구 대상, 중재 유형, 측정방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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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중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변인은 국내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들의 사회성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김동일 외

(2015)의 분석틀을 기반으로 학습장애를 대상으로 한 기존 메타분석연구

(나용기 외, 2011; 이예다나, 손승현, 2013)와 다층메타분석을 적용한 기

존의 연구(김동일, 고혜정, 조영희, 2014; 김동일 외, 2015; 김우리야,

2013; 안예지, 2014)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1) 대상 관련 변인

Merrell & Gimpel(2009)은 사회적 기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소로 연령과 성에 따른 차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즉, 아동의 발달시

기와 성에 따라 다른 사회적 기술 요구와 발달을 보인다는 점이다. 김동

일 외(2015)와 김상아 외(2014)에 따르면, 연구 대상에 따른 분석 결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나용기 외(2011)가 실시한

학습장애 학생의 자아개념에 대한 메타분석에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효과크기 개수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효과크기 개수에 비해 3

배나 많았다. 그 이유는 학습장애 학생들의 사회적 기술 향상에 영향을

주는 통합교육을 위한 제도 및 환경적 장치가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잘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손병덕,

2005). 김상아 외(2014)의 연구 결과 역시 초등학생 대상 연구가 많았는

데 그 중에서도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이

는 초등학교 학년 초기에는 학습장애를 진단하기가 어려워 연구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Sheridan(1995)은 사회적 기술 중재

에 참여하는 그룹의 구성원의 성에 대하여 남녀학생들이 같은 그룹으로

중재를 받을 때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성을 가진 학생들이 어

떻게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지 알게 되는 이점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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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재 관련 변인

Caldarella & Merrell(1997)은 행동적 차원에서 학령기의 적절한 사회

적 기술을 또래관계 기술(Peer relationship skills), 자기 관리 기술

(Self-Management Skills), 규준적 기술(Academic skills), 협력 기술

(Compliance skills), 주장 기술(Assertion skills)로 분류하였다. 김동일

외(2015)의 연구에서는 중재유형을 놀이 활동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

또래교수 프로그램, 자기표현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으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 두 가지 중재 유형을 바탕으로 하되, 김유리(2011)가

지적장애 학생의 사회성 중재 유형을 위해 사용한 Odom, Brown, Frey,

Karasu, Smith-canter & Strain(2003)의 사회적 기술 중재 문헌분석에서

사용한 방법을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첫째, 각 논문의 사회적 기술

중재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고, 포함된 하위기술들의 목록을 작성하

고, 둘째, 목록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비슷한 사회성 기술들을 함께 범

주화한 후, 마지막으로 여섯 가지 사회성 기술 영역을 분류기준으로 선

정하였다: 놀이활동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 또래협동 프로그램, 자기

표현 프로그램.

3) 실행 관련 변인

실행 관련 변인은 중재를 수행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연

구의 중재가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Merrell &

Gimpel(2009, p104)은 사회적 기술 훈련 중재를 실행하기 위한 가장 바

람직한 실행요인들로 그룹형태, 참여자 수, 중재 회기 등을 제안하였다.

그룹형태의 경우, 소그룹은 커다란 환경에 대한 축소판으로 작용하여 참

여자들에게 자연스러운 환경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발판(staging), 실제

(practice), 상호작용(interaction), 그리고 피드백(feedback)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중재 장소의 경우, 통합환경에 놓인 학습장애 학생들을 학



- 47 -

습부진 학생 및 평균-높은 성취 학생들과 비교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한

Nowicki(2003)에 따르면, 보통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습장애 학생들의 자

아개념이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들보다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들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한 Haager &

vaughn(1995)에 따르면, 오히려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 밖 환경에서 잘 발달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으며, 다른

학업적 환경, 다른 평가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으며, 여러 환경에

따라 다른 사회적 행동을 보여주기도 함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적 기술 중재가 학교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바람직한데(Sheridan, 1995),

그 이유는 사회적 기술을 사용하고 학습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이다(Elliott & Gresham, 1991). 사회적 기술 훈련에 대한 방대한 실

증적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참여자 수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

는데 다수의 임상가의 경험에 의하면, 중재 그룹 수는 실제적인 사회적

환경이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하지만 한 학급 유형으로 너무 큰

것은 지양하는 편이 좋다. Sheridan(1995)은 최적의 그룹 크기를 ‘4～8명

사이’로, Gresham(1991)은 ‘3～6명 정도’라고 보았다. 중재 시간과 회기

수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우, 한 회기는 대략 45～60분 정도로 구성되는

것이 효과적이나 이는 대상 학생의 발달 연령에 따라 상이하다. 일반적

으로, 주당 한 회기가 적합하나(Sheridan, 1995), 연구자에 따라 주당 2

회기를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기도 한다.

김동일 외(201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술 중재 연구의 절반 이상이 중재 장소

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중재 기간은 10주 이하가 대부분(75.9%)이었으며,

중재 시간 역시 30분에서 120분으로 프로그램 성격과 형태에 따라 다양

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기술 중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중재 변

인들은 사용되는 사회적 기술, 목표 행동, 중재 대상자 등의 다양한 요인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장 좋은 중재 변인을 결정짓는 것은 힘든

일이다(Merrell & Gimpel, 2009, p. 109). 하지만 다양한 중재 변인들 중

에서도 발달 시기에 따른 학습장애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중재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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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탐색하고, 사회적 기술 중재를 위한 증거기반 요소들을 탐색하는 과

정은 효과적인 교육 실행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의 크기(소그룹, 대그룹, 전체학급), 중재자(교

사, 연구자, 기타), 중재 장소(일반학급, 특수학급, 방과 후 학급, 기타

등), 그리고 중재 기간(1-10주, 11주 이상) 및 실시횟수(1-10회, 11-20회,

21회 이상)에 따른 중재 효과의 차이를 탐색하고자 한다.

4) 측정 관련 변인

검사에 따른 중재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김동일 외

(2015)에 따르면 사회성 측정 도구로 사회성검사, 자아개념검사, 학교생

활적응검사, K-HTP, 자아존중감평가척도, 자기효능감척도, 적응행동검사

(KISE-SAB), 교우관계검사, 학교적응검사, 친사회적행동검사, 대인관계

척도, 자기표현력 검사, 이타적 행동 검사, 행동관찰 등 다양하게 나타났

다. 이 중 본인의 직접적 응답에 따라 이루어진 연구가 24%, 교사․부

모․또래에 의한 응답 및 관찰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는 8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표준화 검사를 사용했을 때와 자체 제작 검사를 사용했

을 때의 중재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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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도구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학습장애 위험 학생들의 사회적 기술 향상에 영향을 미

치는 예측변인들을 탐색하고 중재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메타분석

을 활용하되 대상, 중재, 기간 등에 따라 모집단의 효과크기의 이질성을

가정하여 서로 상이한 모집단의 효과크기 분포의 평균을 추정하는 무선

효과모형(황성동, 2014)에 기반한 메타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Comprehensive Meta Analysis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인별 효과크

기를 확인하고, HLM 6.0 interactive mode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1

수준과 2수준으로 나누어 다층메타분석을 통해 효과크기 및 다양한 변인

들을 비교분석한다. 메타분석을 위한 연구절차는 기본적으로

Jackson(1980)의 메타분석 단계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구체적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연구 문제의 설정, 둘째, 검토 대

상 연구물의 기준 선정 및 수집, 셋째, 연구 특성을 선택하고 코딩 매뉴

얼과 코딩표를 개발하여 연구 자료들의 특성 변인 코딩, 넷째, 메타분석

실시, 다섯째, 분석 결과의 제시 및 해석,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의 기술

단계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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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문제 설정

․ 연구 선정 기준 

 -포함될 연구는?

 -연구의 특성은?

 -분석방법은?

⇩

2. 자료 수집 및 선정
․데이터 베이스 활용

․관련 논문의 참고문헌 활용

․관련 저널 직접 검색

⇩

3. 데이터 추출 및 코딩
․자료 처리 및 분석방법

 -코딩 매뉴얼, 코딩표 개발

⇩

4. 메타 분석 실시
․효과크기의 통계적 변환

․효과크기 동질성 검정

․효과크기의 산출 및 해석

⇩

5. 분석 결과 제시 및 해석
․효과크기 해석

․결과제시형태 선택

⇩

6. 연구 결과 기술

<그림 1> 메타분석의 절차

2. 연구 자료 수집과 선정

1) 연구 자료 수집

본 연구는 학습장애 위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중재 연구를 분석하고자 연구목적에 적합한 논문들을 이전의 메타

분석 연구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수집하였다(김우리야, 2013; Swanson,

Vaughn, Wanzek, Petscher, Heckert, Cavanaugh, Kraft, Tackett, 2011).



- 51 -

첫째, 국내 논문 주요 검색사이트인 한국학술정보원(KISS)과 학술연구

정보서비스(RISS4U), 디비피아(DBPIA), 국립중앙도서관(www.nl.go.kr)

에서 검색을 실시하여 2000년도 이후부터 2015년 7월까지 발행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2000년을 기준으로 지정한 이유는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

생의 사회적 기술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2000년도이기 때문이

다(김상아 외, 2014). “학습부진”, “학습장애”, “사회성”,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 교우관계, 또래관계”, “학교적응”을 주요 검색어로 사용하였

다.

둘째, 선행 메타연구 및 문헌분석 연구에 분석대상으로 포함된 연구리

스트와 비교한 후 본 연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논문을 추가로 보충하였

다.

셋째, 200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발행된 주요 특수교육 저널을 검색

하여 본 연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논문을 추가로 보충하였다: 특수교육,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특수교육학연구, 특

수아동교육연구, 학습장애학회, 현장특수교육

2) 포함 준거 및 배제 준거

위와 같은 과정에 따라 수집된 논문들 중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최

종 분석에 포함될 연구 논문을 선정하였다.

첫째,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논문을 선정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사회적 기술 중재의 유

형과 전달방법의 동향을 살펴보고, 요인별 분석을 토대로 최상의 중재방

법을 제시해주기 위함으로, 학령기 전 영유아나, 학령기 이후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 사회적 기술 중재를 교수하는 중재관련 실험논문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술 교수가 주목적이 아닌 문제행동 감소나 학업

성취, 자아개념만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연구, 사회적 기술 관련 상관연구

나 특성을 조사한 연구는 제외한다. 중재방법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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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설계를 사용한 연구를 선별하고, 단일대상설계를 사용한 연구는 제

외하였다.

셋째, 학술지만을 연구대상으로 했을 때 이미 통계적으로 유의할 때

출판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 출판 편향(publication bias)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포함하였다(신인수, 박은영, 2011). 신

인수, 박은영(2011)에서 제안한 한국어판 체크리스트 PRISMA(2009)의

데이터검색 분류방법을 활용하여 <그림 2>와 같은 방식으로 논문을 검

색, 선별, 선정, 포함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그 결과, 기준에 충족하는 논문으로 총 63편이 1차적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논문 중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연구, 중

재 실시 대상 수가 명확하지 않은 연구, 중재 실시 대상이 3명 이하인

연구의 경우를 제외하고, 총 40편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상

값(outlier) 제거를 통해 김은영(2015)의 연구가 제외되어 총 39편의 연구

가 메타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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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색

선

별

선

정

포

함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확인된 문헌 수

(n=275)

다른 정보원에서 확인

된 추가 문헌 수

(n=230)
↓ ↓

중복제거 후 남은 문헌 수

(n=169)

↓

 
선별 대상 문헌 수

(n=87)
→

베재된 문헌 수(n=82)

․실험연구가 아닌 경우

․단일대상연구

↓

선정 대상 원문 수

(n=63)
→

배제된 문헌 수(n=22)

․학술지와 학위논문 중복

․통제집단 통계치 없음

․평균, 표준편차제시하지 

않음

↓
종합적 분석에 포함

된 연구 수(n=40)
↓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 수(n=39)

< 그림 2 > PRISMA(2009)의 분류방법을 통한 논문검색결과

3) 코딩 절차

선정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코드북을 개발하여 자료 코딩을 진행하도록

한다. 독립변인인 연구 중재 유형 및 중재 전달방법에 대한 분석틀은 기

존의 선행연구 중 지적장애 청소년의 전환을 위해 사회성 기술 중재 프

로그램을 고찰한 김유리(2011)의 연구와 Vaughn 등(2003)의 연구, 고혜

정과 김지영(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중재유형을 분류한 김동일 외

(2015)의 연구를 기반으로 김우리야(2013), 안예지(2014)의 연구를 함께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논문들의 기본정보(저자, 출간년도, 제

목, 출처 등), 연구 대상 정보(성별, 학년, 평균 연령, 집단 별 사례 수,

장애 판별 여부, 대상 표집 방법, 사회경제적 지위), 중재 관련 정보(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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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준거

대상

관련변인

① 남 ② 여

① 초․저(1-3학년) ② 초․고(4-6학년) ③ 중․고등학교

① 학습장애 ② 학습부진 ③ 진단방법(사용된 도구 및 진단 준거)

중재

관련변인

① 놀이활동 ② 치료프로그램 ③ 또래협동프로그램 ④ 자기표현프

로그램

실행

관련변인

그룹 형태 ① 소그룹(1～10명) ② 대그룹(10～20명) ③ 전체학급

중재자 ① 교사 ② 연구자 ③ 기타

중재 기간 ① 1-10주 ② 11주 이상

중재 실시 횟수 ① 1-10회 ② 11-20회 ③ 21회 이상

유형, 회기 수, 회기 간격, 회기 시간, 중재 실시 횟수, 중재 실시자), 측

정 관련 정보(측정 변인, 측정 도구, 신뢰도 계수, 신뢰도 유형, 타당도

유형, 검사 실시자)를 입력하도록 한다. 연구에 사용한 자세한 코딩표는

<부록 3>에 제시하였으며, 사회적 기술 중재 관련변인의 분석표는 <표

3-1>와 같다.

<표 3-1> 사회적 기술 중재 관련 변인

대상관련변인은 학년별로 초․저, 초․고, 중․고등학교, 3가지로 나누

었고, 장애유형은 학습장애와 학습부진으로 나누어 코딩하였다. 중재변인

은 놀이활동, 치료프로그램, 또래협동프로그램, 자기표현프로그램으로 4

가지로 나누었으며, 실행관련변인은 그룹 형태에 따라 소그룹, 대그룹,

전체학급으로 나누어 코딩하였다. 중재자는 교사, 연구자, 그 외 기타로

나누었다. 중재기간은 10주 이내, 11주 이상, 중재실시횟수는 10회 이내,

11-20회, 21회 이상으로 나누어 코딩하였다. 중재장소와 중재시간과 관

련된 실행관련변인, 그리고 사용된 검사유형, 검사 실시자, 신뢰도 및 타

당도 측정과 관련된 측정관련변인은 분석논문에 제시된 정보의 제한으로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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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뢰도

데이터 코딩을 하기 전에 연구자 외 2인의 특수교육 석사학생들과 함

께 각각 3편의 논문을 직접 코딩하여 결과를 비교한 후, 분석틀의 문제

점을 확인하고,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 분석틀을 개발하도록 한다. 각자

선정된 모든 논문을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논문 분석에 대한 크로스체크

를 수행하여, 분석자간 일치도를 확인하도록 할 것이며,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분석자간 합의를 통해 최종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검사자간 신뢰도(%)를 검사하는 공식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자

간 검사 일치도를 확인한 결과, 94.6% 일치하였고, 일치하지 않은 부분

에 관해서는 분석자 간 합의과정을 거쳐 최종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검사자간신뢰도  일치수불일치수
일치수

×

3. 분석의 실제

본 연구에서는 다층 메타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엑셀과 SPSS 19.0

프로그램, CMA 2.0 그리고 HLM 6.0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

다.

1) 효과크기 산출

효과크기(effect size)는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 또는 변수 간 관계의 크

기를 표현한 값으로, 메타분석에서 분석단위(the unit of currency in a

meta-analysis)에 해당한다. 효과 크기란 실험집단의 평균값에서 비교집

단의 평균값을 뺀 값을 비교집단(혹은 두 집단)의 표준편차 값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데,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Cohen's d

효과크기를 구하는 공식과 통합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 56 -

 

 

 


   


   

  

․ : 실험집단 평균 ․ : 비교집단 평균 ․ : 통합표준편차

․ : 실험집단 표준편차 ․ : 비교집단 표준편차

Cohen's d는 표본이 작을 경우 효과 크기를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

으므로 이를 교정해주는 Hedges'g가 필요하다(Hedges & Olkin, 1985).

또한 연구에서 표본이 큰 연구와 작은 연구가 섞여 있을 때는 모두 g

로 전환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Bernard & Borokhovski, 2009). 이를

위해 먼저 교정지수(correction factor)인 J를 계산한다. 효과크기의 해석

기준은 Hedges와 Olkin(1985)의 준거를 따랐으며, 효과크기가 .20이하일

경우 비교적 낮은 수준의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50정도일 때 중간 수

준, 그리고 .80 이상일 경우 큰 수준의 효과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본다

(김계현, 2000).

     


교정된 효과 크기인 Hedges'g를 구하고, 교정된 효과크기인 g의 분산

을 계산하도록 한다.

  ×,   
×

․g : 교정된 효과크기(Hedges's g) ․d : 표준화된 평균 차이(Cohen's d)

․ : 교정된 효과크기(variance of g)․ : d에 대한 분산(variance of d)



- 57 -

2) 출간오류(publication bias)

출간오류의 일반적인 의미는 연구 결과의 속성이나 방향에 따라 연구

결과가 출간되거나 출간되지 못하는 오류를 의미한다(Higgins & Green,

2011). 이는 메타분석의 잠정적인 내적타당도와 관련되므로 결과를 분석

하고 해석하는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황성동(2014)은 출

간 오류의 분석 과정의 일반적인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오류가 존재하는지 살펴보는 가장 좋은 출발점은 메타분석 결과

데이터를 검토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forest plot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각 개별 연구들의 결과와 패턴, 전체 연구결과의 모습을 보여준

다. 그리고 나서 오류의 존재 유무에 대한 확인을 위해 funnel plot을 확

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표본이 큰 연구들은 그래프의 상단에 위치하

는데, 가운데 직선, 즉 평균 효과크기 주변에 몰려있다. 하지만 표본 크

기가 작은 연구들은 효과 크기와 표준오차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프의

하단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funnel plot에서 (효

과 크기) 데이터들이 오류가 없다면 좌우 대칭의 모습을 보이지만 만약

비대칭의 모습을 보인다면 데이터에 오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비대칭을 파악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Egger의 회귀분

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만약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오류가 어느 정도인지 연구 결과의 신

빙성을 알기 위해 Rosentahal(1979), Orwin(1983)과 같은 안전성 계수

(fail-safe N) 방법을 활용해 왔다. 하지만 체계적 연구결과분석에서 특

정한 유의확률보다 효과 크기의 신뢰구간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

이므로 유의확률에 의존하는 안전성 계수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여러

연구(Higgins & Green, 2001)에 따라 Duval과 Tweedie(2000)가 개발한

trim-and-fill기법을 이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funnel plot을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funnel plot을 살

펴보면, 효과크기의 분포가 일정부분 비대칭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오

류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위해 trim-and-fill 기법을 이용하여 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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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칭으로 교정하면 rist ratio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0개의

연구가 투입되었을 때 Risk가 약 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연

구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림 3> 효과크기에 따른 funnel plot

3) 동질성 검증

메타분석에서 활용된 연구들이 동일한 모집단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 공식에 의해 동질성을 계산하여 나온 수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거나 수정된 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가 동질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을 사용하여 값을 제시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무선효과모형(Random effect)을 통해 수정된 값을 구하

여 사용한다. 즉, 효과 크기의 동질성 검증을 한 결과에 기초해서 동질성



- 59 -

K Q p ES(g) 95%CI SE  

208 493.874 .000 1.022 .934-1.110 .045 58.086

통계량에 따라 모형을 선택하는데, 이는 잘못된 결정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모형의 선택은 동질성 검증 통계량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데이터를 이해할 때 연구의 특성, 즉 연구 대상, 개입방법, 연

구의 환경 등에 기초하여 모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황성동, 2014).

본 연구에서 모든 연구의 모집단 효과 크기는 대상자, 개입 방법, 기간

등이 서로 다르므로 효과 크기의 이질성을 가정하여 효과크기는 다르다

고 보기 때문에 무선효과모형에 따라 효과크기를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기에 앞서 SPSS 22.0을 통해 box plot에서 이상치

를 제거한 후 동질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22개의 효과크기와 김은영

(2015)의 연구가 제거되었다. 이에 따라 총 39편의 연구에서 총 208개의

효과크기가 최종적으로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동질성 검사 결과, 분석논문들에서 추출된 효과크기는 <표 3-2>와 같

이 Q=493.874(p<.001)로 기존의 가정을 만족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선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전체 효과크기를 산출하고, 각각의 범주형 변

수들을 이용하여 각 효과크기를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표 3-2> 표본 추출의 동질성 검증 결과

*K: 효과크기 수; Q: 동질성 검정 통계량; p: 동질성 검정 통계량에 대한 유의수준 값; ES(g):

Hedges의 g값, 효과크기; 95%CI: 95%신뢰구간; SE:표준오차

4) 다층 메타분석 효과크기 계산과 해석

다층메타분석은 크게 고정효과와 무선효과모형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고정효과 모형의 메타분석의 경우 모든 개별연구에서 산출된 효과크기는

동일하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분석하는 반면 무선효과 모형은

산출된 효과크기가 모든 개별연구에서 동일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적인

가정을 택한다. 또한 고정효과모형은 표집오차에 대한 값을 제공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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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 무선효과모형은 표집오차의 값을 제공하여 산출된 전체 효과크

기를 모집단의 효과크기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차이

점으로 인해 다층메타분석을 실시할 때 연구자는 고정묘형의 메타분석

대신 무선모형의 메타분석을 실시해야 한다(여승수, 홍성두, 2011).

Raudenbush & Byrk(2002)는 무선모형을 가진 메타분석을 다층모형의

특별한 분석모형으로 설정하고 2수준 다층모형에 기반한 메타분석 방안

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1수준 모형은 식 [1] 과 같다. 여기에

서 는 j번째 연구의 참 효과크기(true-effect size)를, 그리고 는 이러

한 참 효과크기에 대한 추정치를 의미한다. 표집오차인 는 평균이 0이

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N(0,) [1]

2수준 모형의 분석에서는 먼저 각 연구에서의 참 효과크기가 일정한

수치를 가지는지를 검증한 후, 참 효과크기가 연구에 따라 다를 경우 어

떠한 요인이 그러한 차이에 기여하는지를 검증한다. 다층메타분석에서의

2수준 기본모형은 식 [2] 와 같다. 는 참 효과크기들의 전체 평균

(grand mean)이며 는 2수준 무선오차로 평균과 분산이 각각 0과 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N(0,) [2]

2수준 기본모형 분석 결과 무선오차의 분산 가 0이 아니면 참 효과크

기들은 연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하며, 그럴 경우 연구모형을 통

해 참 효과크기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측 변인에 대한 통계적 유

의성을 검증하게 된다.

따라서 2수준 연구모형은 식 [3]과 같다. 는 효과크기 차이를 설명

하는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 관련 변인, 중재 관련 변인, 실행 관

련 변인, 검사 관련 변인 등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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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결국 이들이 모두 통합된 모델(combined model)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집단 대상 실험 연구는 위와 같은 공식에 의해 2

개의 수준으로 메타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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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Total

N 1 - 1 4 4 8 3 2 5 1 1 4 - 1 3 1 39

% 2.6 - 2.6 10.3 10.3 20.5 7.7 5.1 12.8 2.6 2.6 10.3 - 2.6 7.7 2.6 100

Ⅳ.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200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국내의 학습장애 위험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술 중재 관련 논문을 바탕으로 효과크기 차이에 영향

을 주는 변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먼저 분석 대상 논문의 특성을 기반으로 기술 통계를 제시한 후,

CMA 2.0에 따른 각 변인별 효과크기를 제시하여 사회적 기술 중재의

전체 평균 효과 크기와 각 변인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를 확인한 후, 가

장 높은 효과크기를 참조변인으로 설정하여 HLM 6.0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분석 대상 논문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6개의 단일 집단 사전-사후 검사와 33개의 실험통제집

단 사전-사후 검사로 구성된 총 39편의 연구와 208개의 효과크기가 최

종적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을 출판년도에 따라 살

펴보면 <표 4-1>과 같다. 2000년도 이후로 2001년, 2012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2005년에 가장 많은 수의 연구가 진행되

었다. 분석 논문의 전반적인 정보는 <표 4-2>와 같다.

<표 4-1> 분석 논문 출판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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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유형 연구설계 장애 N 학년 중재유형
중재기간

(주/횟수/시간(m))
집단 수 ES 수

강병호(2014) 석사 통제 LD 45 초저 또래협동 10/20/40 2 3

강순자(2007) 석사 통제 LA 30 초고 자기표현 10/10/120 2 6

고세실리아(2008) 석사 통제 LA 20 초고 또래협동 8/16/40 2 3

김경숙 외(2008) 학술지 통제 LD 20 고 또래협동 12/50/60 2 7

김관일 외(2005) 학술지 통제 LA 16 초고 놀이활동 8/40/60 2 1

김동락(2011) 석사 통제 LA 40 초고 또래협동 8/16/40 2 1

김영대(2005) 석사 통제 LA 30 초고 자기표현 8/15/60 2 7

김영미(2009) 석사 단일 LD 4 초고 치료프로그램 6/18/40 1 1

김은희(2007) 석사 단일 LD 6 초저 자기표현 5/10/60 1 8

김정림(2005) 석사 단일 LD 4 초저 치료프로그램 8/24/40 1 5

김정애(2005) 석사 통제 LA 20 초고 자기표현 5/10/40 2 6

김학조(2011) 석사 통제 LA 26 초고 치료프로그램 14/14/50 2 6

김희선(2011) 석사 통제 LA 22 초고 치료프로그램 7/14/50 2 5

노현호(2010) 석사 통제 LA 51 초고 놀이활동 8/16/40 2 7

문귀임(2011) 석사 통제 LA 30 중 치료프로그램 1/12/50 2 6

민봉순(2004) 석사 통제 LD 14 초저 또래협동 30/23/40 2 6

박명희(2014) 석사 통제 LA 30 초고 자기표현 5/10/50 2 6

박순배(2005) 석사 통제 LA 40 초고 자기표현 5/10/50-80 2 9

박영균(2004) 석사 단일 LD 10 초고 자기표현 10/12/50 1 1

박정미(2003) 석사 통제 LD 22 초고 치료프로그램 6/12/40 2 3

변찬석 외(2006) 학술지 통제 LA 34 초고 자기표현 6/11/40 2 6

<표 4-2> 분석 논문의 전반적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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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유형 연구설계 장애 N 학년 중재유형
중재기간

(주/횟수/시간(m))
집단 수 ES 수

서혜란(2006) 석사 통제 LA 20 초고 놀이활동 5/9/40-50 2 11

손희정 외(2005) 학술지 통제 LD 22 초고 자기표현 5/15/40 2 4

여광응 외(2003) 학술지 통제 LA 20 초고 자기표현 30/30/90 2 12

유미화(2008) 석사 통제 LA 12 초고 치료프로그램 4/12/90-120 2 5

유소희(2015) 석사 통제 LA 12 중 치료프로그램 2/12/90 2 5

윤경란(2000) 석사 통제 LA 16 고 자기표현 6/12/50 2 2

윤관기(2013) 학술지 통제 LA 66 초고 놀이활동 14/14/50 2 1

이점조 외(2005) 학술지 통제 LA 30 초고 자기표현 8/15/60 2 7

이정안(2003) 석사 통제 LD 20 초저 또래협동 8/16/60 2 12

이현림 외(2006) 학술지 통제 LA 30 초고 자기표현 12/12/60 2 5

정민순 외(2008) 학술지 통제 LA 50 초저 놀이활동 6/18/40 2 6

정정옥(2005) 석사 통제 LA 16 초고 자기표현 4/8/50 2 5

천미온(2004) 석사 단일 LD 4 초고 치료프로그램 10/10/40 1 7

최성규 외(2002) 학술지 통제 LA 60 초저 또래협동 10/20/40 2 3

최옥희 외(2014) 학술지 통제 LA 24 초고 자기표현 6/12/40 2 4

최윤미(2008) 석사 단일 LD 6 중 치료프로그램 10/10/45 1 5

하영이(2003) 석사 통제 LA 24 초고 자기표현 6/12/50-60 2 5

한상철 외(2004) 학술지 통제 LA 40 고 치료프로그램 10/10/40 2 6

*초저: 초등학교 저학년, 초고: 초등학교 고학년, 중: 중학교, 고: 고등학교, 단일: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통제: 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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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N (%)

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7(199명) 17.9

초등학교 고학년 24(667명) 61.5

중․고등학교 5(124명) 15.4

유형

학습장애 12(177명) 30.8

학습부진 27(809명) 69.2

검사도구

연구자개발 검사 38 97.4

표준화 검사 1 2.6

검사자

교사 2 5.1

연구자 6 15.4

기타 31 79.5

기술통계 내용은 이전의 선행연구(김우리야, 2013; 안예지, 2014)를 참고하여 <표

4-3>, <표 4-4>에 제시하였다. 대다수의 실험집단은 초등학교 학생들(79.4%)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12개의 학회지(30.8%)와 27개의 석사논문(69.2%)이 포함되었으며,

석사논문과 학술지가 중복될 경우, 이를 학술지로 처리하였다. <표 4-3>는 연구대

상 및 측정관련 변인의 특성을 보여준다. 많은 수의 연구가 초등학생을 대상

(79.4%)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61.5%)에 집중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5연구가 포함되어 가장 적은 수를 차지했다

(15.4%). 측정관련 변인의 경우 대부분의 사용된 검사도구가 연구자개발 검사

(97.4%)였고, 검사자 역시 기타(79.5%)가 가장 높았다.

<표 4-3> 연구대상 및 측정관련 변인의 특성

<표 4-4>은 중재 실시와 관련된 특성을 보여준다. 중재유형 중 자기표현프로그

램(41%), 치료프로그램(28.2%), 또래협동프로그램(17.9%), 놀이활동프로그램(12.8%)

순으로 나타났고, 중재 실시자는 기타(66.7%)가 가장 높았다. 그룹형태는 소그룹

(46.2%)과 대그룹(46.2%)이 가장 빈번했다. 중재기간은 1-10주(84.6%)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긴 중재기간은 30주(민봉순, 2004)였다. 중재실시횟수는

11-20회(61.5%), 1-10(25.6%), 21회 이상(12.8%) 순서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중

재횟수는 50회(김경숙 외, 200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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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유형 N (%)

중재유형

놀이활동프로그램 5 12.8

치료프로그램 11 28.2

또래협동프로그램 7 17.9

자기표현프로그램 16 41

중재 실시자

교사 4 10.3

연구자 9 23.1

기타 26 66.7

그룹 형태

소그룹(1-10명) 18 46.2

대그룹(11-20명) 18 46.2

전체학급(21명 이상) 3 7.7

중재기간 1-10주 33 84.6

11주이상 6 15.4

중재실시횟수

1-10회 10 25.6

11-20회 24 61.5

21회 이상 5 12.8

검사도구명 제작자 년도 사용편수

1 또래 수용도 검사 이은주 1999 1

2 사회성 검사 김학수와 이윤수 1975 9

3 학교생활적응검사 민병수 1991 2

4 사회성 검사 신진희 2003 1

5 사회성 검사 김인수 1987 2

6 사회적 의사소통기술 검사 정인숙, 박경숙, 정동영 2003 1

<표 4-4> 중재 실시 관련 특성

분석대상 논문에서 사용된 사회적 기술 검사 도구를 살펴보면 <표 4-5>과 같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수정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검사

도구는 김학수와 이윤수(1975)의 사회성 검사였다. 검사의 종속변인에 따라 2개의

검사도구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할 경우, 이를 수정하여 사용

하거나 표준화 검사의 일부를 사용한 연구도 있었다.

<표 4-5> 분석대상 논문의 사회적 기술 검사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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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적 유능성 척도(초등학생 용 

Walker-McConnell검사)
1

8 대인관계척도 전석균 1994 4

9 또래관계검사 박인숙 2009 1

10 학교생활적응검사 유윤희 1994 2

11 대인관계척도 김창대, 김수임 2001 1

12 학교생활적응검사 양혜영 2006 1

13 사회성 검사 이위한 1994 1

14 사회성 측정도구 김동한 1992 1

15 학교생활적응검사 김동한 1992 1

16 학교생활적응검사 김현자 1999 1

17 자기표현 행동척도 검사지 김성희 1991 4

18
자기인식 검사지(SSAW, TSAW, SSAD, 

TSAD)
Durlak과 동료들 1994 1

19 사회성검사(SSRS) Gresham과 Elliott 1990 1

20 학교적응력검사 이규미 2005

21 사회성 발달척도 김소미 2007 1

22 자율성 검사
김정권, 조인수, 

문태형, 김혜경
2000 1

23 교우관계검사 김형태 1989 1

24 사회성 검사 Moreno 1934

25 학교생활적응검사 허영숙 2010 1

26 사회성 검사 정범모 1971 1

27 기타 연구자 개발 5

합 계 46

사회적 기술 검사 도구를 통하여 사회적 기술의 하위변인을 어떤 것으로 측정할

것인지 알 수 있으며, 분석대상 논문에서 사용된 사회적 기술 하위변인은 <표

4-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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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변인 구체적 내용

1 또래 수용도 또래 선호도, 또래 수용도

2 사회성
근면성, 책임감, 협동성, 준법성, 자주성

자율성, 안전성, 사교성, 준법성, 수용성

3 학교생활적응력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학교행사

학교공부(학업유능감, 학업가치), 학교친구(친구관계, 상

호협조성), 학교교사(교사호감, 교사친밀감), 학교생활

(질서/규칙준수, 학교생활만족)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습태도, 학교생활수용

4 대인관계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5 사회적 의사소통기술 의사소통 능력

6 또래관계 사회적 지지, 처벌 주도권, 친밀,우의, 대립

7 교우관계 신뢰도, 지속성, 적응성, 공동생활

중재유형 구체적인 사회적 기술 중재 프로그램
논문

편수

1 놀이활동 프로그램

․ 그룹 국악활동

․ 댄스스포츠 활동

․ 역할놀이 프로그램

․ 움직임에 기초한 음악 프로그램

․ 음악줄넘기 활동

5

2 치료프로그램

․ 음악치료 프로그램

․ 달크로즈 교수법

․ 독서치료 프로그램

․ 독서치료를 활용한 집단 상담

11

<표 4-6> 분석대상 논문의 사회적 기술 하위변인

분석대상 논문에서 사용된 사회적 기술 중재연구의 중재 유형은 <표 4-7>와 같

다. 그 결과, 놀이활동 프로그램에는 음악을 활용한 움직임활동이 주로 포함되었으

며, 치료프로그램에는 독서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이 포

함되었다. 또래협동 프로그램은 또래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활동들이 포함되었

으며, 자기표현 프로그램은 집단상담이나 사회적 기술 훈련, 자아개념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었다. 중재 프로그램의 내용이 여러 중재유형과 겹치는 경우, 구체적인 프로

그램 내용을 확인한 후 더 근접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표 4-7> 분석대상 논문의 사회적 기술 중재 유형



- 69 -

K Q ES(g) 95% 신뢰구간 SE

208 493.874 1.022 .934-1.110 .045

․ 무용동작치료

․ 창조적 음악치료

․ 집단미술치료

․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집단미술치료

3 또래협동프로그램

․ 협동학습, 또래협동학습, 상호적 또래교수

․ 체육과 또래교수 프로그램

․ 놀이중심 협동학습

7

4 자기표현프로그램

․ 자기표출훈련

․ 사회적 기술훈련, 사회적 의사소통 훈련

․ 자기성장 집단상담

․ 놀이중심 자기표현훈련

․ 심성계발 프로그램

․ 자아개념 증진 프로그램

․ 자기결정기술 교수

․ 자기표출훈련

․ 해결중심 집단상담

․ 적응유연성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16

합 계 39

2. CMA 메타분석

1) 전체 효과크기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39편의 연구에서 총 208개의 효과크기가 산출되었다. 학습

장애 위험학생의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전체 효과크기를 랜덤

효과 모형으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8>와 같다. 평균 효과크기가 1.022

로 매우 높았으며, 전체 효과크기에 대한 95%의 신뢰구간은 .934에서 1.110이었다.

즉, 사회적 기술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8> 랜덤효과 모형에 의한 전체 효과크기

*K : 효과크기 수, Q: 동질성 검정 통계량, ES(g) : Hedges의 g값, 효과크기, SE: 표준오차

2) 연구에 대한 기본정보 효과크기

연구 설계 및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는 <표 4-9>과 같다. 그 결과, 통제집단 사전

-사후 설계 방법을 사용한 연구(ES=1.039)가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방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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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K Q p ES(g) 95% 신뢰구간 SE

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43 116.688 .000 1.027 .820-1.234 .106

초등학교 고학년 134 323.352 .000 .979 .869-1.089 .056

중․고등학교 31 38.091 .147 1.214 1.039-1.389 .089

유형

학습부진 146 319.519 .000 .949 .854-1.045 .049

학습장애 62 166.829 .000 1.238 1.037-1.439 .103

변인 K Q p ES(g) 95% 신뢰구간 SE

연구설계

단일집단 27 39.136 .000 .871 .650-1.092 .113

통제집단 181 452.490 .000 1.039 .943-1.134 .049

연구유형

학회지 62 161.095 .000 1.113 .873-1.085 .054

석사학위논문 146 327.701 .000 .979 .956-1.271 .080

한 연구(ES=.871)보다 효과크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유형별 효과크기의

경우, 학회지의 효과크기(ES=1.113)가 석사학위논문의 효과크기(ES=.979)보다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연구 설계 및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

*K : 효과크기 수, Q: 동질성 검정 통계량, ES(g) : Hedges의 g값, 효과크기, SE: 표준오차

3) 연구 대상에 따른 효과크기

연구 대상에 따른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는 <표 4-10>와 같다. 그 결과, 학년의

경우, 중․고등학교(ES=1.214), 초등학교 고학년(ES=.979), 초등학교 저학년

(ES=1.027)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의 경우, 학습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ES=1.238)가 학습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ES=.949)보다 효과크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학년 및 장애 유형별 효과크기 모두 .8이상으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연구 대상에 따른 효과크기

*K : 효과크기 수, Q: 동질성 검정 통계량, ES(g) : Hedges의 g값, 효과크기, SE: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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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K Q p ES(g) 95% 신뢰구간 SE

중재유형

놀이활동 프로그램 26 89.619 .000 .862 .063-1.122 .132

또래협동 프로그램 35 88.847 .000 1.453 1.204-1.702 .127

자기표현 프로그램 93 174.475 .000 .837 .725-.949 .057

치료 프로그램 54 70.060 .058 1.181 1.039-1.324 .073

변인 K Q p ES(g) 95% 신뢰구간 SE

중재 실시자

교사 25 71.898 .000 1.433 1.132-1.734 .154

기타 136 322.431 .000 .978 .871-1.084 .054

연구자 47 75.801 .004 .934 .775-1.093 .081

4) 중재 및 실행관련변인에 따른 효과크기

(1) 중재유형에 따른 효과크기

중재유형에 따른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 또래협동 프로그램(ES=1.453), 치료 프

로그램(ES=1.181), 놀이활동 프로그램(ES=.862), 자기표현 프로그램(ES=.837) 순으

로 나타났다. 중재유형별 효과크기는 모두 .8이상으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

났다.

<표 4-11> 중재유형에 따른 효과크기

*K : 효과크기 수, Q: 동질성 검정 통계량, ES(g) : Hedges의 g값, 효과크기, SE: 표준오차

(2) 중재 실시자에 따른 효과크기

중재 실시자별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 교자 중재(ES=1.433), 기타 중재

(ES=.978), 연구자 중재(ES=.934)순으로 나타났다. 중재 실시자별 효과크기는 모두

.8이상으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중재 실시자에 따른 효과크기

*K : 효과크기 수, Q: 동질성 검정 통계량, ES(g) : Hedges의 g값, 효과크기, SE: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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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K Q p ES(g) 95% 신뢰구간 SE

그룹형태

소그룹 102 215.377 .000 1.233 1.072-1.358 .073

대그룹 94 222.927 .000 1.131 .791-1.024 .059

전체학급 12 30.563 .001 .854 .443-1.004 .143

변인 K Q p ES(g) 95% 신뢰구간 SE

중재기간

1-10주 171 407.629 .000 .967 .871-1.062 .049

11주 이상 37 70.724 .000 1.289 1.080-1.497 .106

(3) 그룹형태에 따른 효과크기

그룹 형태별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 소그룹 형태(ES=1.233), 대그룹 형태

(ES=1.131), 전체학급 형태(ES=0.854) 순으로 나타났다. 그룹 형태별 효과크기는 모

두 .8이상으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그룹형태에 따른 효과크기

*K : 효과크기 수, Q: 동질성 검정 통계량, ES(g) : Hedges의 g값, 효과크기, SE: 표준오차

(4) 중재기간에 따른 효과크기

중재 기간에 따른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 11주 이상(ES=1.289)이 10주 이내

(ES=.967)보다 효과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 기간에 따른 효과크기는 모

두 .8이상으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중재기간에 따른 효과크기

*K : 효과크기 수, Q: 동질성 검정 통계량, ES(g) : Hedges의 g값, 효과크기, SE: 표준오차

(5) 중재실시횟수에 따른 효과크기

중재실시횟수에 따른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 21회 이상(ES=1.346), 11-20회

(ES=.999), 1-10회(ES=.924) 순으로 나타났다. 중재실시횟수에 따른 효과크기는 모

두 .8이상으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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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K Q p ES(g) 95% 신뢰구간 SE

중재실시횟수

1-10회 69 110.483 .001 .924 .798-1.050 .064

11-20회 108 311.245 .000 .999 .871-1.128 .065

21회 이상 31 55.147 .003 1.346 1.103-1.588 .124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1.023 0.045 22.660***

무선효과 분산 표준편차  

 0.235 0.484 508.692***

<표 4-15> 중재실시횟수에 따른 효과크기

*K : 효과크기 수, Q: 동질성 검정 통계량, ES(g) : Hedges의 g값, 효과크기, SE: 표준오차

3. HLM 다층메타분석

1) 전체 효과크기: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39편의 연구에서 208개의 효과크기가 산출되었고, 효과크기

차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다층메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사회적 기술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크기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2

수준의 다층모형으로 분석하기 위해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에 대한 분석

을 실시하였다. 무조건모형에서는 전체 평균효과크기를 알 수 있으며, 또한 동질성

을 확인할 수 있다. 무조건 모형에서 연구결과의 동질성이 위배된다는 것은 곧 각

연구결과의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2수준 모형으로 연구결과의 차이

를 발생시키는 변인에 관한 분석이 가능하다.

무조건 모형의 결과를 제시하면, <표 4-16>와 같다. 무조건 모형 분석 결과 전체

평균 효과크기를 의미하는 계수는 1.023이며, 39편의 논문의 208개 효과크기의 평균

효과크기이다.

이는 Cohen(1977), Hedges와 Olkin(1985)가 제시한 효과크기 기준에 따라 큰 효

과크기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무선효과의 결과가 유의하므로(p<0.01) 본 연구에

서 분석한 논문의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모형의 결

과를 바탕으로 효과크기의 결과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추정하기 위해 조건

모형(conditional model)을 실시하였다.

<표 4-16> 중재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무조건 모형 결과

*p<.01, 수,  = 효과크기 전체평균,  = 2수준 무선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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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변인 코딩 사항

대상관련변인

학년 초등학교 저학년(1,0), 초등학교 고학년(0,1), 중․ 고등학교(0,0)

장애유형 학습장애(0), 학습부진(1)

중재 및 실행 관련변인

중재유형 놀이활동(1,0,0), 치료프로그램(0,1,0), 또래협동(0,0,0), 자기표현(0,0,1)

중재실시자 교사(0,0), 연구자(1,0), 기타(0,1)

그룹형태 소그룹(0,0), 대그룹(1,0), 전체학급(0,1)

중재기간 1-10주(1), 11주 이상(0)

중재실시횟수 1-10회(1,0), 20회 이내(0,1), 21회 이상(0,0)

2) 중재변인에 따른 효과크기 : 조건 모형(conditional model)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크기가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

한 효과 크기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투입하였다. 예측변인은 크게 대

상, 중재, 측정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으나 본 연구에 포함된 분석논문에 측

정 변인에 따른 검사도구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

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더미코딩 방법 중 참조코딩 방식

을 사용하였으며, CMA 메타분석을 통해 가장 효과크기가 높게 산출된 값을 참조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조건모형에 투입된 예측변인들은 아래 제시된 <표 4-17>와

같다.

<표 4-17> 조건모형에 투입된 예측변인들

3) 연구 대상에 따른 효과크기

본 연구에서는 대상학년을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교 학생

으로 구분하였으며, 대상학년에 따라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에 차

이가 발생하는가에 관한 결과를 <표 4-18>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구

대상에 따른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크기에 차이는 있으나 학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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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d.f. p

 1.182 0.108 10.910 205 0.000***

 -0.168 0.147 -1.147 205 0.253

 -0.201 0.122 -1.646 205 0.101

무선효과 분산 표준편차   p

 0.232 0.481 499.254 0.000***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d.f. p

 1.202 0.088 13.659 206 0.000***

 -0.243 0.102 -2.379 206 0.018***

무선효과 분산 표준편차   p

 0.230 0.480 498.923 0.000***

<표 4-18> 연구 대상에 따른 효과크기(학년)

* =  , 이 0일 때 효과크기 전체평균, =초등1,2,3학년과 중고등학생 간의 효과크기 차이, =초등4,5,6학

년과 중고등학생 간의 효과크기 차이, = 해당 변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잔여 효과크기

본 연구에서는 학습부진과 학습장애 학생 간 중재의 효과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

였으며, 장애유형에 따른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에 차이가 발생하

는가에 관한 결과를 <표 4-19>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습부진과 학

습장애 학생 간 효과크기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그 차이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이

는 학습부진 학생보다 학습장애 학생들에게 사회적 기술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효과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음을 뜻한다.

<표 4-19> 연구 대상에 따른 효과크기(장애유형)

* = 이 0일 때 효과크기 전체평균, =학습부진과 학습장애 학생 간 효과크기 차이,  = 해당 변인으로 설

명되지 않는 잔여 효과크기

4) 중재 및 실행관련변인에 따른 효과크기

(1) 중재유형에 따른 효과크기

본 연구에서는 중재유형을 놀이활동 프로그램, 또래협동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

램, 자기표현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중재방법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 결과

는 <표 4-20>과 같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재 프로그램의 유형은 효과크기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활동 프로그램과 또래협동 프로그램, 자

기표현 프로그램과 또래협동 프로그램 간 유의한 효과크기 차이가 발생하였고,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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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d.f. p

 1.418 0.108 13.116 204 0.000***

 -0.607 0.155 -3.907 204 0.000***

 -0.212 0.139 -1.528 204 0.128

 -0.575 0.124 -4.633 204 0.000***

무선효과 분산 표준편차   p

 0.181 0.425 433.733 0.000**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d.f. p

 1.403 0.131 10.678 205 0.000***

 -0.453 0.161 -2.807 205 0.006***

 -0.426 0.142 -2.993 205 0.004***

무선효과 분산 표준편차   p

 0.220 0.469 484.532 0.000***

료 프로그램과 또래협동 프로그램 간 효과크기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또래

협동 프로그램이 놀이활동 프로그램이나 자기표현 프로그램보다 효과크기가 더 크

게 나타났음을 뜻한다.

<표 4-20> 중재유형에 따른 효과크기

* =  ,  , 이 0일 때 효과크기 전체평균,  = 놀이활동 프로그램과 또래협동 프로그램 간 효과크기 차이,

 = 치료프로그램과 또래협동 프로그램 간 효과크기 차이,  = 자기표현 프로그램과 또래협동 프로그램 간 효

과크기 차이,  = 해당 변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잔여 효과크기

(2) 중재 실시자에 따른 효과크기

본 연구에서는 중재 실시자를 교사, 연구자, 기타 실시자로 분류하였으며, 중재

실시자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 결과를 <표 4-21>에 제시하였다. 중재 실시자에 따

른 중재 프로그램의 유의한 효과크기 차이가 발생하였다. 교사와 연구자 간, 교사와

기타 실시자 간의 효과크기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 차이는 유의하였다. 이는 연구자

나 기타 실시자보다 교사가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때 더 큰 효과크기를 나타

냈음을 뜻한다.

<표 4-21> 중재 실시자에 따른 효과크기

* =  , 이 0일 때 효과크기 전체평균,  = 교사와 연구자 간 효과크기 차이,  = 교사와 기타 실시자 간

효과크기 차이,  = 해당 변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잔여 효과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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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d.f. p

 1.293 0.109 11.856 206 0.000***

 -0.327 0.119 -2.745 206 0.007***

무선효과 분산 표준편차   p

 0.219 0.468 490.654 0.000***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d.f. p

 1.203 0.068 17.593 205 0.000***

 -0.291 0.092 -3.154 205 0.002***

 -0.479 0.174 -2.758 205 0.007***

무선효과 분산 표준편차   p

 0.216 0.465 476.659 0.000***

(3) 그룹형태에 따른 효과크기

본 연구에서는 그룹 형태를 소그룹(1-10명), 대그룹(11-20명), 전체학급(21명 이

상)으로 분류하였으며, 그룹 형태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 결과를 <표 4-22>에 제시

하였다. 그룹형태에 따른 중재 프로그램의 유의한 효과크기 차이가 발생하였다. 소

그룹과 대그룹, 소그룹과 전체학급 간의 효과크기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 차이는 유

의하였다. 이는 대그룹이나 전체학급 형태보다 소그룹 형태로 중재 프로그램을 실

시하였을 때 더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음을 뜻한다.

<표 4-22> 그룹형태에 따른 효과크기

* =  , 이 0일 때 효과크기 전체평균,  = 소그룹과 대그룹 간 효과크기 차이,  = 소그룹과 전체학급

간 효과크기 차이,  = 해당 변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잔여 효과크기

(4) 중재기간에 따른 효과크기

본 연구에서는 중재기간을 10주 이내, 11주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중재기간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 결과를 <표 4-23>에 제시하였다. 중재기간에 따른 중재 프그

램의 유의한 효과크기 차이가 발생하였다. 10주 이내와 11주 이상의 중재 기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 차이는 유의하였다. 이는 10주 이내보다는 11주 이상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때 더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음을 뜻한다.

<표 4-23> 중재기간에 따른 효과크기

* = 이 0일 때 효과크기 전체평균,  = 11주 이상과 1-10주 간 효과크기 차이,  = 해당 변인으로 설명되

지 않는 잔여 효과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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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d.f. p

 1.348 0.125 10.773 205 0.000***

 -0.397 0.147 -2.702 205 0.008***

 -0.361 0.139 -2.600 205 0.010***

무선효과 분산 표준편차   p

 0.232 0.481 499.254 0.000***

(5) 중재실시횟수에 따른 효과크기

본 연구에서는 중재실시횟수를 1-10회, 11-20회, 21회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중

재실시횟수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 결과를 <표 4-24>에 제시하였다. 중재실시횟수

에 따른 중재 프로그램의 유의한 효과크기 차이가 발생하였다. 10회 이하와 21회

이상, 11-20회와 21회 이상의 중재 실시횟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 차이는

유의하였다. 이는 10회 이내 혹은 11-20회의 실시횟수보다는 21회 이상의 중재 프

로그램을 실시하였을 때 더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음을 뜻한다.

<표 4-24> 중재실시횟수에 따른 효과크기

* =  , 이 0일 때 효과크기 전체평균,  = 21회 이상과 10회 이하 횟수별 프로그램 간 효과크기 차이, 

= 21회 이상과 11-20회 횟수별 프로그램 간 효과크기 차이,  = 해당 변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잔여 효과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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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제언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학습장애 위험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

술 향상을 위한 중재 연구에 관한 논문을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메타분석 방법

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분석하고, 효과크기의 차이를 가

져오는 예측변인을 탐색하여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중재의 증거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증거기반 중재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효과크기에 대한 분석에 앞서 종합적인 개관을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학생(79.4%)이었고,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61.5%)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국내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들

의 사회성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김동일 외(2015), 김상아 외(2014)의 연구결

과와도 일치하는데, 이는 학습장애 학생들의 사회적 기술 향상에 영향을 주는 통합

교육을 위한 제도 및 환경적 장치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에 더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손병덕, 2005).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보다 고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것은 초등학교 학년 초기에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를 진단하기 어려워 연구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측정관련 변인 중 사용된 검사도구의 경우 대부분이 연구자 개발 검사

(97.4%)로 나타났다. Kavale & Mostert(2004)는 사회적 기술 중재의 낮은 효과의

원인 중 하나로 부적절한 평가 타당성과 신뢰도를 제시하며 표준화된 규준지향검사

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연구자 개발 검사가 사용된 훈련 패키지가 뚜렷한

근거나 예비검사 없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 개발 검사의 경우

보다 신중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재실시관련 변인 중 자기표현 프로그램(41%)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

고, 그룹형태는 소그룹(46.2%)과 대그룹(46.2%)이 높았다. 중재기간은 10주 이내

(84.6%)가 대부분이었고, 중재실시횟수의 경우 11-20회(61.5%)가 가장 많았다. 자기

표현 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무조건적 긍정적 이해와 허용적인 분위기 및 친밀감을

중요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들은 긍정적인 사회

성 발달을 경험할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인간관계를 연습할 수 있다는 점(강영자,

원종숙, 2004)에서 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인 기술통계 분석 이후에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효과크기 분석을 위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사회적 기술 중재 프로그램의 전체 효과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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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CMA 2.0), 1.023(HLM 6.0)로 높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이는 학습장애 학생

들의 사회적 기술에 대해 중재의 효과가 적은 것으로 보고했던 선행연구(Kavale &

Forness, 1996, Kavale & Mostert, 2004; Maag, 2005; Schneider & Byrne, 1985)와

는 상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Kavale & Mostert(2004)의 경우 중재의 효과가 낮

은 원인으로 ① 중재 강도의 부족, ② 부적절한 평가 타당성과 신뢰도, ③ 구인타당

도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사용된 훈련 패키지가 뚜렷한 근거나 예비검사 없이

사용된 경우가 많고, 효과적이라 알려진 사회적 기술 중재를 사용한 연구들이 많이

없어 사용된 중재의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사용된 사회적

기술 중재의 훈련 강도는 평균 30시간 미만으로 보다 긴 중재기간이 유의미한 변화

를 가져오는 요인이며 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표준화된 규준지향검사를 사용할 것

을 제안했다. 더불어 사회적 기술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사회적 기술에 대한 구인타당도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기존 메타

분석 연구들이 사용된 사회적 기술 중재 형태나 유형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

중재에 대한 분명한 비교가 어려운 점이 존재함에 따라 그 차이는 대게 사회적 기

술의 측정 변인에 따른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국내 사회적 기술 중재 프로그램의

경우 대다수가 연구자 개발 검사를 사용하였고, 김동일 외(2015)에 따르면 학생의

직접적 응답에 따라 이루어진 연구는 24%에 불과했다. 국외의 메타분석의 경우 사

용된 평가의 경우 또래 평가, 또래 지명, 자기 평가, 교사 평가 등이 포함된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래의 경우 사용된 사회적 기술 중재와 다르게 또래에 대한 수용도,

호감도, 인기도 등을 반영할 수 있고(Ochoa & Olivarez, 1995), 교사 평가의 경우

학생들의 사회적 기술을 학업적인 결손에 의해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Kavale &

Forness, 1996; Nowicki, 2003; Vaughn et al, 2001), 자기평가의 경우 측정하는 평

가방법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가 보고되므로(Kavale & Forness, 1996) 효과

크기를 해석하는데 있어 대상 변인, 중재 변인, 측정 변인 등을 다양하게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 관련 변인의 경우, 중․고등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보다

이 더 높은 효과크기를 보였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학습장애 학

생들이 학습부진 학생들보다 중재 프로그램에 더 높은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그

차이가 유의했다.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들의 사회적 기술에 관한 선행 연구대

상의 대부분은 초등학생, 그 중에서도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김동일 외, 2015; 김상아 외, 2014). 하지만 학습장애 학생들의 자아개념 프

로그램 효과를 메타분석한 나용기 외(2011)의 효과크기의 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가 중․고등학생 대상 연구보다 3배 가까이 높았으나 실제 효과크기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효과크

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아 본 연구와 같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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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다. 이는 학습장애 학생들의 또래 사회관계망 평정(peer rating sociometric)

에 관해 메타분석한 Ochoa & Olivarez(1995)의 연구결과, 초등학교 학습장애 학생

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보다 덜 우호적인 사회관계망 점수를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학년은 사회관계망 또래 평가의 효과크기를 완화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없었다는

점과도 관련된다. 4년간 종단연구를 수행한 Vaughn & Hogan(1994)에 따르면 사회

적 기술은 특별한 중재가 없어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향상된다고 언급했다. 즉, 생활

연령이 높은 고학년일수록 사회적 중재의 효과에 더 우호적으로 반응함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장애 학생들이 학습부진 학생과 비슷한 사회적 결함을 경

험함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사회적 결함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Haager & Vaughn,

1995) 중재에 대한 더 높은 효과크기를 보였을 수 있다.

셋째, 중재 관련 변인 중 중재 유형의 경우 또래협동 프로그램이 놀이활동 프로

그램, 치료 프로그램, 자기표현 프로그램보다 더 효과적이었으며, 그 차이는 유의하

였으나 치료 프로그램과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통합상황에서 학습장애

학생의 또래교수 중재를 분석한 서화자 외(2012)의 연구결과 .8이상의 높은 효과크

기를 산출한 것과 일치한다. 또래교수의 경우 통합학급의 일반아동을 학습활동 뿐

아니라 교수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장애아동의 학업적 향상 뿐 아니라 아동 간

상호작용의 기회를 증진시켜 정의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

문으로 여겨진다(Downing, 2006).

넷째, 중재 관련 변인 중 중재 실시자의 경우 교사가 실시했을 때가 연구자나 기

타 실시자보다 더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나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Haager &

Vaughn(1995)에 따르면,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인 인

식이 또래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실제 국내 대부분의 학습부

진 및 학습장애 학생들이 통합학급에 배치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한 점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교사들은 학생의 사회적 기술 결함을 학업적 행동과 관련지

어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Kavale & Forness, 1996; Nowicki, 2003; Vaughn et

al, 2001), 교사가 학생의 사회적 기술 결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효과적인 증거기반

중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그룹형태의 경우 소그룹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그룹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인데 Merrell & Gimpel(2009,

p104)은 사회적 기술 중재를 실행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실행요인 중 하나로 소

그룹을 제안했다. 이는 커다란 환경에 대한 축소판으로 작용하여 참여자들에게 자

연스러운 환경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발판, 실제, 상호작용, 피드백을 제공하는 이

점이 있다고 보았다. Sheridan(1995)는 최적의 그룹크기로 4～8명을, Gresham(1991)

은 3～6명 정도라 보았다.

마지막으로 중재 관련 변인 중 중재기간은 11주 이상이 10주 이내보다, 중재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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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1회 이상이 10회 이내 혹은 11～20회보다 더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그 차

이도 유의했다. Kavale & Mostert(2004)은 사회적 기술 중재가 길수록 유의미한 변

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중재 시간과 회기 수에 대해

Sheridan(1995)은 한 회기는 대략 45～60분 정도로 구성되는 것이 효과적이나 대상

학생의 발달 연령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주당 한 회기가 적합하나 연구자에 따

라 주당 2회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기도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회적 기술의 경

우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실시할 때 더 높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술 중재

를 처음으로 종합하여 메타분석을 시도해 그 효과크기를 확인하였으며, 다양한 연

구물들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하나의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CMA 2.0와 HLM 6.0 두 가지 방법론을 사용하여 더욱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

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들에게 사회적 기술 중재가

효과적임을 증명하였다.

둘째, 사회적 기술 중재의 효과성을 밝히고, 변인별 효과크기 차이를 확인하여,

차이를 가져오는 예측변인을 탐색하여 증거기반 사회적 기술 중재를 위한 기반을

제시하였다. 미국장애인교육법(2004)과 최근 개정한 미국정신의학회(APA)가 발표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5)은 학습장애의 판별 및 중재 모델로 중재반응

모형(RTI) 개념을 지지하고 있으며(Cavendish, 2013), 이는 학습부진과 학습장애를

아우르는 증거기반 교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Tanis

Bryan(2005)이 언급한 것처럼, 학습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업적 영역의 증거기반 교

수는 있어도 사회적 영역에 대한 증거기반 중재는 완전히 부재한 실정이며, 사회적

기술은 항상 학업적인 영역에서 우선권이 밀려있다. 많은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

생들이 사회적 기술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Haager & Vaughn, 1995;

Larrivee & Horne, 1991; Vaughn, Elbaum, & Schumm, 1996; Vaughn, Hogan,

Kouzekanani, & Shapiro, 1990; Vaughn, Zarazoga, Hogan, & Walker, 1993), 이들

을 위한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증거기반 사회적 기술 중재의 필요성은 더욱 명확할

것이다.

셋째, 학습장애 위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술 중재의 효과성을 확인하

였으므로, 교육자들은 이들을 위한 사회적 기술 중재를 활발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

다. 대다수의 학습장애 학생들이 통합교육 현장에 배치되어있으므로 교사들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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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의 효과적인 학습전략 뿐만 아니라(조은미 외, 2011), 이들이 학업적인 결

손 외에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 지지와

함께 다양한 과학적 기반 중재를 개발해야 한다(Nowicki, 2003; Valas, 1999). 특히,

교사들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들의 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Nowicki, 2003; Vaughn & Boardman, 2001). 또한, 학습

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둔 중재들은 아이

들과 그들의 또래, 모두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Valas, 1999). 이를 위해

학교는 지지적인 교실 환경을 구축하고, 모든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환경이 될 수

있는 체계로 확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다층메타분석을 활용하여, 기존의 고정효과모형

을 적용한 전통적 메타분석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의 경우, 모

든 개별 연구에서 산출된 효과크기는 동일하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분석을

시도한다. 이에 산출된 결과를 메타분석에 포함된 개별 연구에 한정해야 한다는 단

점을 가지는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층메타분석은 표집오차에 대한 값을 제공

하기에 전체 효과크기는 모집단의 효과크기로 해설될 수 있다. 더불어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동시에 투입하므로, 전통적인 방식의 메타분석이 그

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변인들을 통제하지 못한 체 산출되어, 개별 중재 변

인의 효과를 부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보완한 연구방법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여승수, 홍성두, 2011).

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출간된 연구만을 대상으로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출판편향

(publication bias)을 예방하기 위해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포함하였으나(신인수,

박은영, 2011), 사례연구 및 단일대상연구는 효과크기를 계산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논문 수는 39편이나 이는 연구자에 따라 메타분석에 적합한 양일 수

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출간되지 않은 연구물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집하려는 노력을 인식하여 정확한 효과 크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대상에 학습부진과 학습장애 학생을 모두 포함하였으나 학습부진과

학습장애가 구분되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적인 사

회적 기술에 대한 증거기반중재 연구가 필요하다. 중재반응모형(IRT)의 최종 단계

에서는 개별 학생을 대상으로 보다 집중적인 중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명확한 대

상구분을 통해 더 적합한 증거기반 중재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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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인을 통한 효과크기 분석이 포함되지 않았다. 측정변

인은 사회적 기술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Kavale

& Mostert, 2004), 사용된 평가도구의 특성, 검사 실시자, 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석을 시행할 수 없었다. 특히,

측정변인은 평가방법이나 검사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Kavale &

Forness, 1996), 여러 가지 매개변수 중 평가자의 성(rater gender)이 또래 평가의

효과크기를 완화시키는 요인(Ochoa & Olivarez, 1995)임을 고려했을 때, 연구자는

측정변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김동일 외(201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학습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성 중재 연구의 절

반 이상이 중재 장소를 명시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연구자는 연구의 기본정보, 설

계방법, 연구대상, 측정변인, 중재실시방법 등에 관한 연구의 전반적인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기술에 대한 보다 다양한 방식의 메타분석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국외의 메타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들의 사회적 기

술에 대해 교사, 부모, 또래, 자기 자신의 평가를 종합한 연구(Kavale, Forness,

1996), 학습부진 및 평균-높은 성취 학생들을 비교한 연구(Nowicki, 2003), 또래 사

회관계망 평가를 분석한 연구(Ochoa & Olivares, 1995; Swanson & Malone, 1992)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습부진 및 학

습장애 사회적 기술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반면(김상

아 외, 2014), 국외의 경우 1990년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2000년대 이후 드물게 이

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 기술을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술은 여러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

이자(김상아 외, 2014; Elksnin & Elksnin, 2004),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심각한 문

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Bryan, 2005; Hepler, 1997; Kavale & Forness, 1996;

Nowicki, 2003) 졸업 후 성인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와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증거기반중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

회적 기술 구인 개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Kavale & Mostert,

2004). 그렇다면 사회적 기술 향상을 정확히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학업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 간 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둘 간

의 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수용의 긍정적인 면이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Bryan, Burstein, Ergul, 2004; Yasutake, Bryan, &

Dohrn, 1996), 두 영역의 높은 상관은 여전히 학업성취향상을 통해 대인관계 기술

부족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동일 외, 2008). 따라서 사회적 기술의

구인을 밝히고, 학업적 영역 간의 관계를 밝힌다면 더욱 더 효과적인 증거기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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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중재 실제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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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 부 항 목

제목 ‣연구물이 메타분석을 포함한 연구 종합임을 명확히 기술

초록

‣연구 문제 혹은 관계(들), 선정기준, 연구대상 유형, 메타분석 방법(고정효과

모형 혹은 랜덤효과모형 표시), 주요 결과(효과크기, 중재변인), 결론(연구

의 제한점), 이론적, 정책점, 실제적 함의

서론

‣명확한 연구문제의 진술: 역사적 배경, 연구문제와 관련된 이론적, 정책적, 

실제적 이슈, 결과의 중재변인, 조절 및 매개변인을 선택하고 코딩한 논리, 

개별연구의의 연구설계 유형, 장점과 단점,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유형 및 

측정학적 특징, 연구문제와 관련된 모집단, 연구가설

방법

‣배제 혹은 선정 준거 : 독립변인, 종속변인의 조작적 특징, 연구참여 모집단

의 적정성, 연구설계 특징의 적절성(무선할당, 최소 표본 크기), 연구가 실

행된 기간, 지리적 혹은 문화적인 제한

‣매개변인 분석 : 매개변인으로 사용된 모든 코딩된 범주 정의

‣문헌탐색전략 : 참고문헌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검색, 검색하는 방법(키워

드 검색, 검색 소프트웨어 이용), 연구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기간, 모든 이

용 가능한 검색 노력(저자와 접촉, 참고문헌 리스트 조사), 영어 이외의 다

른 외국문헌을 찾는 방법, 연구선정 의사결정 과정(연구를 점검하는 관점, 

연구의 질과 양을 판단, 일치도 언급, 불일치를 해결하는 방법, 미발행된 

논문의 처리)

‣코딩절차 : 코딩하는 사람의 자격과 인원(예: 관련 영역에서의 경험의 수준, 

훈련), 코딩자 간 신뢰도와 일치도(채점자간 신뢰도), 한 명 이상의 코딩자 

존재여부 및 불일치 해결법, 연구의 질 평가(연구의 질 평가 도구 사용시 

적용된 절차와 기준 기술, 연구 설계의 특징 코딩시, 코딩내용 명시), 결측

치(missing data) 처리방법

‣통계방법 : 효과크기(효과크기를 산출하는 공식, 효과크기 교정 방법), 평균

효과 크기 계산 및 가중치 부여 방법, 효과크기의 신뢰구간 계산 방법, 효

과크기, 확신구간(credibility interval) 계산방법, 한 개 이상의 효과크기를 

포함하는 경우 처리 방법, 고정효과모형 혹은 랜덤효과모형 중 어느 것이 

적용되었고, 모델 선택의 정당화방법, 동질성 평가 및 추정방법, 측정 가공

물(artifacts)의 평균, 표준편차(구성개념상의 관계가 연구의 중심이라면), 데

이터 검사(censoring)에 대한 적합성 검증(예: 출판된 연구물 편향, 선택적 

보고), 이상치 검사, 메타분석의 통계 검증력, 분석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

램이나 소프트웨어 

결과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해 인용한 논문 숫자

‣메타분석에 포함된 논문 리스트

‣메타분석에서 관련되지만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베재된 연구물 수

‣각 배제 준거에 의해 배제된 연구물의 숫자와 예(예: 계산할 수 없는 효과크

기)

부록 1. APA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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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별연구별 효과크기, 표본크기, 연구결과를 포함한 표 제공

‣연구의 질 평가

‣표와 그래프 요약하기: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특징(예: 서로 다른 연구설

계를 사용한 연구의 수 등), 전체 효과크기, 신뢰구간 및 확신 구간 등 불

확실성을 포함

‣연구의 하위변인의 매개변인 분석에 대한 결과 : 각 매개변인별 연구 수와 

샘플의 수, 조절 및 매개변인별 상호 관련성 평가

논의

‣주요 결과를 진술

‣관찰된 결과에 대한 대안적 설명 고찰 : 데이터 검사의 영향

‣결론에 대한 일반화 : 관련 모집단, 처치의 다양성, 종속변수, 연구설계

‣일반적인 한계점(연구의 질에 대한 평가를 포함)

‣이론, 정책, 실제에 대한 함의와 해석

‣후속연구에 대한 방향 제시
출처: APA publication and Communication Board working group on Journal Article Reporting

Standard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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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주제 항목번호 항목 체크리스트 page

제목

제목 1
체계적 문헌고찰 또는 메타분석(또는 양쪽 모두)임을 알 

수 있다.

초록

구조화된 

요약
2

적용가능한 경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구조화된 요

약을 제공한다: 배경, 목적, 자료원, 선정기준, 연구대상, 

중재, 연구의 질, 자료 합성 방법, 결과, 제한점, 결론, 연

구 결과의 의의, 체계적 문헌고찰 등록번호

서론

필요성 3
현재까지 알려진 것에 비추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기

술한다.

연구목적 4
PICOS(연구대상, 중재, 비교중재, (중재)결과, 연구설계) 

형식으로 핵심질문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방법

프로토콜과 

등록
5

프로토콜이 있다면 이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접근 방법

(예: 웹 주소)과 등록 번호와 같은 등록 정보를 제시한

다.

선정기준 6

선정기준으로 명시된 연구 특성(예: PICOS, 추적관찰기

간)과 보고특성(예: 연도 제한, 언어, 출판상태)을 기술하

고 그 이유를 제시한다.

정보원 7

검색에 사용한 모든 정보원(예: 데이터베이스와 해당 데

이터베이스의 자료제공 연도, 저자 접촉)과 최종 검색일

을 명시한다.

검색 8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검색제한을 포함

한 검색 전략 전체를 제시하여 검색을 재현할 수 있게 

한다.

문헌선택 9

문헌선택 과정, 예를 들어, 체계적 문헌고찰의 경우 선

별, 선정, 포함과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메타분석

의 포함과정에 대해 명시한다.

자료수집 

과정
10

자료추출 방법(예: 시범 평가 후 확정된 추출양식, 독립

적 중복 수행)과 연구자로부터 자료를 구독하고 확인하

는 과정에 대해 기술한다.

자료추출 

항목
11

자료추출 대상의 목록과 정의를 제시하고(예: PICOS, 연

구비 출처) 가정한 내용과 단순화한 내용을 제시한다.

개별 연구의 

비뚤림 위험
12

개별 연구의 삐뚤림 위험을 평가한 방법(각 연구 단위 

또는 결과 변수 단위로 수행되었는지 여부 포함)이 무엇

부록 2. PRISM 한국어판 체크리스트(Korean version of PRISMA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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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평가결과를 자료합성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기술

한다.

요약 측정치 13 주요 요약 층정치(예: 위험비, 평균차이)를 명시한다.

자료합성 14

자료가공방법 및 결과합성 방법을 제시하고,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면 개별 분석에서의 일관성 측정방법을 기술

한다.

전체적 

비뚤림 위험
15

근거의 누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뚤림 위험 평가 

방법을 명시한다(예: 출판 비뚤림, 개별 연구의 선택적 

보고).

추가 분석 16

추가 분석 방법(예: 민감도 분석, 하위그룹 분석, 메타회

귀분석)을 기술하고, 추가분석이 사전에 계획되었다면 

사전에 계획된 방법이 무엇인지 서술한다.

결과

연구선택 17
선별, 선정 및 최종 포함의 각 단계에서 평가된 연구 수

와 배제된 연구 수 및 이유를 흐름도와 함께 제시한다.

연구특성 18
개별연구마다 추출된 자료의 특성(예: 연구의 규모, 

PICOS, 추적관찰기간)과 서지정보를 제시한다.

개별 연구의 

비뚤림 위험
19

개별 연구의 비뚤림 위험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개별 (중재)결과 수준의 평가가 있다면 기술한다(12번 

항목 참조).

개별 연구의 

결과
20

개별 연구에서 고려한 모든 (중재)결과(편익 또는 위해)

에 대해 다음을 제시한다: 개별 중재군의 단순 요약자

료, 효과 추정치 및 신뢰 구간, 그리고 가능하면 forest 

plot 이용

결과합성 21
메타분석이 시행되었다면 메타분석 각각에 대한 결과를 

신뢰구간 및 일관성 측정치와 함께 제시한다.

전체적 

비뚤림 위험
22

전체적 비뚤림 위험 평가 결과를 제시한다(15번 항목 

참조).

추가 분석 23
추가 분석(예: 민감도 분석, 하위그룹 분석, 메타분석)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시한다.

고찰

근거오약 24

개별 주요 (중재)결과에 대한 근거의 강도 등의 주된 결

과를 요약하고, 이러한 내용이 핵심 집단(보건의료 제공

자, 사용자, 정책 결정자)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고

려한다.

제한점 25

개별 연구 수준과 (중재)결과 수준(예: 비뚤림 위험), 그

리고 현 체계적 문헌고찰 수준(예: 선정된 문헌 확보의 

불완전성, 보고 비뚤림)에서의 제한점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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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6 
다른 근거에 비추어 본 결과에 대한 해석과 향후 연구

에 대해 제시한다. 

연구비 출처

연구비 출처 27

현 체계적 문헌고찰의 연구비 출처와 기타 지원(예: 자

료 제공)에 대해 기술하고, 체계적 문헌고찰에서의 연구

비 지원자의 역할을 설명한다.
출처: http://prisma-statement.org/Translations/Translation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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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open-ended or forced-choice) Choices for forced-choice items

연구의 일반적 특성

A 일련번호

B 저자

C 연도

D 논문명

E 연구설계
통제집단 사전-사후설계(1), 

단일집단 사전-사후설계(2)

F 연구유형 학회지(1), 석사(2)

연구 대상 변인

G 표본 나이

H 표본 학년 초1-3(1), 초4-6(2), 중(3), 고(4), 혼합(5)

I 표집방법 무선표집(1), 나머지방법(2), 모름(3)

J 전체 사례수

K 남학생 수

L 여학생 수

M 장애종류 학습장애(1), 학습부진(2)

N 준거모델 불일치(1), RTI(2), 인지진단(3), 기타(4)

O 기초검사자료

P 기초검사자료 cut-off point

측정 관련 변인

Q 검사도구의 종류

R 검사도구 유형 표준화(1), 연구자 개발(2)

부록 3. 코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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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신뢰도 값 보고 예(1), 아니오(0)

T 신뢰도 종류
test-retest(1), Cronbach’a  (2), 

interrater(3), alternative-form(4), others(5)

U 검사의 신뢰도 값

V 타당도 값 보고 예(1), 아니오(0)

W 타당도 종류 준거(1), 구인(2), 내용(3)

X 검사의 타당도 값

Y 검사 실시자 교사(1), 대학원생(2), 연구자(3), 모름(4)

Z 실험통제 분리방법 무선(1), 임의적 분류(2), others(3)

중재 관련 변인

AA 중재충실도 측정 예(1), 아니오(0)

AB 종속변인

AC 독립변인

AD 중재 유형
놀이활동(1), 치료(2), 또래협동(3), 자기표현

(4)

AE 중재 실시자
교사(1), 대학원생(2), 연구자(3), 모름(4), 기

타(5)

AF 중재장소
특수학급(1), 방과후 학급(2), 일반학급(3), 

특수학교(4), 기타(5)

AG 중재기간

AH 중재실시횟수

AI 주당중재횟수

AJ 중재시간(m)

AK 유지검사 여부 유(1), 무(2)

AL 유지검사 도구

AM 중재 종료와 유지 검사 간 기간

AN 유지검사 실시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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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 일반화 검사 여부 유(1), 무(2)

AP 일반화 검사도구

AQ 중재 종료와 일반화검사 간 기간

AS 일반화 검사 실시횟수

양적 변수

AT 효과크기 번호

AU 실험 및 통제집단 사전/사후/유지/일반화 평균 점수

AV 실험 및 통제 집단의 사전/사후/유지/일반화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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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오늘날 많은 장애 학생들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자 장

애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에 속한다. 그 중에서도 학습부진과 학습장애로 이루어진

학습장애 위험학생 대부분은 통합학급에 배치되어 있다. 통합교육은 졸업 후 통합

된 삶, 공동체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사회적 기술 여부는 통합교육의 효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자 지역사회

통합의 핵심능력이라 할 수 있다. 통합학급에서 교사 및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한 구성원으로써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은 졸업 후 지역사회 적

응을 위한 주요 요소이며, 이를 위한 기본 전제가 사회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학습부진 및 학습

장애 연구는 학업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국외의 경우,

1970년대부터 학습장애 학생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많은 연구들이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영역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학습장애 학생의 사회적 기술 결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학습장애 관계기관 합동위원회(ICLD, 1987)는 전통적으로 학습장애에 구성

되는 읽기, 쓰기, 말하기, 산수 외에 사회적 기술을 포함시켜야 함을 제안했고, 미국

의 장애인교육법(IDEA, 2004)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습장애정의(ICLD, NJCLD,

LDA, DSM-5)에 사회적 영역의 결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실제 학생

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교육부(USOE)의 정의는 학업적 결손에 대한

내용 외에 사회․정서적 결함을 고려하지 않으며, 이를 그대로 반영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학교와 교사들은 사회적 기술

을 학습장애 학생의 특성으로 고려하지 않으며, 사회적 기술 결함보다는 학업적인

결손을 더욱 중시하고, 사회적 영역에 관한 중재를 제공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통합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사회에 적절히 통합되어 원만하게 기능하는 것

이라 했을 때,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과 일반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성공적

인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사회적 기술 중재가

실제로 효과적이었는지 밝히고, 중재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최선의 교

육적 실제를 제공할 수 있는 증거기반 교수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CMA와 HLM을 활용한 메타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대상변인, 중재변인,

실행변인, 측정변인에 따른 효과크기를 확인하고, 다양한 수업 환경에서 효과적인

사회적 기술 중재의 교수적 특성을 탐색하여, 증거기반 중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39편의 연구와 총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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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효과크기는 1.022(CMA),

1.023(HLM)으로 높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둘째, 연구대상 관련변인의 경우 초등

학교 저학년과 고학년보다 중․고등학생이 더 높은 효과크기를 보였으나, 그 차이

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학습부진 학생들보다 학습장애 학생들이 중재 프로그램

에 더 높은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그 차이가 유의했다. 셋째, 중재 관련변인 중

중재유형의 경우 또래협동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나 치료 프로그램과의 차

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중재 실시자의 경우 교사가 실시했을 때 연구자나 기

타 실시자보다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나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섯째, 그룹형

태의 경우 소그룹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여섯째, 중재기간은 11주 이상이 10-주

이내보다, 중재횟수는 21회 이상이 10회 이내, 11～20회보다 더 큰 효과크기를 나타

냈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학습부진 및 학

습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중재를 처음으로 종합하여 메타

분석을 시도해 그 효과크기를 확인하였으며, 다양한 연구물들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하나의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둘째, 사회적 기술 중재의 효과성

을 밝히고, 변인별 효과크기 차이를 확인하여, 차이를 가져오는 예측변인을 탐색하

여 증거기반 사회적 기술 중재를 위한 기반을 제시하였다. 셋째, 학습장애 위험학

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술 중재의 효과성을 확인하였으므로, 교육자들은 이

들을 위한 사회적 기술 중재를 활발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 방법론

적인 측면에서 다층메타분석을 활용하여, 기존의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한 전통적 메

타분석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출

간된 연구만을 대상으로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출판편향(publication bias)을 예방하

기 위해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포함하였으나(신인수, 박은영, 2011), 사례연구

및 단일대상연구는 효과크기를 계산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둘째, 본 연구대상에 학

습부진과 학습장애 학생을 모두 포함하였으나 학습부진과 학습장애가 구분되는 특

성을 가졌기 때문에 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적인 사회적 기술에 대한 증거기

반중재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인을 통한 효과크기 분석이 포

함되지 않았다. 측정변인은 사회적 기술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임

에도 불구하고(Kavale & Mostert, 2004), 사용된 평가도구의 특성, 검사 실시자, 검

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석을

시행할 수 없었다. 넷째,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들의 사회적 기술을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증

거기반중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술 구인 개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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