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 구성주의 이론의 시사점 :

비고스키의 장애론(Defectology)을 중심으로

신종호(申宗昊)*
1)

아동의 인지발달을 언어를 매개로 한 사회문화적 발달로 이론화한 비고스키의 사회 구성주의 이론

은 일반아동뿐만 아니라 특수아동의 사회적 심리기능 발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

제 비고스키는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한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인지발달이론을 체계화했으며, 특수교육과

관련해 시대사적인 논문들을 많이 남기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비고스키의 장애론(defect ology)에 나

타난 (1) 사회문화적 관점을 통해 본 장애와 장애문제, (2 ) 장애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교육방법으로서의

사회적 심리기능에 대한 보상교육, (3) 특수교육의 기본 원리로서의 사회화 교육 및 통합교육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하였다. 비고스키의 사회 구성주의 이론은 특수교육에 대한 생리학적, 행동주의적, 분리주의적

접근으로부터 사회화 과정(encul turat ion )으로의 이해와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다. 통합교육과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최근 우리 특수교육의 변화는 사회화 과정으로서 특수교육의 역할 변화를 보여

주는 긍정적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주요어 : 비고스키, 특수교육, 통합교육, 사회화 과정, 장애론, 사회구성주의

인간의 사회생활이 다른 동물들의 집단생활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언어를 통

한 문화 유산의 역사적 공유이다. 이는 한 개인이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적 삶을 제대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산물인 문화를 내면화하고, 그 문화에 내재해 있는 사고 및 행동 가치

를 준거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 개인의 삶을 문화 유산의 내면화를 통한 사회적

발달과정이라고 볼 때, 특수아동이 가지고 있는 장애(disability)를 생물학적 결함으로만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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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지나친 단순화일 것이다. 특수아동이 경험하는 근본적인 장애문제는 사회문화적 유산에 대

한 제한적인 경험과 기회,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소외와 차별인 것이다.

특수아동의 장애문제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 및 접근은 러시아의 발달 심리학자이며 특수교

육자인 비고스키(Vygotsky)의 이론이 1980년대에 들어 미국을 포함한 서구 여러 나라에 알려지

면서 시작되었다. 장애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은 특수아동의 인지 및 성격 발달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이해 및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회화 교육(social

education)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지금까지 특수교육 분야의 이론적 근간으로 활용되어

온 행동주의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이론은 발달과정의

주체적 참여자로서의 특수아동에 대한 이해,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맥락(context)

및 타인과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의 중요성, 학습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한 교육적 관심의 필요성 등

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회 구성주의 이론이 특수교육 분야

에 시사하는 이론적, 실제적 제안점들을 비고스키의 장애론(defectology)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

재 우리 특수교육의 변화 방향과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특수교육자로서의 비고스키

인간의 인지발달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설명한 비고스키의 이론은 특수교육 분야보다는 발달

심리, 교육심리, 유아교육 분야에 더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반아동의 인지발달만큼이나 비

고스키는 특수아동이 가지고 있는 장애문제와 장애로 인한 차별적인 특수아동의 사회적 인지발

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비고스키의 발달이론은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한 임상경험에

근거한 것이며, 비고스키 자신은 특수교사 양성과정 교수, 특수교육 연구소 책임자, 특수교육 관

련 학회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1886년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난 비고스키는 당시 러시아 전제군주(tsar)시대의 유태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며 자라났다. 당시 유태인들에게는 거주 및 교육에 있어 제한적 자유와 기

회만이 허용되었다. 모스크바대학과 같은 유명 대학의 경우 유태인 학생 수를 정원의 3% 이내로

제한한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 속에서 자라난 비고스키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의 하나인 장애인 집단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사회적 결과일는지 모른다. 실

제로 모스크바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그가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와 조그마한 교사양성 지역대

학(community college)에서 특수교사 양성 및 장애아동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그가 경험한

소수민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Knox & Stevens, 1993).

1924년 당시 소련 공산당 산하 청소년 보호 위원회 (Social and Legal Protection of Min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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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SPON)에서 두 개의 논문( Defect and Compensation 과 Principles of Education for

Physically Handicapped Children )을 발표하면서 비고스키는 소련의 특수교육 분야에 널리 알려

지기 시작하였다. SPON은 1920년대 초 전쟁, 기근, 사회 혁명 등으로 인해 버려진 아이들의 사회

적, 교육적 수용을 위해 1923년 소련 공산당이 그 산하에 설치한 기관이었다. SPON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바로 버려진 아이들 중 신체 및 정신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선별과 이들에게 적

합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발표된 두 논문에서 비고스키는 특수아동도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장점에 기초해 생

산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수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특수아동에 대한 인식의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비고스키는

특수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장애문제는 생물학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특수교육은 특수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격리(dislocation) 또

는 차별을 최소화하는 교육체제여야 한다고 보았다(Knox & Stevens, 1993; Vygodskaya, 1999).

1926년 모스크바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비고스키는 대학 부설 특수교육 연구소의 부 책임자

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1929년에는 본 대학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특수교육연구 (Questions of

Defectology)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였다(Knox & Stevens, 1993). 같은 해에 특수교육 실험연

구소 (Experimental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를 설립하고 이 곳에서 특수아동과의 많

은 임상경험을 통해 아동발달에 관한 자신의 이론적, 실제적 근거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였다

(Vygodskaya, 1999).

2. 인지발달에 대한 비고스키의 사회문화적 이해

비고스키는 아동의 인지발달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는 일반아동이나 특수아동 모두 동일하다고

보았다. 비고스키는 장애와 상관없이 아동의 인지발달은 자연적, 생리적 발달과 문화적, 역사적

발달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회문화적 동물로서 인간의 인지발달은 본질적으로 사

회문화적 발달이며, 이러한 인지발달을 이루는데 심리적 도구, 특히 언어의 내면화가 결정적 역할

을 수행한다(Mahn, 1999; Minick, 1996; Vygotsky, 1993d, 1993j). 또한, 비고스키는 장애와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은 실현되지 않은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잠재 가능성의 실현은 아동이 가

지고 있는 내적 능력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사회적

환경이 아동의 심리발달을 적절히 자극하지 못한다면, 환경의 결핍으로 인해 이차적인 장애가 발

생할 수 있는 것이다(Knox & Stevens, 1993; Mahn, 1999; Vygotsky, 1993j). 반대로, 개별적 기

능이나 기관이 정상으로부터 일탈했다 할지라도 필요한 사회적 도움과 환경을 제공받는다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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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개체의 사회문화적 심리기능 발달은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비고스키의 입장

이다(Knox & Stevens, 1993; Vygotsky, 1993d).

1) 인간발달에 대한 사회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관점

비고스키는 아동의 심리적 특성은 상태(status)나 조건(condition)이라는 관점에서보다 과정

(process)이나 형성(formation)이라는 관점에서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Vygotsky,

1993j). 아동의 심리적 특성은 생물학적 인자의 수동적 발현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의 역동적 관련성(dynamic relationships)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심리

기능 발달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개인의 특성과 주변 환경요인들을 총체적으로 함께 고려하는 것

이어야 한다. 한편, 비고스키는 인간의 심리기능 발달에 내재해 있는 기본 원리는 개인에게 내재

해 있는 필요(necessity)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간의 인지발달에 내재해 있는 필요는 바로

개인이 역사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의미있는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발달과정을 통해 개인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의 요구에 일치되도록 심리기능을 끊임

없이 재구성하고 발달시켜 나가게 된다(Vygotsky, 1993j).

비고스키에 의하면, 이러한 심리기능의 재구성과 발달은 두 국면(planes)을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국면은 개인간(inter- individual)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발달(social/ intermental

development)이며, 두 번째 국면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를 내면화해 나가는 심리적 발달

(psychological/ intramental development)이다(Wertsch & Tulviste, 1996). 피아제의 인지발달이

론과는 달리 비고스키는 인간의 인지발달이 생물학적인 내적 발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먼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즉, 비고스키는 인간의 인

지발달을 사회문화적 유산인 언어를 개인간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하고, 이를 점차 개인내 심리도

구로 내면화해 가는 질적 변화의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Meadow s, 1998).

인간의 인지발달이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작된다는 비고스키의

생각은 아동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을 중시한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사회문

화적 관점에서 본 교육이란 생물학적 심리과정(psychological processes)을 사회화(enculturation)

시켜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인지능력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숙

에 의해 전개(unfolding)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요인과의 상호적 관련성을 통해 형성

(formation)되는 것이다(Vygotsky, 1993j). 이러한 사회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

는 성인이 아동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력(scaffolding)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아동이 주어진 과제에 익숙해짐에 따라 아동에게 자율권을 점차 부여해 가는 것이 바람직

하며, 궁극적으로 아동이 도제훈련을 통해 그 문화의 인지적 기능을 내면화하도록 해야 하는 것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 구성주의 이론의 시사점 4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다(Meadow s, 1998).

2) 인지발달을 위한 심리도구로서의 언어

비고스키는 인간을 의미(meaning)를 형성해 가는 존재로 정의하고, 인간은 상징이나 문화 체

제를 통해 밖(사회적 관계)으로부터 안(심리적 통제)으로 자기 자신을 알아 가는 발달과정을 거

친다고 생각하였다(Mahn, 1999). 이러한 내면화 발달과정에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언어이다. 언어와 사고의 기능적 관련성은 인지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인간의 인지

발달은 바로 자신의 행동을 중재하는 도구로서 상징적 참조체제(symbolic references)를 발달시켜

나가는 것이다(Mahn, 1999; Minick, 1996). 비고스키는 이러한 언어의 중재과정을 기호중재

(semiotic mediation)라고 불렀으며, 언어를 통한 사고능력과 자기통제 기능은 특수아동의 인지발

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다(Mahn, 1999).

비고스키는 언어를 중재로 한 인간의 정신기능을 일종의 정신적 행위(action)로 이해하였다

(Wertsch & Tulviste, 1996). 정신, 기억, 인지와 같은 심리기능들은 정적으로 존재하는 인간 속

성(attributes)이 아니라 개인간 또는 개인내적으로 수행되는 행위 기능인 것이다. 행위 기능을 담

당하는 내적 언어(inner speech)는 피아제의 자기중심 언어(egocentric speech)와는 다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비고스키의 내적 언어는 개인의 내적, 외적 행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해 나가는 것이다(T ryphone & Voneche, 1996;

van der Veer , 1996; Wert sch & T ulviste, 1996). 인지발달의 매개체로서 언어는 상징체제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를 통해 중요한 심리도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Knox & Stevens, 1993). 일반적으로 아동이 가지고 있는 언어 의미는 자신의 경험에 국한되

는 일상적 개념(everyday concept )으로 볼 수 있으며, 성인과의 만남을 통해 점차 사회문화적

공유성을 갖는 과학적 개념(scientific concept )으로 발달해 나가게 된다(Mahn, 1999; Wertsch

& T ulviste, 1996).

3) 근접발달영역과 역동적 평가

비고스키의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개념은 아동발달에 대한 심리학적 관

점과 교육학적 관점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개념이다. 근접발달영역이란 아동이 스스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수행수준과 타인의 조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수행수준간

의 차이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아동발달을 돕기 위한 수업 계획과 평가 활동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Hedegaard, 1996; Mahn, 1999; Tudge, 1990; Wertsch & Tulviste, 1996). 수업계획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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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 때 근접발달영역은 교수활동이 학생의 현재 수준과 잠재 수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때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반영한다. 이를 위해서 근접발달영역 내에서 성인

또는 능력이 우수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

요하며, 이는 현재 특수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수방법인 상호적 교수법(reciprocal teaching)의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Wertsch & Tulviste, 1996).

비고스키의 근접발달영역은 또한 탈맥락적 상황에서 수행되는 전통적 평가활동에 대한 대안으

로서 역동적 평가(dynamic assessment)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Campione, 1996; Lidz, 1995;

Meltzer & Reid, 1994). 비고스키는 평가활동을 크게 증상중심(symptomatic) 평가와 진단중심

(diagnostic) 평가로 구분하고, 아동의 문제점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평가활동

으로서 진단중심 평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역동적 평가는 지능검사나 학업성취검사와 같은

전통적 평가도구들이 수업계획과 진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부터 대두되

었다(Lidz, 1995; Meltzer & Reid, 1994). 전통적 평가방법들이 규준집단 내에서 아동의 상대적 서

열의 안정성을 가정하고, 상대적 우열의 정도를 확인하는데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역동적 평

가는 현재 기능을 향상시키는 일, 즉 변화에 그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Lidz, 1995). 그러므로,

평가활동의 중심은 과제의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학생의 장점과 특징을 분석하고, 필요시 도움을

제공했을 때의 아동의 반응과 제공된 도움의 종류와 정도에 대한 분석에 놓이게 된다(Meltzer

& Reid, 1994). 그러므로, 평가활동은 교수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진행되며, 아동의 지식구

조와 사고과정뿐만 아니라 정의적 특징이나 환경요인이 학습결과에 미치는 영향들을 다면적으

로 평가하게 된다. 역동적 평가에서는 검사자 자신이 평가과정의 적극적 참여자이며 동시에 평

가 도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Lidz, 1995). 이러한 역동적 평가는 특수아동이 가지고 있는

장애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교수활동과 평가활동이 유기적 관련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강

조하는 것이며, 이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특수교육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교육원리로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비고스키의 장애론 및 사회화로서의 특수교육

비고스키는 특수아동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장애는 생물학적 결손 자체이기보다는 제한적인

사회경험과 차별적 사회환경으로부터 기인하는 기능적(functional) 결손이라고 보았다(Vygotsky,

1993d). 즉, 특수아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결함을 직접적으로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경험이나 기회의 차별성을 의식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갈등인식

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특수아동의 심리기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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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바로 기질적 장애로 인한 일상적 환경으로부터의 격리 또는 기회의 박탈인 것이다.

이러한 장애의 사회적 특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특수교육 연구들은 심리기능 발

달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보다 특수아동의 기질적 결손에만 연구의 관심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고스키는 지적한다(Vygotsky, 1993a). 이러한 연구 경향은 일반아동과 비교할 때 특수아동의

발달이 얼마만큼 지체 또는 결손 되었는가에 주 관심을 두지, 특수아동의 사회적 심리기능 발달

을 도울 수 있는 환경 요인에 대한 분석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비고스키는 특수교육자들이 특수아동의 심리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

화적 요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1)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장애

비고스키는 특수아동의 심리기능 발달이 전적으로 특수아동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 결함에 의

해 결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Vygotsky, 1993g, 1993k). 인지발달이 진행되면서 주어지는 차별적,

제한적 사회 경험으로 인해 특수아동은 일반아동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발달을 경험하게 되며,

주위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문제행동을 형성하게 된다

(Vygotsky, 1993g, 1993i). 비고스키는 한 예로서 발달 초기 시각장애 그 자체는 시각장애 아동에

게 있어서 일반아동이 손을 통해 읽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한다. 시각장애를

암흑 세계에 갇혀 사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의 편견

일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신체 기관들은 생리적 기관(biological organs)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관이기

도 하다(Vygotsky, 1993k). 그러므로, 시각이나 청각의 손실은 한 개인의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s), 유대(connections), 행동체제(behavioral systems)의 손실 또는 제한을 가져온다. 기질

적 장애로 인해 특수아동은 가족, 또래, 그리고 다른 성인들과의 만남에 있어 제한적인 사회경험

을 하게 되며, 이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수아동의 사고발달을 초래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

게 되는 것이다(Vygotsky, 1993g). 그러므로, 특수아동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결함은 특수아동

의 정상적 사회참여를 제한한다는 면에서 장애로 인식되는 것이며, 동일한 기질적 결함이라 할지

라도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주관적 장애의 정도는 차

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경험을 통해 특수아동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 특성을 가

지고 있음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심리적, 행동적 일탈을 경험하게 된다(Vygotsky, 1993h).

그러므로, 특수아동의 발달은 시간적 측면에서의 발달 지체로 이해되기보다는 질적으로 다른

발달과정과 특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Vygotsky, 1993d, 1993h). 발달과정 동안 특수아동이 경험

하게 되는 사회적 장(field)은 일반아동의 사회적 장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이는 질적으로 다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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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결과를 초래한다. 일반아동의 사회화 또는 심리기능 발달은 생리적 발달과 사회적 발달이 같

은 방향으로 이루어지지만, 특수아동의 사회화는 두 발달의 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분

리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 때 특수아동이 경험하는 발달상의 장애문제는 특수아동의 심리 구

조와 그가 속한 사회 또는 문화의 형태 구조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Vygotsky, 1993c, 1993d). 이러한 불일치는 사회적 발달을 이끄는 상징체계가 일반아동의 심리

구조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수교육자들은 특수아동이 경험하는 질적

으로 구분되는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

으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Vygotsky, 1993b).

특수아동의 사회적 심리기능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특별히 만들어진 인위적 문화 체계가 필요

하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 아동의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구어와 점자를 통해 언어를 심리도구로

서 내면화하도록 조기에 교육하도록 해야 하며, 내면화된 언어를 통해 일반아동처럼 자신의 행동

을 통제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때 특수아동을 위해 고안된 상징체계는 일반아동이 사용하는

언어체계와 동일한 의미 를 갖고 있는 한 특수아동 발달에 중요한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다. 하

지만,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심리 도구가 동일한 의미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차

이는 특수아동의 사회적 심리기능 발달에 질적으로 구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비고스키는 지금까지 제안된 발달이론들이 생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모두 아동의 사회 심리

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특수아동과 같이 생리적인 결함이 현저한 경우

생리적 요인만이 발달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Vygotsky,

1993a). 이러한 생각은 특수아동의 심리기능 발달을 가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과정(process)

으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최종적 결과로서 이해하려는 잘못된 생각에서 기

인한다고 보았다. 특수아동이 경험하는 장애문제가 바로 일상적인 사회 환경으로부터의 격리라

면, 교육적 측면에서 특수아동을 위한 장애 보상은 특수아동이 정상적인 사회환경으로 복귀하도

록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비고스키의 입장이다(Vygotsky, 1993g).

2) 사회적 장애 치료를 위한 심리기능 보상교육

비고스키는 전통적 특수교육이 생리적 보상 원리에 근거한 의학적 치료 모형(medical therapeutic

pedagogy)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 장애를 중심으로

한 제한된 접근 방법이라고 비판한다(Vygotsky, 1993b, 1993k). 의학적 모형에 기초한 장애중심

특수교육은 장애를 과정(process)으로 보다 최종 산물인 개체(thing)로서 이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특수아동의 장애를 역동적 측면에서보다는 고정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

이다(Vygotsky, 1993a). 또한, 의학적 치료모형은 정상 기관의 훈련을 통한 장애 기능의 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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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 그 관심을 치중해 왔으며, 어느 한 신체 기관에 장애가 있을 경우 항시 이를 선천적으로 보

상할 수 있는 다른 신체 기관의 힘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Vygotsky,

1993b). 실제로 장애를 가진 특수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생리적 보상을 수행하는 인체 기관의 능

력(예: 시각장애의 경우 촉각을 통한 읽기 능력)에 있어서 선천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장기간에 걸친 사용과 훈련을 통해 상대적 민감성이 증가된 것뿐이다.

특수교육에서의 올바른 보상 교육은 다른 정상적 신체기관을 이용한 표면적 보상이 아니라 장

애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사회심리적 기능의 결핍을 보상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Vygotsky,

1993b). 장애로 인해 초래된 사회적 격리와 차별적 경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프로그램

이 계획,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언어교육 방법 중 독순법

(lip reading)은 언어의 논리적, 사회적 속성보다는 단순히 발음을 눈으로 읽어내는 방법을 가르치

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특수아동의 사회문화적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 청각장애 아동이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는 내면적 기제로서 언어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의미중심의 교육경험을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Vygotsky, 1993k).

심리기능 보상과 관련해 볼 때 장애는 특수아동의 발달에 있어 서로 다른 두 역할을 수행한다

(Vygotsky, 1993b, 1993c, 1993d, 1993h). 장애는 발달상의 결손, 약점, 또는 지체를 의미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심리적 난관(difficulties) 때문에 오히려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아동의 발

달은 아동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필요(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측면에서 심리

적 난관은 발달의 필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Vygotsky, 1993a). 비고스키는 장애로 인해 심리기능 발

달에 방해가 생기면 그 부분의 심리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며, 집중된 에너지는 우회적 방식을 통해

장애 기능을 보상하는 기제를 창출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인체의 한 부분에 이상이 생긴 경우 다른

기관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신경체제는 어느 한 기관에 이상이 생긴 경우 손상

된 기관에 대한 보상 기제를 통해 다른 기관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Vygotsky, 1993a,

1993b). 그러므로, 한 인체 기관의 결함은 그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심리기능의 완전한 손실을 의미하

지 않으며, 이는 다른 기제를 통해 승화하게 된다. 베토벤이나 헬런 켈러처럼 때때로 과잉 보상을 통

해 생리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재능을 보통사람 이상으로 발달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이다. 그러므로, 특수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특수아동의 생리적 결함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

하는 긍정적 심리기능 보상과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Vygotsky, 1993i).

3) 특수교육의 기본 원리로서 사회화 교육

사회적 인지발달이라는 측면에서 특수아동과 일반아동의 교육원리는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어

야 한다(Vygotsky, 1993g). 비고스키는 특수아동의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생리적 장애로 인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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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신체적, 인지적 결함에 교육을 맞추기보다는 이로 인한 사회적 결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구체적 시

각자료가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구체적 사물에 대한 개념교육뿐만 아니라 언어를 매

개로 한 추상적 사고능력 개발을 위한 기초 활동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은 사회화 교육(social education)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Vygotsky, 1993f, 1993e). 이는 특수교육의 문제가 생리적 요인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결과(social consequences)를 다루는 것이라는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비고스

키는 특수교육의 교육원리로서 사회화 교육이 과학적인 면에서나 윤리적인 면에서 바람직한 특

수교육의 방향이라고 제안한다(Vygotsky, 1993k). 오직 장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특수교육은

그 자체가 바로 장애 교육(defective pedagogy)인 것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경우에

도 정상적인 영양 섭취와 약의 복용을 동시에 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수교육의 원리도 일상

적인 사회환경 속에서 특수아동의 심리적 보상에 필요한 개별적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특수아

동의 인지발달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환경 속에서 최대한 일반아동과 동일한 경험을 특수아동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특수

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이 특수아동에게 요구되는 그들만의 특별한

교육방법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수교육은 다른 상징체제나 방법을 이용해

일반아동이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돕는 교육체제인 것이다. 이는 서로 다

른 필체로 쓰여진 글이 담고 있는 내용의 이해에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다른

수단(예: 눈 또는 촉각)을 이용한 교육활동이 본질적인 내용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Vygotsky, 1993k). 단지 이러한 특수한 교육방법을 이용한 교육

이 일반환경 속에서 제공됨으로써 일상적인 교육환경에 특수아동이 가능한 한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교육 딜레마는 바로 특수아동의 심리적 구조에 적합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것이 일상적인 사회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데 있다(Vygotsky, 1993d).

그러므로, 특수한 방법의 사용이 특수아동을 일반적인 사회환경에서 분리 교육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결코 이용될 수 없는 것이다. 비고스키는 분리체제로서 전통적 특수교육은 특수아동의

장애를 중심으로 이에 적응된 환경과 방법만을 제공함으로써 폐쇄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고 보

았다. 이는 특수아동이 경험하는 심리적 격리감(psychology of separatism)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뿐인 것이다. 분리된 체제로서 특수교육은 특수아동의 사회문화적 인지발달을 도울 수 있

는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정상적인 사회 심리기능 발달에 필요한 환경으로부터 체계적으

로 차단함으로써 특수아동의 반사회적(antisocial) 발달을 유도하는 것이다. 비고스키는 특수아동

의 교육은 반드시 일반아동이 속해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수교육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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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Vygotsky, 1993k).

통합환경에서 특수아동의 사회화 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조기교육을 통해 이른 시기부터

일반아동과의 일상적인 접촉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Vygotsky, 1993g).

예를 들어 청각장애 아동의 경우 체계적인 언어교육 혜택이 초등학교 시기가 되어서야 이루어지

는데, 이 시기까지 언어를 매개로 한 심리기능 발달은 질적으로 다른 궤적을 거치게 된다. 그러므

로, 청각장애 아동의 사회문화적 인지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언어환경에 가능한 한 빨리

노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기 중재가 필요하다.

4. 특수교육에 대한 비고스키 이론의 시사점

사회 구성주의 이론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비고스키는 인지발달을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발달이

아닌 사회문화적 발달로 보았으며, 언어라는 설명 기제를 통해 인지발달의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일반아동 및 특수아동의 발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Gindis, 1999). 이러한 비고스키의 발달이론은 특수아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내적 능력 발달을 중

시한다는 측면에서 특수교육의 전통적 관점을 형성해 온 행동주의 이론과 구별되며, 인지발달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과도 구별된다.

사회 구성주의에 근거한 비고스키 이론이 특수교육 분야에 시사하는 바는 크게 (1) 장애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과 사회문화적 인지발달을 돕기 위한 조력체제로서의 특수교육 체제에 대한 이

해, (2) 행동주의 교육이론의 대안으로서의 이론체제 제공, (3) 역동적 평가와 조력활동을 통한 문

제해결과정으로서 특수교육의 중요성 강조, (4) 통합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

거의 제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장애는 단순한 생물학적 결함이 아닌 차별적 대우 및 제한된

환경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결손으로서, 이는 장애가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s) 속에서 이상

(abnormality)으로 지각된다는 관점을 반영한다(Gindis, 1999). 비고스키는 장애를 생리학적 요인

으로 인한 일차적 장애(primary disability)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이차적 장애(secondary

disability)로 구분하고, 특수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장애문제는 바로 사회문화적 인지발달과 관

련된 이차적 장애라고 지적한다(Vygotsky, 1993j). 이차적 장애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상

적인 생활경험 및 교육경험을 특수아동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 장애인,

그리고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제한된 사회적 경험 및 기

회로 인해 생기는 장애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질수록 특수아동에게 필요한 통합된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광범위하게 형성될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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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장애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의 필요성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식을 살펴보면, 긍정적

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상존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가 선천적인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환경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방법에 대해서도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와 관련없이 분리교육해

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를 고려해 일반환경에서 통합교육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장애인먼저 실천중앙협의회, 1997).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동등한 한 인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무능한 존재로서 보호

의 대상, 동정과 자선의 대상, 심지어는 사회에 해를 끼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

립특수교육원, 1998; 장애인먼저 실천중앙협의회, 1997). 또한, 특수교육의 주 역할을 정상적인 사

회생활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회화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아동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교정하기 위

한 치료교육으로서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같은 조사결과들은 특수아동의

사회적 심리기능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통합교육체제 마련을 위해 장애, 장애인, 그리고 특수교육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이루어졌지만, 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

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용이 아직도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둘째, 비고스키의 사회 구성주의 이론은 1960년대 이후 특수교육 분야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행동주의 교육이론의 대안으로 그 의의를 지닌다(Poplin, 1988). 특수교육 분야에서 그

동안 행동주의 교육원리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1) 특수교육과 행동주의 이론의

성장기가 우연히도 일치했다는 것(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 (2) 행동주의가 대두되기 직전까지

사용되던 특수교육 방법(예: 시지각-동작 협응력 훈련)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

다는 것, 그리고 (3) 아무리 심각한 장애라 할지라도 환경 통제를 통해 문제행동의 변화가 가능하

다는 행동주의 교육신념이 많은 특수교육자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Mahoney & Wheatley,

1994; Nelson & Polsgrove, 1984). 하지만, 행동주의 교육원리가 환경통제를 통한 외현적 행동변

화를 중시하고, 장애와 연관하여 특수아동의 수동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1980년대에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기존 행동주의 교육원리에 대한 연구들이 특수아동의 행

동변화에 있어 단기적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행동주의 이론의 대안으로서의 사회 구성주의 이론은 인지발달 과

정에서 특수아동의 적극적 참여를 중시하며,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보다는 특수아동의 내적 심

리기능 발달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한다. 또한, 특수아동 스스로 의미있는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시자가 아닌 조력자로서 교사나 부모의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한다

(Mahoney & Wheatley , 1994). 이 때 필요한 조력의 제공은 일상적 사회환경 속에서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특수아동이 일반아동과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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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 구성주의 이론의 기본적 입장이다(Harris & Graham, 1994; Mallory

& New, 1994; Poplin, 1988).

셋째, 비고스키가 제안한 근접발달지역과 역동적 평가라는 두 개념은 문제해결 과정으로서 특

수교육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 특수교육에서 특수아동이 가지고 있는 학업, 정서, 행동상의 문제

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강조되고 있는 교육행위가 바로 수업활동과 평가활동의 유기적 연

결이다. 비고스키의 근접발달지역 개념에 근거한 역동적 평가모형은 특수아동의 현 수행수준뿐만

아니라 필요한 조력이 제공되었을 때의 수행수준, 그리고 과제수행 시 나타나는 과정(process) 정

보를 수집하고, 이 같은 정보를 뒤따르는 수업활동을 위한 처방자료로서 활용하며, 점차적으로 제

공되는 도움을 제거시켜 나감으로써 특수아동 스스로가 학습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가지도록 한

다는 특징을 갖는다(Campione, 1996). 수업활동과 평가활동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학생의 사회적

심리기능 발달을 최대화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제공되는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계속 평

가함으로써 교육 책무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고스키의 두 개념이 특수교육에 시사하는 바

가 크다고 하겠다(Meltzer & Reid, 1994).

이러한 비고스키의 입장을 반영하는 특수아동의 학업수행 평가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교

육과정중심평가(Curriculum-Based Measurement)이다. 교육과정중심평가는 특수교사들이 특수아동

의 향상도(progress) 및 교수방법의 효과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개발된 표준화된 검

사방법으로서, 평가활동과 수업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형성적(formative)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Deno, 1985). 최근 우리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특수아동의 읽기 능력 발달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수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가 개발, 보급되고 있

다(김동일, 2000). 이는 지능검사나 학습준비도 검사와 같이 특수아동의 일반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

한 검사와는 달리 특수아동의 기능 발달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

는 형성평가 도구로서 앞으로 특수교육 현장의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특수아동의 특성에 맞게 격리된 환경에서 특수 내용과 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특

수아동의 사회문화적 인지발달을 체계적으로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고스키는 지적한

다. 특수아동을 일반 교육환경에 통합하여 교육하는 것이 특수아동의 사회문화적 심리발달을 촉

진시키기 위한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고스키는 이러한 통합된 환경에서 일상적

인 생활경험 및 교육경험의 제공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비고스키의 입장에 비추어 우리 특수교육 현실을 살펴본다면, 90년대 이후 분리교육에

서 통합교육 체제로 그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통합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일반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 수의 경우, 1971년에는 1개밖에

없던 것이, 1980년에는 355개, 1990년에는 3,181개, 그리고 2000년에는 3,802개로 급속한 증가 추

세를 보이고 있다(교육부, 2000). 또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 수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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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70년 초 5,188명의 학생이 특수학교에, 30명의 학생이 특수학급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반해,

2000년에 들어서는 24,196명의 학생이 특수학교에, 26,627명이 특수학급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교육부, 2000). 이 같은 지표들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통합교육의 틀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물리적 통합뿐만 아니라 일반아동과의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과 교육과정 통합(curriculum integration)을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

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김정권, 1997).

특수아동의 사회적 인지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비고스키가 중시한 것 중의 하나가 조기특수교

육이다. 취학전 특수아동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는 3세부터 무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최근 특수학교의 유치부 학급 수와 취학 아동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2000). 하지만, 평균적으로 아동의 장애문제가 발견되는 시기가 1세 전후라는 연구결과

를 고려하건대(이미선, 강영택, 조정환, 1999), 다른 선진국에서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이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영ㆍ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조기특수교육

이 일반유치원의 일반학급보다는 특수학교의 유치부 학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교육

부, 2000), 지금보다 통합된 교육환경에서 특수아동이 조기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

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비고스키의 장애론은 특수교육체제가 의학적, 행동주의적, 분리주의적 관점에서 벗

어나 한 사회의 구성으로서 특수아동에게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회화

체제로서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특수아동의 사

회문화적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통합된 사회화 체제로서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 최근 10년 동

안 학문적, 제도적 노력이 우리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긍정적 변

화가 유지,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특수아동의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평등권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

의 긍정적 인식 변화와 사회적 지지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학자들은 교육

자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가(social engineers)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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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s of Social Constructivism on Special

Education: Focusing on Vygotsky's D efectology

Shin , Jo ng -Ho *2)

Vygotsky founds a socio-cultural basis in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child's cognitive

development. His social constructivism is implicative of the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abilitie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well as those with normal development. In this paper, based

on the Vygotsky's theory of defectology, examined were (1) necessity of understanding disabilities in

relation to impact of social, cultural environments surrounding a child on his/ her socio-psychological

development, (2) need of change in the special education system into one more focusing on child' s

developmental problems resulting from limited socio-cultural experiences and opportunities, and (3)

importance of providing educational environments where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teract with their

normal peers. Although more than 70 years has passed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first paper of

defectology, Vygotsky's theory of social constructivism still has implications to continuously improve our

special education system that has been directed toward social, psychological, educational integration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Key Wor ds : Vygot sky, Defec t ology, Soci a l cons t r uct ivi sm, Encul t ur a t i on, Inc l us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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