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부  출발점

개요

이 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것이다. 그들의 행동은 부

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우리는 부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가능한 한 빨리 이들에게서 벗어

나고 싶어 한다. 사실 연령에 상관없이 이러한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은 화를 

내거나, 포기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다. 이 아동들은 

대개 순화된 언어로 묘사되지 않는다. 그들은 대부분의 학생들보다 부정적이고 불쾌한 언

어로 묘사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왜 이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는가? 일부 사람들이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함께 일하고 싶을 만큼 이러

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돌본다. 그들은 이 학생들의 잠재력을 보고 잘 가르치고 싶어 한다. 

이 아동과 청소년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행동을 배

우지 못한다. 이들이 도움 없이 배우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 때문이다. 

이 아동들은 전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

든다. 다른 사람들이 이 아동들과 상호작용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의 바른 또래, 부

모, 또는 교사들에게 만회를 하거나 배울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한다.

모든 유형의 정서·행동 문제들은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가 묘사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중 단지 한 가지 유형의 문제만을 보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들은 여러 가지 문

제를 함께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거슬리는 재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재능을 능숙하게 사용한다. 우리가 말하는 아동과 청소년 중 일부는 사

회적으로 위축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공격적이고 주변에서 본 적이 있는 이들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거부나 소외뿐 아니라 학업 실패를 경험한다. 일반적으로 또래에게 인

기가 없으며 리더가 되지 못한다. 반사회적 행동 때문에 반사회적인 또래들 사이에서는 높

은 지위를 가질 수도 있다. 일부는 집단 괴롭힘을 주도하거나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해 인기가 

있을 수 있다. 일부는 친구를 사귈 수는 있지만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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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정서행동장애(emotional or behavioral disorders, EBD)  아동과 청소년들은 남학

생들이다. 하지만, 점차 여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초등학교에서, 심지어 학교 입학 전에 판별

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 그들이 얼마 동안, 보통 몇 년 동안 학교에서 매우 심각한 

행동 및 학업 문제를 보이기 전까지는 대부분이 특수교육 대상으로 판별되지 않는다. 그들

은 정서행동장애로 인식되기 전에 몇 년 동안 다른 것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서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기 전에 과잉행동을 보인다고 하거나 주의력결핍 과잉행

동장애(ADHD)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성인들은 정서행동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의 행동이 권위적인 사람에게 너무 거

슬려서 문제와 처벌을 요구하는 것 같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들을 피하려 한다. 그들은 대개 

자신을 실패자로 여긴다. 그들은 삶에서 큰 만족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열망에 미

치지 못한다. 그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외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들이 장애를 가지

고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의 중요한 측면에서 이들의 선택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

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과 자기성취를 위한 많은 기회를 잃는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아동들이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 교육 분

야 전문가에게 의뢰되는 아동들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이러한 의뢰가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 책은 그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는다. 우리 교육자들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에 대해 다

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  우리가 정서행동장애 학생을 보면 그가 정서행동장애 학생인지

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교사는 정서행동장애 학생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정서행동장애 학생의 교육과 관리에 대해 우리는 어떤 기본적 

가정을 해야 하는가?

●  어떤 교육과 관리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가?

●  특수교사는 자신의 교육과 관리의 성과로 무엇을 기대해야 하 

는가?

정서행동장애에 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

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상상력이 

유튜브 비디오 사례

비디오 연결 1.1

‘조현병 아동들’이라는 이 영상은 아

동기 조현병이라는 매우 심각한 장애

를 가진 아동들을 보여준다. UCLA

의 마크 드 안토니오 박사가 영상에

서 지적하듯이 아동기 조현병은 드

물게 나타나지만, 서비스 수준에 대

해 생각해보고 아동과 가족을 지원

하면서 이 장애에 대처해야 할 것이

다.(https://www.youtube.com/

watch?v=PVHNGZ0Omx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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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즉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일종의 공상으로 다양한 답을 시도해야 한다. 어떤 주

제에 대해 배우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자신이 묻는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는 것

이다.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답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전문적인 일에 대한 우리의 많은 생각은 내적 대화이다. 우리가 알고 있거나 배우게 될 

것에 관해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상상을 한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많은 

질문들은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른다’고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다. 때때로 우리는 학식 있는 추측이나 개인적 견해에 만족해야 한다.

제1장에서 우리는 일부 학자들이 이상한 행동과 평범한 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방식의 일

부분을 요약 제시한다. 이러한 생각들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과 함께 일하

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문제

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즉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검증하는 방식은 우리가 학생들을 대

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다음으로 기본적인 가정이나 개념을 제시한다. 하지

만, 우리가 제시하는 가정이나 개념만이 사물을 보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독자들

이 이해하길 바란다. 단지 그것이 적어도 우리에게는 가장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1

장의 목적은 몇 가지 기본적인 가정의 개요를 제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

정들이 정서행동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먼저 

네 가지 개념 모델을 간략히 요약 제시하고 정서행동장애 유발 원인, 행동 유형, 평가 및 중

재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견해와 그 견해의 기초가 되는 통합적 사회인지 모델을 기술한다. 

독자들은 나머지 장들을 읽으면서 좋은 교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이해할 것이다.

우리는 독자들이 학생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교사로서 자신에 대한 기대도 검토함으로써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기대의 맥락 

안에서, 교사는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교사 자신의 가능한 역할을 이해하려고 노

력해야 한다. 전문 교육자들은 또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 진보를 점검하고 다른 사람과 그 진보에 관해 의사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개별 학생의 행

동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측정한다.

● 학생들을 위한 적절하고 교정적인 경험을 계획한다.

● 학생들과 그들의 행동에 대해 효과적으로 소통한다.

● 모델링과 직접적인 지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기통제를 가르친다.

● 문화 차이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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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의 가장 중요한 일인 교수에 초점을 둔다.

● 학생들도 우리처럼 여러모로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한다.

모든 교육자들이 정서행동장애 학생을 돕기 위해 교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

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첫 장에서 교수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간략히 제시한다.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누군가가 아무 생

각 없이 또는 무턱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독자가 생각을 할 때 독자 자신과 다

른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을 중단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교수에 대한 우리의 지향점

을 드러내는 글을 썼다고 해서 그것을 최종적이거나 불변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특별한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 그리고 교수에 대해 더 많이 배우면 우리의 주장은 불가

피하게 잠정적으로 수정될 수도 있다. 사실 우리는 이 책을 읽는 것이 독자에게는 자기질문

하기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독자들이 이 책에서뿐 아니라 다른 많은 자료에서

도 직접 경험한 것과 읽은 것에 비추어 우리의 논평에 대한 통찰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바란

다. 궁극적으로, 독자들이 도전적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위

해 노력하고 자기 의문을 제기하는 모험을 결코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 

제2장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정서행동

장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근본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에 대한 답은 모호하며 

지속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더 

많은 질문에 직면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정서행동장애 학생 비율은 얼마나 되

는가?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가? 독자들이 이미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겠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문제의 정도를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 제2장을 읽는 

것은 추정하는 만큼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이 많을 경우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3장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정서행동장애 분야의 시작을 정확히 기술하기는 어렵다. 

이는 부분적으로 관련 전문직의 시작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정서행동장애 분야의 기원

을 찾는 것이 어렵다면, 이 분야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

이다. 독자들이 제3장에서 ‘새로운’ 또는 오늘날의 발전에 대해 읽으면서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전에 이러한 것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누가 이런 생각을 했고 어떻게 되

었는가? 이것이 순환적 생각(이전에도 있었던 생각)이라면 오늘날 제시되고 있는 방식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우리의 최선의 논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들을 사용한다면, 이

러한 생각의 실행 결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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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제1부에서 제기하는 질문들은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기본 질문들은 대답하기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 이 기본 질문들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

지 않다. 질문에 대한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답은 시대에 걸쳐서 가장 예리한 사람들의 마음

에 들지 않았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연구자들과 교사들이 이 기본 질문들을 

어떻게 다루려고 하였는지에 호기심을 갖기 바란다. 그리고 독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게 물어볼 수도 있는 질문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바란다. 좋은 질문을 하고, 답에 대해 합리

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다른 어떤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 분야에서도 과학의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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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 방식과   

좋은 수업에 대한 우리의 생각

1.1 행동 문제에 대한 생각에 따라 중재 전략이 어떻게 다

른지를 설명할 수 있다.

1.2  네 가지 개념 모델(생물학적 모델, 심리교육적 모델, 

행동주의 모델, 생태학적 모델)의 분명한 강점과 약점

을 간략히 기술할 수 있다.

1.3  자신이 하나의 개념 모델을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기

술할 수 있다.

1.4 통합적 사회인지 모델의 주요 특징을 기술할 수 있다.

1.5  정서행동장애 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교사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정의, 측정, 평가; 일, 놀이, 애정, 즐

거움; 직접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 자기통제; 문화 차

이; 교수; 사람에 대한 생각.

1.6  정서행동장애 관련 논의에서 유발 원인, 행동 유형, 

평가, 중재 간의 상호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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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생각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은 인간 행동의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행동을 제거하거나 조절하거나 예방하는 절차를 행동의 추정 원인과 연계 

하고자 한다. 지난 수 세기 동안 제시된 원인과 중재에서 우리는 몇 가지 개념적 주제를 찾

아볼 수 있다. 이러한 주제는 수천 년 동안 현저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대의 생

각은 선조들의 입장에 대응하는 주제를 정교화하거나 확대하는 정도이다.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 생물학적 유기체, 이성

적이고 정서적인 존재, 환경의 산물 등으로 보고 있다(원인에 대한 설명은 Cook & Ruhaak, 

2014 참조).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동과 청소년 삶의 모든 양상이 심리적 문제를 일

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들로 가득하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교육자들은 

인간의 적응행동과 부적응행동을 설명하는 데 항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많은 가능한 원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분류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아동과 청소년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며 학교생활로 인해 특히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교사들은 인정한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이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정서행동장애(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EBD)

의 원인과 중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 어느 정도의 스트레

스가 필요하다. 스트레스를 인식하는 것과 스트레스가 인간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주며 어

떤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별개이다. 자아개

념(self－concept)이 인간의 정서발달과 행동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자아개념(self－

esteem)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변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별개이다.

피상적 수준 이상으로 정서행동장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인과 중재에 대한 엄청

난 양의 정보를 조직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원리인 개념 모델이 필요하다. 인간의 행동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설명들은 잠시 인기를 끌었다가 조롱을 받으며 사라지고 만다. 지나치

게 단순화한 생각이 어떻게 상투적인 생각(cliché)가 되고 우스갯소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

는 오래전의 예를 들면, 19세기 초에 나타난 자위행위가 정신이상을 유발한다는 생각이다

(Sachs, 1905 참조). 이러한 생각은 즉시 상투적인 생각(‘자위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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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가고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되었다.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

한 생각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로 본다(Hare, 1962 참조). 최근 들어 보다 더 관

심을 받고 있는 지나치게 단순화한 설명은 정서행동장애가 스트레스에 의해 초래되므로 정

신건강을 위하여 대처기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설명은 정서행동장애

가 낮은 자아개념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다.

21세기 초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청소년 폭력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화한 설명과 

보다 상세한 설명 간의 차이에 관해 생각해보자. 전문 학술지와 전문 서적에 따르면, 폭력

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 비롯된 것이 아니며 한 가지 치료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폭력의 원

인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중재를 찾기 위해서는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학적 요인을 통합시켜야 한다. 이는 단순한 견해가 아니다. 그러나 일부 인기 있는 출

판물의 기사들은 폭력행동에 대한 특정 견해를 받아들여 지나치게 단순화하려고 한다. 진

화심리학자들은 인간 행동, 신경화학물질, 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유전 과정을 통하

여 어떻게 행동이 형성되는지를 연구한다. 진화심리학(evolutionary psychology)에 대한 단순

한 견해는 인간의 모든 정서와 행동 문제에 대한 심각하게 잘못된 설명을 이끌 수 있다. 또

한 폭력은 기회의 부족에 의해 나타난다는 생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자체가 지나치

게 단순화한 것이다. 사실상 기회는 중요하다. 그러나 폭력의 원인은 기회의 부족 이상으로 

더 복잡하다. 

네 가지 개념 모델의 설명

행동의 개념 모델(심리학의 학파라고도 함)은 인간의 행동에 대해 서로 다른 설명을 하고 행

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서로 다른 제안을 한다. 여기서는 네 가지 개념 모델의 기본 가정

과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설명을 읽을 때 다음의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 이 책에서는 각 모델을 간단히 설명하였으므로 각 모델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문헌을 참고해야 한다.

● 각 모델의 설명은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 모델에만 기초하여 기술

되었다.

● 이 책에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모델들(예：프로이트의 심리역동 모델, 심

각한 행동 문제가 귀신들린 것이라고 보는 종교적 관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10  ●  제1부 출발점

이 책에서는 개념 모델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명을 단순화하였다. 개념 

모델들은 호평과 악평을 받는 기간들을 거쳐 왔다. 일부 개념 모델들은 과학적 증거의 축적

을 통해 강화되고 있다(다양한 개념 모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2006년 Kauffman과 

Landrum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증거기반 실제1에 관한 내용은 2014년 Walker와 

Gresham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우리가 설명하는 특정 모델은 다른 모델들보다 특정 장애와 더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예

를 들어 생물학적 모델(biological model)은 품행장애보다는 조현병과 더 관련이 있다. 

생물학적 모델

인간의 행동은 신경생리학적 기제와 관련이 있다. 즉 인간은 중추신경계의 도움 없이는 지

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으며 행동할 수도 없다. 생물학적 모델은 다음의 두 가지 가

정 중에서 하나 또는 두 가지에 근거한다.

1. 정서행동장애는 생리적 결함(physiological flaws)에 의해 초래된다.

2. 정서행동장애는 약물치료 등과 같은 생리적 중재를 통해 통제될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과잉행동, 우울, 공격성 등의 장애는 유전요인, 뇌기능장애, 뇌구조 문

제, 식품 첨가물, 생화학적 불균형 등으로 인해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대부분의 정서행동장애는 약물, 신경학적 수술, 운동, 또는 다른 신체 기반의 치료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생물학적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

지만 성공적인 치료가 반드시 생물학적 결함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대부

분의 경우에, 우리는 정서행동장애를 유발하는 뇌손상, 유전적 과정, 대사장애 등을 완화할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정서행동장애의 생리적 원인을 이해하는 

것에 만족하고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처치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생리적 과정에 대한 가설에 기초한 관리 전략들 중 일부는 생리적 장애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과잉행동이나 조현병의 생리적 원인이 분명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그

러한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에게 약물을 처방한다. 생물학적 접근은 약물치료 외에 식이요

법, 운동, 수술, 바이오피드백, 생리학적 문제를 악화하는 환경요인의 수정 등을 포함한다

(Forness, Freeman, & Paparella, 2006; Forness & Kavale, 2001; Forness, Walker, & Kavale, 

1 역자 주：증거기반 실제(evidence－based practice)는 체계적인 연구에 의해 그 효과가 입증된 실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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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Konopasek & Forness, 2014; Kutcher, 2002 참조).

의학적 모델은 종종 비판적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의학적 진단과 정신과적 중재가 특수

교육보다 선행되어 왔으므로 의학적 모델이라는 용어가 특수교육의 권위를 떨어뜨린다

고 간주되기도 하며 특수교육은 약물치료를 흉내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약물이라는 용어는 과학에 기초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학적 모델’이라는 용어

는 과학적 탐구와 실제에 기반한 모델임을 의미한다. 또한 유전학 연구를 포함한 생물학

은 정서행동장애의 원인과 처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Cooper, 2014; 

Grigorenko, 2014; Mattison, 2014). 특수교육이 때때로 의학적 모델을 따른다는 비난을 받

지만 특수교육은 의학보다는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Kauffman, 2007a 참조).

Forness과 Kavale(2001)은 전통적인 생물학적 또는 의학적 모델을 대체할 ‘최신 의학적 모

델’을 제안하였다. 최신 의학적 모델은 교육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현대 의학적 실제, 특히 

약물치료를 포함하며, 이는 행동주의 모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다. 즉 최

신 의학적 모델은 과학적 원리에 기반을 둔 행동중재와 약물치료를 통합하려는 시도이다

(Forness et al., 2006; Konopasek & Forness, 2014 참조).

최신 의학적 모델은 더 자세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교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는, 생물학적 실험이 교수 실제에 대한 시사점을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 교사가 학생들의 

유전인자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하거나 약물을 처방하지도 않으며, 식단 조절이

나 물리치료를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교사는 학급의 사회적 환경에 대해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교사가 정서행동장애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

냐가 학습 환경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이 모든 접근들은 이 최신 의학적 모델의 과

학적 기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이 정신의학에

서 주로 처방받는 약물이 무엇이며 그 작용과 부작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Mattison, 2014).

심리교육적 모델

심리교육적 모델(psychoeducational model)은 무의식적 동기와 내면의 갈등에 초점을 맞출 

뿐 아니라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기능과 관련된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도 강조한

다. 심리교육적 모델의 기본 가정은 교사가 학생의 학업 실패와 행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

루기 위해서 학생의 무의식적 동기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가 학생의 무의식

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의미가 아니다. 교사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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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계획을 통하여 자기통제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매락과 문화 등 환경적 조건

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Learoyd－Smith & Daniels, 2014; O’Brennan, Furlong, O’Malley, 

& Jones, 2014 참조).

심리교육적 모델에 기초한 중재에는 학생이 자신의 행동 중 어떤 것이 문제이며, 행동의 

내적 동기를 인식하고 행동의 후속 결과를 관찰하며 미래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때 취할 

수 있는 대안적 행동을 계획하도록 돕는 치료적 토론 또는 생활공간 면접(이후에 생활공간 위

기중재라고 명명됨)이 포함된다. 즉 이러한 중재들은 행동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

기보다는 학생이 자신의 행동 변화를 이끌 통찰력을 얻도록 돕는 것이다(Long, Wood, & 

Fecser, 2001 참조). 

생태학적 모델

생태학적 모델(ecological model)은 생태심리학과 공동체 심리학의 개념에 기초한다. 생태학

적 모델이 형성되기 시작한 초기에 이러한 접근은 학생의 가정, 지역사회, 학교에서 중재를 

실시했던 유럽의 교육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생태학적 모델에 따르면 학생은 다양한 역할

이 요구되는 복잡한 사회적 체계에서 또래와 성인들과 사회적 교류를 주고받는 존재로 간주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에 근거한 중재는 학생이 속해 있는 전반적인 사회적 체계를 분석

하며 학생이 처한 환경의 모든 차원에서 실시된다. 생태학적 모델에 근거한 중재는 전반적

인 사회체계의 변화를 위해 행동주의 및 사회학습 개념과 방법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Cantrell & Cantrell, 2007 참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생태학적 개념, 사회학습, 행동주의 이론을 통합하여 생태행동

분석(ecobehavioral analysis)이라고 불렀다. 생태행동분석은 학생을 위한 교수와 행동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능적 생활사건을 기술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용

하려는 시도이다. 예를 들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또래교수가 효과적으로 일관성 있

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일시적이고 비용도 많이 들며 개입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없는 인위적인 중재 방법들에 덜 의존하면서도 지원적이고 교육적인 사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동주의 모델

행동주의 모델(behavioral model)의 두 가지 중요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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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본질은 인간이 보이는 행동 자체이다.

2.  행동은 환경 사건과 상관이 있다. 즉 행동은 환경 사건과 연계하여 하나의 기능을 

한다. 행동 발생 이전 사건(선행사건) 또는 이후의 사건(후속사건)과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부적응행동은 부적절하게 학습된 반응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행동주의 모델의 

중재는 적응행동을 교수하기 위하여 선행사건(antecedent)과 후속사건(consequences)을 수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행동주의 모델은 표적행동의 명확한 정의와 신뢰할 수 있는 행동 측

정, 행동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변인통제, 자연과학의 접근 방법처럼 반복 가능한 

인과관계 정립 등을 강조하는 행동심리학자들의 연구에 기초한다. 행동주의 모델에 근거

한 중재는 표적행동을 선정하고, 현재 수준을 측정하며 환경 사건들을 분석하고, 목표행동

이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변화될 때까지 선행사건과 후속사건을 수정하는 것이다(Alberto & 

Troutman, 2012; Kazdin, 2008; Kerr & Nelson, 2010; Kauffman, Pullen, Mostert, & Trent, 

2011; Walker & Gresham, 2014; Walker, Ramsey, & Gresham, 2004 참조).

개념 모델의 선택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논리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이론을 선택하거나 구성하고 이를 대안적

인 개념 모델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다. 즉 신뢰할 만한 모델과 그렇지 않

은 모델을 결정하고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델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과제인 것이다.

앞서 간략히 살펴본 개념 모델은 어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개념 모델은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듬어지고 지지되어 온 것이다(Kauffman & 

Landrum, 2006 참조). 우리 저자들은 정서행동장애를 포함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가장 신뢰할 만하고 도움이 되는 견해로 사회인지 이론(social－cognitive theory)을 자주 언급

한다. 우선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개념 모델을 비교한 후에 이 네 가지 모델의 통합적 모

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회인지 모델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사회인지 모델이 좋

은 수업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교육의 과학에 부합한다고 여긴다. 

앞서 간략히 살펴본 네 가지 모델의 주요 강점과 약점이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가 개념 모델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대해 다양한 선택 방법이 있다. 첫째, 단일 모

델을 선택하여 모든 가설과 연구 결과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선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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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일관성과 명료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가지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므

로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모든 개념 모델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다. 이

러한 선택 방법은 편견 없이 각 모델의 장단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

나 이 방법에는 많은 단점이 있다. 이 방법은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개념을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또한 이 방법은 행동관리나 교육도 종교나 정치처

럼 과학적 탐구를 할 필요 없이 개인적 신념에 따르면 된다는 태도를 갖게 만든다. 뿐만 아

니라 이러한 접근 방법은 미흡한 개념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자기모순에 빠

지게 하기도 한다. 결국, 교육의 발전을 치명적으로 저해할 미흡한 개념 모델을 인기가 있

고 유행한다는 이유로 지지하게 될 것이다(Anastasiou & Kauff man, 2011; Kauff man, 1999d, 

2010c, 2011; 2014b; Kauff man & Sasso, 2006a; Kauff man, Ward, & Badar, 2016; Mostert, 

Kavale, & Kauff man, 2008; Sasso, 2001; Silvestri & Heward, 2016).

세 번째 방법은 이 책의 저자인 우리가 선택한 방법으로서 반복 가능한 임상자료와 과학

적 방법에 의해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Cook, Landrum, Tankersley, & Kauffman, 2003; 

Crockett, 2001; Forness, 2005; Kauffman, 2011, 2014c; Kauffman & Landrum, 2006; 

Landrum, 2015; Landrum & Tankersley, 2004; Sasso, 2007 참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는 사회인지 모델과 다른 모델들의 사회학습에 관련된 개념들을 수용하고 신뢰할 만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개념 모델들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한 모델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 유용다고 믿기는 하지만 이 책

의 저자인 우리의 선택이 단일 모델의 선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행

동을 다루는 교사들에게는 과학적 연구 절차에 따라 실험을 반복할 때 일관성 있게 도출되

모델 주요 강점 주요 약점

생물학적 생리적 과정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에 기초한다. 교사가 생리적 과정을 변화시키는 데 직접 관여할 

수 없다.

심리교육적 자주 간과되는 행동의 내적 동기를 고려한다. 상대적으로 임상연구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생태학적 행동이 사회적 상황에 어떻게 적합화되는지를 고려

한다.

환경의 다양한 양상을 통제해야 한다.

행동주의 교수와 학습에 기초하며 일차적으로 학급에 초점을 

둔다.

관찰 가능한 행동에만 초점을 둔다.

표 1.1 네 가지 개념 모델의 주요 강점과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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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를 가장 유용한 지식과 정보라고 간주하는 자연과학적 접근 방법이 적합할 수 있다. 

모든 문제를 과학적 실험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다. 어떤 경우에는 논리적 분석 등이 필

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과학적 실험을 통해 신뢰할 만한 양적 실험에 따른 증거를 얻을 수 

있다.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의 근거를 이러한 과학적 연구에 의해 입증된 효과적인 실제(즉 

증거기반 실제)에 두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가장 유용한 과학적 정보는 보다 나은 

행동 변화를 위해 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학생에게 자기

통제(self－control)를 교수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실험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다.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는 과학이 확실한 성과를 이끈다는 것이다. 실제적인 과학적 

연구를 통해 우리는 특정한 연구 결과를 확신할 수 있고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해 보이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은 잠정적인 것으로, 과

학적 방법에 의해 얻어진 자료에 의해 포기 또는 수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Brooks, 2014; 

Kauffman, 2011, 2014c; Sasso, 2001, 2007). 과학은 알려지지 않은 것, 불확실한 것을 즐긴

다. 특수교육을 포함하여 사회과학에서의 과학적 연구 결과는 자연과학에서의 연구 결과보

다 더 잠정적이라 할 수 있다. 

통합적 사회인지 모델

정서행동장애 학생의 교육은 교수 방법론과 연결된 일관된 철학이나 개념 모델에 의해 좌우

되지 않는다. 하나의 개념 모델을 맹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양한 이론이 생산적

인 논쟁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보다 통합적이고 보다 덜 위험한 개념 모델에 

의해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단일한 개념 모델을 무리하게 고집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전문가들

은 적절한 임상 실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나

치게 단순화하거나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고서는 다양한 모델의 개념과 전략들을 절충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일부 개념 모델들은 문제에 대해 극단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

적일 수 없다. 인간 행동에 대한 특정 가정들을 받아들일 경우, 상반되는 다른 가정들을 배

척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사회인지 모델(social－cognitive model)이 필요한 모델

들의 통합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사회인지라는 용어는 다양한 다른 모델들을 수용하고 행동의 발달적 

특징을 포함한다. 즉 행동은 일반 발달의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달 단계에 



16  ●  제1부 출발점

걸쳐서 적응 또는 부적응행동의 유형에는 연속성이 있다. 즉 모든 발달 단계에서 적응행동

과 부적응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행동이 다른 연령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같은 행동이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령에 적합한 사

회성 기술이 명백히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발달 단계에서 부적응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사

회적 지체를 나타내는 특정 행동들은 아동의 연령과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Learoyd－Smith & Daniels, 2014; Strand, Barnes－Holmes, & Barnes－Holmes, 2003; Sugai 

& Lewis, 2004 참조). 

사회인지 이론(social－cognitive theory)은 행동심리학, 생리학, 환경의 영향, 인지의 역할

(사고와 감정)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합하여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인간 행동에 의해 후속 결과인 환경적 반응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환경적 반응은 인간이 미래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행동주의 접근 관련 연구만으로 인간 행동의 중요한 세부요소들과 복잡한 특징들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사회인지 이론은 개인대행(personal agency)2을 강조한다. 개인대행은 의

사소통을 위해 상징을 사용하고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며 관찰이나 대리경험을 통해 배우고 

자신을 평가하고 통제하며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다. 개인대행이나 사회적 

맥락은 행동 분석에 필요한 차원을 추가하며, 인간 행동에 대한 보다 완성된 설명을 제공한

다(Bandura & Locke, 2003; Malone, 2003 참조). 

우리는 사회인지 모델에 적합하다고 여기는 많은 연구들의 예를 제시할 수 있지만 몇 가

지 이유로 신중할 수밖에 없다. 첫째, 많은 연구들이 근거하고 있는 개념 모델들이 명확하지 

않다. 둘째, 우리가 언급하는 연구의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좋은 예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어떤 예들은 정서행동장애에 적용된 자연과학을 보다 명확하게 강조하기 위해 

다른 예들보다 행동의 직접 관찰과 측정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는 학령전기 아동을 위한 가정－학교 연계 중재의 예는 Feil 등(2014)의 연구에서, 자기점검

의 예는 Bruhn, McDaniel, Kreigh(2015)의 연구에서, 공격행동과 내적 상태(자아도취, 인지

된 사회적 지위, 사회인지)의 관계에 대한 예는 Gumpel, Wiesenthal, Söderberg(2015)의 연

구에서 인용하였다.

2 역자 주：개인대행(personal agency)은 인간은 자신과 자신의 삶과의 관계에서 중재하는 대행자(agency)의 역할 수행을 통

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개인대행은 인간이 자신의 삶에 영향

을 미치는 주체적인 능력에 대한 자기인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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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수업

우리는 정서행동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를 여기에

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제는 교실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다루기 위해 제

안하는 것에 근거한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과학적 증거와 그 증거에 대한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좋은 교수 실제에 대한 최상의 증거에 기초한다(Engelmann & Carnine, 2011; 

Hattie, Masters, & Birch, 2015; Hattie & Yates, 2013; Hirsch, Lloyd, & Kennedy, 2014; 

Kauffman, 2010c, 2011, 2015a; Lemov, 2014; Pullen & Hallahan, 2015 참조).

여기서 좋은 수업(good teaching)에 관한 내용은 사회인지 개념 모델에 근거한다. 가장 좋

은 의미의 단어로 표현하면 과학적이라는 점이다. 즉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상의 연구를 통

해 얻은 자료와 다양한 논쟁에 대한 증거에 관한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한다는 것

이다. 여기에서는 효과적인 교수(effective instruction)에 관해 상세히 기술하지는 않을 것이

다. 그러나 정서행동장애 학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는 일반적인 좋은 수업의 의미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론적이거나 추상적 용어

보다는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좋은 수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담고 있는 직접적인 진술이다. 이 절은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의 어조를 

대표한다. 

기대

적절한 기대를 설정하는 일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보면,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놀라

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학생과 우리 자신에 대해 기대하는 바는 교육 전략을 선택

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이다. 우리의 기대는 우리 자신과 우리 학생들의 성취를 어느 정도 결

정한다. 게다가 우리의 기대는 우리와 우리 학생들이 성취한 것을 평가하는 방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안타깝게도 21세기 초는 교사의 기대에 대한 공허한 표어와 진부한 선언이 성행하는 시

기로 기억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아동은 배울 수 있다’라는 표어가 크게 유행했지만, 이

는 모든 아동이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느 정도 유창하게 배

울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인지, 이를 위해 자원의 분배가 어떻

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등과 같은 중요한 질문들이 뒤따르지 않았던 진부한 구호에 불과

했다. 비슷한 예로 ‘모든 학생에게 같은 수준의 높은 기대를 갖자’는 말도 학생 간 개인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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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해야 함을 무시한 과도하게 단순화된 표어로 기억될 것이다(Kauffman, 2010c, 2011; 

Kauffman & Badar, 2014a; Kauffman & Konold, 2007; Kauffman & Lloyd, 2017; Kauffman, 

Pullen, Mostert, & Trent, 2011). 

개별 학생에게 적합한 기대를 설정하려면, 그 기대는 도전적이지만 너무 높지 않으면서

도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적합한 기대는 정확한 평가에 달려 있다. 확실히, 검사 결과

와 과거 수행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에 달려 있다. 이때 주의를 두어야 하는 것은 평가에 따

른 숫자와 퍼센티지와 같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학생에 대한 민감함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기대는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교사가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

하기 위해 단순히 기대를 높게 설정하는 것은 전혀 현명한 것도,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에 대한 높은 기대가 다른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반

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대가 설정된 학생은 자신이 그 기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대는 학생이 학교를 싫어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  

학생이든 동료든 타인에 대한 적절한 기대를 설정하고 교사로서 자신에 대한 기대를 설

정하는 데는 교수－학습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반성적 자세가 필요하

다.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는 개별 학생의 문제의 본질, 우리 자신의 한계와 편견, 통계적 분

포의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예：통계적 분포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특정한 실

제인 평균, 사분위수 등을 항상 가지고 있다. Kauffman, 2015a; Kauffman & Lloyd, 2017 참

조). 앞으로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해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에 대한 보다 진지하고 반성적인 

자세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교사들은 수업과 수업 평가를 위한 건설적이고 실제적인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질

문들을 무시한 채, 학생에 대한 기대를 충동적으로 설정하곤 한다. 정서행동장애 학생을 가

르치는 특수교사는, 교사라면 누구나 행동관리계획을 세우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

는 다음의 문제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 이 문제가 부적절한 교육 과정이나 수업 전략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가?

● 내가 학생에게 하도록 요구한 것과 하지 못하게 금지한 것은 무엇인가? 요구 또는 금지

와 관련하여 내가 해야 하는 것을 무엇인가?

● 특정 행동이 나를 특별히 힘들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

는가?

● 내가 걱정하는 이 행동이 발달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 과도하게 나타나는 행동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부족하게 나타나는 행동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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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두어야 하는가?

● 이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도 함께 해결될 것인가?

● 나의 기대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학생을 과소평가하지 않거나 실패에 처하게 하지 않으며 개인적 또는 문화적으로 수용되

지 않는 편견이 포함되지 않은 학업과 행동의 기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스스

로에게 질문하는 반성적 접근이 필요하다(Kauffman et al., 2011).

교사들은 연수를 통해서나 학교 내의 타인을 통해 교사 자신에 대해서나 학생과 함께 살

아가는 다른 성인들에 대해 너무 낮거나 높은 기대를 갖곤 한다. 일부 교사는 생존과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에 주된 목표를 두고 있어서 학생들의 성취와 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키거나 

교사 자신의 수업 기술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이들

은 학생의 실패에 크게 책임을 느끼지 않으며 자신이 학생과 시간을 보냈으니 그것으로 되

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기대한 만큼 얻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

상의 노력은 하지 않는다.

또 다른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 거의 모든 개인 욕구를 희생하면서 스스로를 순교자나 

구원자로 여기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학생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로 여기고 학생을 ‘정상’으

로 만들기 위한 치료를 하고 싶어 한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여 실패감에 

젖어 괴로워하다가 너무 빨리 교육계를 떠나는 경향이 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스스로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성인들의 학대, 방임, 

무능력을 너그럽게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큰 기대를 하는 사람들

은 자신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정서행동장애 학생

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Richardson & Shupe, 2003). 개

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실패에 직면해서도 희망과 인내를 잃지 않게 하며, 부모와 다른 교사

들과 지원적 관계를 맺게 해 주는 적절한 기대 수준을 자신과 타인을 위해 세우는 것은 결코 

작은 성취가 아니다. 이것은 정서행동장애 학생 지도를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교사들에게는 매우 힘든 과제이다.

교사가 자신뿐 아니라 지도하는 학생에 대해 갖는 기대는 때때로 자신이 속한 문화, 특히 

다른 사람들이 교사와 가르침에 대해 보는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노벨상 수

상자인 소설가 나기브 마푸즈(Naguib Mahfouz)는 한 이집트 가정의 삶의 사건들에 대해 글

을 썼다(Mahfouz, 2001). 마푸즈의 이야기 배경은 대략 1930년경으로 오래전이지만, 그의 

글에서 묘사된 부모의 태도는 오늘날의 많은 부모의 태도와 비슷하다. 이야기에서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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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싶어 하는 카말에게 아버지는 가르치는 일인 교직은 가치가 없으며 시간을 낭비하고 

누구에게도 존경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카말이 알고 있는 교사 중 누구도 인간으로 

대우할 가치가 없었다고 말한다. 물론, 일부 인간답지 못한 교사들이 있기는 하다. 한편, 카

말의 어머니는 교사가 되는 것에 대한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그녀는 사람들이 가치 있는 교

직을 왜 폄하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부분적으로 숙련된 교사가 학생의 삶

에 미치는 매우 좋은 영향을 이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많은 교사들은 일부 학부모들과 전문가들이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그

러한 무시는 교사 자신과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기대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교직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사를 존경한다. 카말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의 통찰

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가르침을 경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가르침이 특별한 기술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교사들은 좋은 수업은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과학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

하며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의사가 되거나 어떤 것을 잘하게 

되는 것과 같이 신중한 연습과 구체적인 실제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을 위한 좋은 교사는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한 가르침의 기술

(즉 수업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익히고 이를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습자에게 계속해서 

적용해야 한다. 

행동의 원인

정서행동장애의 원인은 거의 모든 경우에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유발요인(causal factors)이 

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일한 원인은 아니다. 기여요인(contributing factors)은 취약요

인(predisposing factors)이거나 촉발요인(precipitating factors)일 수 있다. 취약요인과 촉발요인 

모두 주어진 상황에서 장애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취약요인은 일련의 촉발요인이 

주어지면 부적응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Cook & Ruhaak, 2014 참조).3 

원인과 관련하여 취약성(vulnerability)과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Gerber, 2014 참조). 취약성은 취약요인과 촉발요인이 함께 주어질 때 정서행동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회복탄력성은 동일한 취약요인과 촉발요인을 경험한 사람이 정

3 역자 주：이러한 요인들은 개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취약요인)일 수도 있고 갑자기 발생한 것(촉발요인)일 수도 있

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환경 내에서 정서행동장애 발생의 가능성을 높인다. 취약요인에 촉발요인이 더해지면, 즉 개

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요인에 갑자기 발생한 요인이 더해지면 부적응행동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