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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 special education 

teachers toward speech therapy support in special education classes. Methods: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to 70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Busan and Daegu. The 

primary content of the questionnaire included necessity of speech therapy in school 

settings, content of speech therapy support, areas in need of more support, and 

difficulties of speech therapy support. Results: First, teachers recognized communication 

disorders characteristics in the order of articulation disorders, language developmental 

disorders, fluency disorders, and voice disorders. Second, the role of teachers was 

recognized as important in most areas of communication disorders. Third, the advantages 

of speech therapy in school settings is that it consists of public education, which gives 

teachers confidence. Fourth, the difficulties of speech therapy in school settings were 

ranked as treatment session deficiency, the lack of communication time with the teacher, 

and the difficulty in making a treatment schedule. Fifth, the information that they wanted 

to receive were functional language interventions that are primarily needed in real life, 

reading and writing instruction, articulation teaching method, and content related to 

speech therapy in IEP goals. Conclusions: On the basis of the elementary school speci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 of support for speech therapy in school settings, this 

support should be expanded through institution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ie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helpful in finding a better direction to perform 

speech therapy support in school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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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의사소통장애의 특성과 의사소통장애 아동에 대한 

교사 역할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에 대한 실태 및 필요성을 파악함으로써 

전문적인 언어치료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있다. 방법: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에 대한 

초등 특수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작성한 설문지를 전문가 내용타당도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대구·부산 초등 특수교사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특수교사가 

의사소통장애라고 판단하는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영역은 조음음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순이었다. 둘째, 의사소통장애 관련 대부분의 영역에서 특수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이 공교육으로 이루어져 언어치료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졌으며,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덜어졌다고 인식하였다. 넷째,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의 애로점은 

대상 학생의 언어치료 회기가 부족하고 언어치료사와 교사와의 소통 시간이 부족하며, 언어치료사가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다섯째,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언어치료사로부터 지원 받고 

싶은 정보는 대상 학생이 실제 생활에 우선 필요한 기능적인 언어 중재 방법, 읽기와 쓰기 지도에 대한 

정보, 조음 방법에 관한 정보, IEP 목표에서 언어와 관련된 내용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결론: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 및 지역 사회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하여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학교 환경 언어치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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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200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으로 개정되어 장애 학생들이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고 있다. 치료 지원 서비스는 방과 후 교육활동, 바우처 

제도 활용 등의 외부 치료 기관에만 의존하는 치료 지원보다는 대

상 학생이 있는 학교에 치료사를 배치하는 협력적 서비스가 효율

적이다(Kim, 2009), 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법 제28조에 학교에

서 장애 아동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치료 지원으로 제공하도

록 규정되어 있으며,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감각ㆍ운동ㆍ

지각훈련, 청능훈련, 심리ㆍ행동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보행훈련 

등 8개 영역이다. 또한 Ministry of Education(2013)의 연차보고

서에 따르면 학생에 따라 치료 지원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고, 국

가자격증 혹은 공인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치료 지원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2019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특수학교, 특수학

급, 특수교육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다. 2019년 특수교육상자는 

92,958명으로 2018년보다 2,178명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영역별로

는 자폐성, 발달지체, 의사소통 장애 학생 비율이 각각 0.7%, 

0.6%, 0.1% 증가하였다. 2019년 특수학교는 총 177교로 2018년

보다 2개교 증가하였으며,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총 11,105개로 

2018년보다 429학급이 증가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9),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 평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치료지원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

원센터는 시·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예산 부족, 공간부족, 전담 인

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Jang, 2012). 2018년 특수교육지원

센터는 199개이고 전문 인력 배치현황은 교사가 802명, 기타 치

료사 및 보조 인력은 555명이었으나, 2019년 특수교육지원센터는 

198개이며, 전문인력 배치 현황은 교사 840명, 치료사 및 보조 

인력이 527명으로 교사 수는 증가하였으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보

조인력 수는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18, 2019).

학교 환경은 장애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수업 활동 외에도 교실 내에서 다양한 활동에 공동체의 한 구성

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성 함양과 또래 관계가 만들어 지는 

공간이다. 장애학생들이 학급에서 학습 활동을 하고 또래와 생활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의 문제라는 것이 제기되면서 

학교 환경에서의 언어치료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협력적 언어

치료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 다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예, 특수교사, 언어재활사)이 대상 학생의 

문제를 돕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일반교

사 및 특수학급 교사들은 의사소통장애를 갖고 있거나 의사소통

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을 선별하고 언어치료사와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언어치료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극대화함

으로써 언어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학교 

환경에서의 언어치료 지원 서비스는 언어장애 학생의 잠재된 능

력을 이끌어 생애 발달 단계에 적절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다(Park, 2012). 미국이나 영국은 학교에 언어치료사를 

배치하여 학교 환경을 기반으로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특수교육 대상

자들이 학교에서 전문적인 치료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학교 

환경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사회성 및 또래 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Yang 

& Park, 2016). 학교 내에서의 서비스 지원은 대상자들이 개별 

사설 치료로 이동하는 시간과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

고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Jang, 2012). 그러나 

치료 지원 서비스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이용자 수가 제한적이

고, 지원 서비스 체계가 제도화되지 않아 지역마다 지원의 범위

가 크다(Yang, 2012).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언어치료사뿐

만 아니라 담임교사, 학부모 등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

이다(Yang & Park, 2016). 무엇보다 언어치료 지원의 제도적 

규정과 교육 현장에 있는 특수교사가 언어장애 또는 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해야 한다(Park, 2013) 치료 

지원 서비스가 시작된 후 특수교사가 학교 환경에서 장애아동을 

직접 언어치료사에게 의뢰한다. 언어치료 지원 서비스가 효율적

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특수교사와 언어치료사 간의 협력적 팀 접

근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Pyo, 2012), 교과내용의 연계성

과 학습 목표, 진단 평가 및 중재에 대한 학제 간 협력 등에 어

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특수교사의 의사소통장애에 대한 인식과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에 대한 학부모와 

언어치료사의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

으나(Kim, 2009; Kim, 2010; Lee, 2012),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수교사의 인식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수교사는 언어치료 지원 서비스의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학령기 아동들의 언어치료 서비스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가지고 

언어치료 전문 기관이나 전문 언어치료사에게 의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이 학교 및 학급에서 또래와 원활하게 학습 활동

을 하고 서로 상호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

러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특성을 파악하고 대상자

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언어치료 지원 내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소통 능력 또한 조음, 유창성, 음성, 언어발달 측면에서 

전반적 이해가 필요하며, 장애 학생에 대한 의사소통장애 선별, 부

모 상담, 언어지원 필요 영역, 전문기관 파악, 서비스 연계 행정적 

지원시스템, 개별화 수업 연계, 대상자에 대한 또래의 긍정적 인식 

등에 대한 특수교사 역할의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치료 지원 서

비스 도입 후 특수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언어치료 지원의 

실태와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치료 지원 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의사소통장애 

특성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장애 아동에 대한 교사의 다양한 역할

에 대한 중요도,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에 대한 실태 및 인식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언어치료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이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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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구ㆍ부산 초등 특수교사 7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중에서 내용이 부족하여 본 연구 자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제외하고 총 70부를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연구 대상자의 정보는 표 1과 같다.

Contents Category Number (%)

Age

20’s 14 (20)

30’s 24 (34)

40’s 14 (20)

50’s 18 (26)

Gender
Men 21 (30)

Female 48 (70)

Education 
career

< 5    19 (27)

5~Less than 10 18 (26)

10~Less than 15  8 (11)

15~Less than 20  5 ( 7)

 ≥20 20 (29)

표 1. 연구 대상자의 정보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2. 연구 도구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에 대한 초등 특수교사의 인식을 알

아보고자 Lee와 Shin(2014), Shin(2016), Hwang과 

Lee(2016)의 설문 내용을 참고로 본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

를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수정ㆍ보완하였다. 설문지

는 교사의 배경정보, 의사소통장애 영역별 특성과 의사소통장

애 아동에 대한 특수교사 역할의 중요도, 학교환경 언어치료 

관련 실태 및 필요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의사소통장애 영역별 

특성에 대한 인식과 의사소통장애에 대한 교사 역할의 중요도

는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학교 환경 언어치료 관련 교육 

실태 및 필요성은 해당 문항에 다중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의 구성은 다음 표 2에 제시였다. 

3. 연구 절차

의사소통장애의 영역별 특성과 교사 역할의 중요도, 학교 환경 

언어치료 실태와 필요성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

여 문헌고찰을 통해 본 연구자가 설문지를 구성한 후, 총 4명의 

전문가들(언어치료학과 교수 2명, 특수교사 2명)에게 내용타당

도 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수정ㆍ보완하였다. 전문가 타당

도는 각 영역과 하위 문항에 포함된 내용을 읽고 수정해야 할 

부분과 기타 의견을 직접 기술하도록 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를 

부산 대구에 소재한 초등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전화 요청 

후 방문이나 e-mail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4. 통계 처리

 의사소통장애 특성에 대한 인식과 의사소통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교사 역할의 중요도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교육 경

력에 따라 의사소통 장애 영역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 환경 언어

치료의 실태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응답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의사소통장애 특성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의사소통장애 하위 영역인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유창성

장애, 음성장애 특성에 대하여 의사소통장애라고 판단하는데 

Domain Contents No. of item

Basic information Gender, age, education career  5

Characteristics of communication 
disorders

Language developmental disorders, fluency disorders, articulation disorders, 
voice disorders

10

Importance of teacher’s role
Screening and family counseling, referral to specialized institution, 

administrative system, identify level and prepare for class, interaction with 
peers 

 8

Actual conditions of speech therapy in 
school setting

Operations of speech therapy classes, communication disorders area   5

Necessity of speech therapy in school 
setting

Content of speech therapy support, difficulties, want to get more support  4 

표 2. 설문지 구성내용

Table 2. Major contents of the questionnaire 



언어치료연구(제29권 제2호)

168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초등 

특수교사의 교육 경력에 따라 이러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가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Type of 
communication 

disorders
M (SD)

Item M SD

Language 
developmental 

disorders
4.15 ( .77)

 Delay in language 
comprehension and expression

4.45  .69

 Short length of the sentence 4.07  .92

 Not keeping the conversation 
turn-taking

4.11  .71

Difficulties in learning to read 
and write

3.95  .78

Articulation 
disorders

4.43 ( .73)

 Incorrect pronunciation 4.37  .80

 Low intelligibility 4.50  .67

Fluency disorders
4.10 ( .88) 

 Stuttering appears 4.00  .93

Difficulty interacting with peers 4.21  .83

Voice disorders
3.77 ( .88)

 Pitch and loudness is not 
appropriate

3.90  .85

Voice quality is not appropriate 3.64  .91

표 3. 의사소통장애 특성에 대한 문항별 인식

Table 3. The perceptions per item on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cation disorders 

의사소통장애 하위영역 중 특수교사가 의사소통장애라고 판단하

는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영역은 조음음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

창성장애, 음성장애 순이었다. 문항별로 살펴본 결과 ‘명료도가 낮

다’, ‘언어 표현 및 이해력이 늦다’, ‘발음이 부정확하다’, ‘또래와 

상호작용이 어렵다’순으로 특수교사가 의사소통장애라고 판단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소리의 높낮이’, 

‘강도와 음질이 적절하지 않다’, ‘읽기 쓰기 등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를 의사소통장래라고 판단하는데 가장 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특수교사의 교육 경력에 따라서는 의사소통

장애 하위 영역인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유창성장애, 음성

장애 특성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의사소통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교사 역할의 중요도 

의사소통장애 선별 및 부모 상담, 전문 기관 의뢰, 행정적 지원 

제도 인식, 또래와의 상호작용 지원, 대상자 의사소통 수준 파악 

및 수업 준비 등에 대하여 특수교사 역할의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는 표 5와 같다. 각 문항에서 제시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 역할

의 중요도가 높다는 인식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장애 관련 대부분의 

영역에서 4.3 이상으로 특수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 특히 대상 학생의 의사소통장애 수준을 파악하여 학

생에게 필요한 수업자료 준비 및 수업 참여 유도를 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의사소통장애 선별 및 

부모 상담이다. 대상자의 문제에 대한 관련 전문기관 의뢰, 의사소

통장애 관련 행정적 제도 인식, 또래와의 상호작용 등은 중요도가 

비슷하였다. 각각의 문항을 살펴보았을 때 ‘대상자의 수준에 따른 

수업자료를 준비하거나 수업 참여를 유도한다’, ‘또래가 의사소통

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 우

선적으로 필요한 언어재활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또래 아동이 의

사소통장애 아동을 도울 수 있도록 유도한다’ 등의 순서로 높게 

Type of communication 
disorders
M (SD)

Education career
(years)

Number
(%)

M (SD) F

Language developmental 
disorders

4.15 ( .77)

< 5    19 (27) 4.03 ( .56)

.554

5~Less than 10 18 (26) 4.04 ( .50)

10~Less than 15  8 (11) 4.21 ( .76)

15~Less than 20  5 ( 7) 4.20 ( .27)

 ≥20 20 (29) 4.31 ( .71)

Articulation disorders
4.43 ( .73)

< 5    19 (27) 4.29 ( .56)

.866

5~Less than 10 18 (26) 4.44 ( .78)

10~Less than 15  8 (11) 4.50 ( .59)

15~Less than 20  5 ( 7) 4.50 ( .50)

 ≥20 20 (29) 4.52 ( .80)

Fluency disorders
4.10 ( .88) 

< 5    19 (27) 4.02 ( .53)

.186

5~Less than 10 18 (26) 3.89 ( .90)

10~Less than 15  8 (11)  4.0 ( .59)

15~Less than 20  5 ( 7) 4.00 (1.22)

 ≥20 20 (29) 4.45 ( .64)

Voice disorders
3.77(0.88)

< 5    19 (27) 3.63 ( .70)

.439

5~Less than 10 18 (26) 3.63 ( .74)

10~Less than 15  8 (11) 3.62 ( .99)

15~Less than 20  5 ( 7) 3.80 ( .93)

 ≥20 20 (29) 4.07 ( .93)

표 4. 교육 경력에 따른 의사소통장애 특성에 대한 인식

Table 4. The perceptions on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cation disorders according to education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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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나머지 모든 문항도 4.3 이상으로 의사소통장애에 대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또래 아동이 

대상자의 언어문제를 모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4.12)만 다른 문

항에 비해 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tents of 
teacher’s role

Item M SD

Screening and 
family 

counseling 
4.32 ( .74)

 Screening subjects 4.31  .75

 Counseling to parents 4.32  .72

Referral to 
specialized 
institution 
4.31 ( .72)

Linked to professional 
organizations 

4.30  .67

  Identify the language level 
and prognosis

4.32 .76

Administrative 
support 

awareness 
4.30 (10.69)

  Identify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4.31  .69

Interaction 
with peers 
4.30 ( .75)

 Peers have a positive 
perception of the subject 

4.42  .74

Peer to not mimic the problem 
of subjects

4.12  .82

Encourage peer to help the 
subject

4.35  .68

Identify level 
and prepare 

for class 
4.49 (.64)

 Identify the necessary 
language rehabilitation 

4.40  .69

Individual lesson preparation 
and induction 

4,58  .58

표 5. 의사소통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교사 역할의 중요도 

Table 5. The Importance of special teachers’ role of communica-

tion disorders 

3.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에 대한 실태

특수교사들에게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의 유무를 조사하였을 

때 표 6과 같이 특수교사 70명 중 17.1%(19명)가 학교 환경 언어

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였고, 72.9%(51명)가 ‘없다’라

고 답하였다. 

Number (persons) Percentage (%)

Yes 19 17.1

No 51 72.9

표 6.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의 참여 유무

Table 6. participation of speech therapy in school setting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19명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언어치료사에게 의뢰하게 된 대상 학생들의 주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 다중 응답이 가능하도록 질문했을 때 표 7과 같이, 

‘발음이 불명료함’으로 답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말이 

비유창함’이 47.4%, ‘언어 이해 및 표현이 늦음’이 36.8%였다. 

‘말로 의사소통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비정적인 음성’, ‘간단한 

단어나 말은 이해하지만 문장 발화가 어려움’은 전혀 없었다.

Contents Frequencya Percentage
(%)

Case 
percentage

(%)

Incorrect pronunciation 29 64.4 152.6

 Delay in language  
comprehension and 

expression
 7 15.6  36.8

Stuttering appears  9 20  47.4

Communication difficulties 
with speech  

 0 0 0

Abnormal voice  0 0 0

Understand the words of 
others, but failed to express 

a sentence
 0 0 0

Total 45 100 236.8

a Multiple responses were allowed.

표 7. 대상 아동의 주 의사소통 문제

Table 7. Major communication problems of children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이 어떤 측면에 도움이 되는가에 질문

했을 때 표 8과 같이, 특수교사는 ‘공교육으로 이루어져 언어치료

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짐’이 84.2%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교내에서 언어치료를 받아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덜어

짐’과 ‘학부모와 교사들의 언어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이 각각 

52.6%였다.

Content Frequencya Percentage
(%)

Case 
percentage

(%)

Information on 
appropriate 

communication 
interventions for children

 4 10 21

Reduced pressure for the 
time and cost

10 25 52.6

Increases confidence in 
treatment

16 40 84.2

Increased interest in 
speech therapy of parents 

and teachers
10 25 52.6

Total 40 100 210.5
a Multiple responses were allowed.

표 8.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의 도움 영역

Table 8. Help area of speech therapy in school setting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을 실시하면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가에 

대해 특수교사는 표 9와 같이, ‘대상 학생의 언어치료 회기 부족’

과 ‘언어치료사와 교사와의 소통 시간 부족’을 52.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언어치료 지원 스케줄 작성’, ‘언어치료사

의 부족’, ‘방학 중 언어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이 각각 47.4%였

다. 그 외 ‘학교 내 치료실 장소 부족’이 31.6%, ‘언어치료사의 잦

은 교체’가 26.3%로 응답하였고 ‘의사소통장애 관련 검사 도구 및 

교구의 부족’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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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Frequencya Percentage
(%)

Case 
percentage

(%)

Speech therapy planning 
timetable

 9 15.5 47.4

Lack of speech therapy 
sessions

 1 17.2 52.6

Lack of speech therapists  9 15.5 47.4

Lack of a place to conduct 
speech therapy

 6 10.3 31.6

Speech therapist‘s frequently 
replaced

 5 8.6 26.3

Lack of textbooks and 
teaching tools

 0 0 0

Not conduct speech therapy 
during school holidays

 9 15.5 47.4

Lack of time communicating 
with teachers

10 17.2 52.6

Total 58 100 305.3
a Multiple responses were allowed.

표 9.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의 애로점

Table 9. Difficulties of speech therapy in school setting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특수교사를 대

상으로 언어치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질

문하였을 때 표 10과 같이 언어치료 지원 예산이 없어서가 60.8%

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대상 학생이 없어서’가 

25.5%, ‘언어치료를 실시할 장소가 없어서’가 23.5%, 시간이 부족

해서가 19.6%였다.

Contents Frequencya Percentage
(%)

Case 
percentage

(%)

 Lack of targeted students 13 18.8 25.5

 Lack of interest of school 
administrators

2 2.9 3.9

Lack of time 10 14.5 19.6

Lack of places 12 17.4 23.5

No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near

1 1.4 2

Lack of budget 31 44.9 60.8

Total 69 100 135.3
a Multiple responses were allowed.

표 10. 언어치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Table 10. Not conducted reasons of speech therapy support 

services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언어치료사로부터 지

원받고 싶은 정보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특수교사는 표 11과 같

이 ‘학교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능적인 언어 중재 방법’을 52.9%

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읽기와 쓰기 지도에 대한 정

보’가 27.1%, ‘조음 방법 및 조음 지도에 관한 정보’와 ‘IEP 목표 

중 언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정보’가 각각 25.7.%, ‘정상 언어발

달 순서와 규준’이 14.7% 순이었다. 

Content Frequencya Percentage
(%)

Case 
percentage

(%)

Information about the 
manner and intervention 

articulation 
 18 17.6  25.7

 Functional 
communication  

interventions that are 
primarily needed in real 

life

 37 36.3  52.9

Language development 
process and sequence

 10  9.8  14.3

IEP goals related to 
speech therapy

 18 17.6  25.7

Reading and writing 
intervention 

 19 18.6  27.1

Total 102 100 145.7
a Multiple responses were allowed.

표 11. 언어치료사에게 지원받고 싶은 정보

Table 11. Information you would like to receive from a speech 

therapist

Ⅳ. 논의 및 결론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은 주로 특수교사의 의뢰에 의해서 이

루어진다. 그러므로 특수교사가 대상 학생의 의사소통의 문제를 선

별하고 전문적인 언어치료가 필요한 지를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

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장애 하위영역 중 초등 특수교사가 의사소통장애

라고 판단하는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영역은 조음음운장애, 언어

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순이었다. 문항별로 살펴본 결과

도 명료도가 낮음, 언어 표현 및 이해력이 늦음, 발음이 부정확함, 

또래와 상호작용이 어려움 등을 의사소통장애라고 판단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목소리의 높낮이, 강도. 음질이 적절하지 

않음, 읽기 쓰기 등 학습에 어려움 등을 의사소통장애라고 판단하

는데 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질적인 문제

가 있을 경우 조음장애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으나 기능적 조음장

애인 경우 발달이 지연되거나 습관적 오류로 학령기에 문제가 두

드러질 수 있다(Kim & Shin, 2007). 또한 정확한 말소리 산출의 

어려움은 또래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의사소통에도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 단어 산출에서 대치, 생략, 왜곡 등의  오류를 보이게 되

어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나타내므로 부정확한 발음과 낮은 명료도

를 가장 의사소통 문제로 판단한다고 볼 수 있다(Shin, 2016). 초

등 특수교사는 학교 환경에서 교사와 학생 간, 학생 또래 간 의사

소통에서 청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조음의 정확성이 매

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음성장애는 음성이 청자의 귀에 거슬

리거나 자연스러움이 낮을 수 있지만 의사소통의 목적에 덜 중요

한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음성은 성, 연령, 체구, 호르몬 변화, 생

활 습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음성의 높낮이, 강도, 음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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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및 이상을 개인의 주체성이라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의

사소통장애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Boone et al., 2005; Lee & 

Kim, 2011; Shin, 2016). 그러나 음성장애 역시 아동이 성장

하면서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의사소통장애로 인식될 수 있

으므로 대상 아동을 더 나은 방향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초등 특수교사는 교육 경력에 따른 의사소통장애 특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초등 특수교사는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장애 아동의 특성에서 언어장애가 동반될 수 있다는 지

식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교

육하면서 중복장애 아동이 언어장애를 동반한 경험을 통하여 

대부분의 의사소통장애 특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

러한 인식이 언어치료 지원으로 연결된다면 특수교육 대상자들

의 의사소통능력이 증진될 것이다. 또한 통합교육이 강조되면

서 일반 학교에 장애아동이 배치되어 특수학급이 운영되는 학

교 환경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학급 교사도 의사

소통장애에 관한 특성을 이해하고 치료 지원 시스템에 대한 행

정적 제도적 정보를 알고 학교 환경 언어치료 전문가에게 의뢰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의사소통장애와 관련한 특수교사 역할의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장애 관련 대부분의 영역에서 특수교사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대상 학생의 의사소통장애 

수준을 파악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수업자료 준비 및 수업 참여 유

도를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의사소통장애 

선별 및 부모 상담이었다. 대상 학생의 교과 교육을 주로 맡고 있

는 교사는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고 수업 목표에 대하

여 학생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수업 활동 및 참여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수교사는 장애아동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개입 하

는 역할로 대상 학생의 개별화 수업을 위해 대상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 수준과 언어재활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의 의사소통 문제 유무를 파악

하고 이에 대한 부모 상담 또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의사

소통장애 아동과 학교 환경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사는 또래

와의 소통을 관찰함으로써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언어치교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의사소통장애 선별을 재활로 

연계하는 중재적 개입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더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서적 위축, 자신감 결여와 같은 2차적인 문제를 예방

하게 한다(Shin, 2016). 교사는 대상자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어야 하며, 의사소통장애 관련 행정

적 제도적 정보를 인식하여 대상 학생이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또래와의 상호작용

이 잘 이루어지도록 교사가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

고 있었다. 이를 위해 또래 아동들이 대상자에 대해 긍정적 인식

을 갖고 도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교사

의 중요한 역할이다. 의사소통장애 아동에 대한 또래의 긍정적 인

식 유도를 중요한 교사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일

반 아동에게 장애 아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

성을 강조하고(Kim, 1996), 교사가 또래 아동들이 장애아동에 대

해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Roh, 1996). 장애아동의 성공적 교육을 위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며(Biley & Wolery, 1992), 교사의 

장애 아동에 대한 따뜻한 수용과 통합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이 절실히 필요하다(Yu, 2006). 교사의 장애에 대한 인식은 또래 

아동들의 장애 아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

치므로 의사소통장애 관련 교사 역할 및 긍정적인 태도는 매우 중

요하다. 따라서 언어재활사협회나 교육기관 등에서 일반아동들이 

의사소통장애 아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의사소통장애 아동과 상

호작용 하도록 돕는 실제적인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와 기

회가 필요하다. 

셋째,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에 대한 초등 특수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학교 환경에서 언어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

가 27.1%였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주 장애영역은 지적장애가 

62.9%로 절반 이상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자폐성장

애가 31.7% 그 외에도 청각장애, 발달지체, 학습장애 등이 있다

(Yang, 2012).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아동

은 다양한 언어장애가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 언어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의 비율이 다소 낮

았다. 실제 치료 지원을 하고 있는 초등 특수 교사의 대상 학생의 

주 의사소통 문제는 발음이 불명료한 경우가 64.4%이고, 다음으로 

말이 비유창하고, 언어 이해 및 표현이 늦은 것이었다. 부정확한 

발음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도 두드러진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언어발달이 지연될 가

능성이 있는 장애 아동들이 단어 산출에서 대치, 생략, 왜곡 등의  

오류를 보이게 되면 더욱 대상 학생 말의 명료도가 낮아서 상호작

용 및 수업 활동의 어려움을 나타내므로 가장  지적장애아동이나 

자폐성아동은 언어발달 지연이 동반될 수 있는데, 이러한 언어발달 

지연은 대상 아동의 발화에 비유창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

해 언어에 비해 산출언어가 부족하거나, 적절한 어휘가 떠오르지 

않거나, 문법 형태소의 발달이 부족하여 문장을 구성하는데 어려움

이 있는 언어발달 지연은 비유창한 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초

등 특수교사는 이와 같이 부정확한 조음, 비유창성, 언어발달 지연 

등을 주 의사소통장애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언어치료사는 대상 아

동의 통합적 평가 및 중재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이 도움이 된 점은 언어치료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고,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줄어들고, 학부모

와 교사가 언어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와 부모들은 언어치료를 받기 

위해 사설 및 의료기관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사교육비가 줄

어들었으며, 교육과 연계된 언어치료가 이루어져 대상 학생의 학업

성취에도 도움이 되어서 만족도가 높았다는 Kim(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수교사의 46%가 언어치료의 내용이 전 교과 

수업에 도움이 되며 언어치료를 받기 위해 학교 밖 기관으로 이동

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언어치료사로부터 의사소통 중재에 대

한 협력적 자문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Yang & Park, 2016)는 

연구와도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특수교사, 언어치료사, 부모를 대

상으로 학교 환경 언어치료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 모두 

직접적으로 언어치료 효과를 경험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2009). 초등 특수교사는 언어치료가 

실제 교과 내용과의 연계에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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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언어치료와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정보

를 공유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초등 

특수교사는 언어치료사에게 대상 학생의 학급 내에서 현재 수행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언어치료사는 특수교사에게 대상 학

생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중재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인 협력적 접근이 될 것이다.

다섯째,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의 애로점은 대상 학생의 언어

치료 회기 부족, 언어치료사와 교사와의 소통 시간의 부족, 언어치

료 지원 스케줄 작성, 언어치료사의 부족, 방학 중 언어치료가 이

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많은 응답을 하였다. 치료의 효율성이 높음

에도 지역적 제도적으로 기회균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언어치료사

의 부족으로 대상 아동에게 충분한 언어치료 회기가 주어지지 않

고 있다. 이는 학교 환경 언어치료를 실시하는 데 언어치료사의 

부족으로 대상 학생의 회기 수가 부족하고, 언어치료사의 순회치료

로 특수교사 및 학부모와 소통의 시간이 부족하므로 언어치료 지

원제도가 다시 국가 수준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에 재편성을 

고려해야 한다(Yang, 2012)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초등 특수교사와 언어치료사 간의 협력적 팀 접근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수교사의 업무 유연화와 언어치료사의 

의무 대상 아동의 수를 줄여 제도적으로 소통할 시간 확보가 이루

어진다면 교육 간 연계 과정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언어치료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언어치료

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열악한 처우는 언어치료사의 잦은 이

직으로 이어지고, 치료사가 바뀌므로 대상 학생에 대한 파악과 라

포 형성 등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

다. 물론 처우 개선을 위해서 언어치료사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

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언어치료 신청 학생에 비해 언어

치료사가 매우 부족하므로 수요에 적절한 언어치료사 배치로 학생

들이 학교 환경에서 언어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방학 동안 언

어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애로점이라고 응답한 것은 

학교 환경 언어치료 서비스의 질적 만족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Yang(2012)의 성공적인 학교 환경 언어치료를 위한 해

결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언어치료사의 부족 문제에 대한 요구 사

항이 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언어치료사와 교사와의 팀 접

근, 언어치료사의 처우개선 등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언어

치료사의 순회로 교사와 충분한 상담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메일이나 전화통화 등 다른 소통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또한 대상 학생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

화할 수 있는 치료 시간 및 회기가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 교육청에서 학기 시작 전에 대상 학생 수 파악

에 따라 언어치료사를 확보하고, 교육 과정 내에서 치료 지원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교 환경에서 언어치료 지원을 실시하지 않는 교사가 

72.9%였다. 언어치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언어치료 지

원 예산이 없어서가 주 이유였으며, 다음으로 대상 학생이 없어서

와 언어치료를 실시할 장소가 없어서로 응답하였다. 이는 예산 부

족으로 학교 환경에서 언어치료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어렵지만, 

실제 실시하는 교사와 지원을 받고 있는 부모 및 대상자에게 만족

도가 높으며, 대상 학생에게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

교 지원 프로그램을 늘려가야 할 것이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제공

하는 관련 서비스 중 바우처 제도나 외부 의료기관에만 의존하는 

치료 지원보다 학교 환경에서의 협력적 치료 서비스 모형이 효율

적이다(Lee, 2011; Song et al., 2007). 이는 학교 환경이 일반 

치료실 환경보다 일반화가 더 잘되고(Beck & Dennis, 1997), 대

상 학생에게 우선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을 지원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 환경 치료 지원은 각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청에서 언어치료 지원을 원하는 학생 수를 파

악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

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지원받고 싶

은 내용은 학교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능적인 언어중재 방법, 읽

기와 쓰기 지도에 대한 정보, 조음 방법 및 중재에 관한 정보, 

IEP 목표에서 언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정보 등으로 응답하였

다. Kim 등(2006)이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언어치료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언어치료사로부터 받고 싶은 도움은 조음, 발성, 유

창성에 대한 직접적 언어치료와 어휘력 향상과 같은 기능적인 언

어 지도, 정확한 발음을 유도하는 간단한 언어치료 접근 방법에 

대한 것으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선 필요한 언어 중재 내용은 수

업 환경과 또래와의 소통에 바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의사소통 

의도와 목적이 강조되는 기능적인 언어 지도가 우선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주 사용하는 기능적인 언어에 대한 명료도 향

상에 초점을 둔 언어치료 지원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초등 특수교사의 의사소통장애 특성에 대한 

인식이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조기 선별 및 조기 중재로 이어지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등 특수교사

가 의사소통장애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수업을 계획하고 

또래가 의사소통장애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갖고 상호작용 하도

록 돕는 것이 교사의 매우 중요한 역할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에 대한 실태와 특수교사의 인식을 바탕

으로 정부 및 지역 사회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하여 학교 환경 언

어치료 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사들이 학급 

내에 의사소통장애 아동을 파악하고 특수교육지원청의 언어치료사

에게 의뢰하면 언어치료사가 학교 내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가 간 

협력적 팀 접근으로 대상 아동이 학급에서 치료 교육 및 효과가 

극대화되고 또래와 건강한 언어생활을 영위하도로 도와야 한다. 본 

연구가 학교 환경 언어치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특수교사들의 의사소통장애 특성에 대한 인식과 의사소

통장애 학생에 대한 교사 역할의 중요도,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

원의 실태를 통해 언어치료 지원의 장점과 애로점, 바라는 지원 

내용 등을 제시함으로써 학교 환경 언어치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 대상인 초등 특수교사의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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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적고, 대구ㆍ부산 지역으로 국한되었다. 치료지원 서비스

는 전국에서 이루어지지만 각 시ㆍ도에 따라 지원 방법이 다르

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치료지원 서비스를 설명하는

데 제한이 있다. 향후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초등 교사뿐만 아

니라 유치, 중등 교사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치료 지원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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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Appendix 1. Questionnaire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의사소통장애 특성, 의사소통장애 학생에 대한 교사 역할에 대한 중요도, 학교 환경 언어치료 실태에 대한 초등 특수교

사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해주시고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본 정보는 익명으로 활용되며, 본 설문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 , 드림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이 설문조사에 자의로 참석할 수 있으며, 불응할 권리가 있음과 중도 포기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

다. 본 설문지 작성 도중에 설문내용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문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동의서를 읽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명:            (인) 

Ⅰ. 다음의 각 문항은 교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선생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선생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선생님이 계신 학교의 소속은?

① 일반학교 일반학급  ② 일반학교 특수학급   ③ 특수학교 

4 선생님의 경력은?

① 5년 미만  ② 5년～10년 미만  ③ 10년～15년 미만  ④ 15년～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Ⅱ. 다음은 의사소통장애 증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의사소통장애라고 판단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의사소통장애  증상 전혀 중요 
하지않다

중요 
하지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이해와 표현이 또래에 비해 전반적으로 늦다.
2 문장의 길이가 짧고 문장 구조가 제한적이다.  
3 대화의 차례 지키기가 어렵거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한다.
4 그리기, 읽기, 쓰기 등의 학습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5 발음이 부정확하다.
6 또래 아동이(상대방이) 알아듣기 어렵게 발음한다.
7 말을 할 때 신체에 긴장이 들어가거나 더듬는다.
8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학급생활의 참여를 꺼린다.
9 목소리의 높낮이와 강도가 적절하지 않다.
10 목소리가 목쉰소리, 숨찬소리, 과비성 등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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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의사소통장애에 대한 교사의 역할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다음 내용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판단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다음은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에 관한 교사의 의견을 묻는 설문입니다. 해당란에 ∨표를 해주십시오.

1. 학교 환경에서 언어치료사에 의해 언어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없다

① ‘있다’라고 응답하신 경우

1-1) 언어치료 수업의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언어치료를 받는 학생의 수(       )명

  ② 주당 회기: 주 1회(    ), 주 2회(    ), 주 3회 이상(      ) 

  ③ 실시 장소: 언어치료실(     ), 특수학급교실(    ), 교내 유휴 교실(    )

  ④ 실시 형태: 개별치료(     ), 소그룹치료(     ), 개별과 그룹 병행(     )

 

1-2) 대상학생들의 주 의사소통 문제가 무엇입니까?(중복체크가능)

  ① 발음이 불명료함

  ② 언어 이해 및 표현이 늦음

  ③ 말이 비유창함

  ④ 말로 의사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⑤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나 문장으로 표현하지 못함

  ⑥ 기타(                                    )

1-3) 언어치료지원이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중복체크가능)

  ① 언어치료사에게 대상에 따라 의사소통 중재에 대한 정보를 얻음(    )

  ② 교외에서 언어치료을 받지 않아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덜어짐(    ) 

  ③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져서 언어치료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짐(    )   

  ④ 학부모와 일반 교사들의 언어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⑤ 기타(                                  ) 

1-4) 언어치료지원에 애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중복체크가능)

  ① 언어치료지원 시간표 작성(    ) 

  ② 대상학생의 언어치료 회기 부족(    ) 

  ③ 언어치료사의 부족(    )

  ④ 언어치료를 실시할 장소의 부족(    )

번

호
의사소통장애  증상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의사소통장애 대상자를 선별한다.
2 의사소통장애에 대해 가족과 상담한다.  
3 대상자에게 필요한 언어재활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4 대상자에게 필요한 전문기관을 파악하고 연계한다.
5 전문 치료사와의 연계를 통하여 대상자의 현재 언어수준과 예후를 파악한다.
6 대상자가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적 지원 시스템을 파악한다.
7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별도의 수업자료를 준비하거나 수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8 또래가 대상자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
9 일반아동이 대상자의 언어문제를 모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10 일반아동에게 의사소통장애 대상자를 도울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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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언어치료사가 자주 바뀜(    )

  ⑥ 언어치료 교재·교구의 부족(    )

  ⑦ 방학 중 언어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    )

  ⑧ 언어치료사의 순회치료로 교사와의 소통시간이 부족(    )

  ⑨ 기타(                                  ) 

② ‘없다’라고 응답하신 경우

1-5) 학교환경에서 언어치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중복체크가능)

  ① 대상학생이 없어서(    )

  ② 학교 관리자들의 관심이 없어서(    ) 

  ③ 언어치료를 실시할 시간이 없어서(    )

  ④ 언어치료를 실시할 장소가 없어서(    )

  ⑤ 인근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없어서(    )

  ⑥ 기타(                                    )

2. 학교환경 언어치료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언어치료사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조음 방법 및 조음 지도에 관한 정보(    )

  ② 일상생활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적인 언어 중재 방법(    )

  ③ 정상 언어발달 과정과 순서에 대한 정보(    )

  ④ IEP 목표 중 언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정보(    )

  ⑤ 읽기와 쓰기 지도에 대한 정보(    )

  ⑥ 지원받고 싶은 내용이 없음(    )

  ⑦ 기타(                                           )

3. 기타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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