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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학령기란 학교 교육법상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학습하는 기간

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는 가정환

경에서 학교로 사회적 공간이 확장되면서 언어사용 또한 학교언

어로 변화를 맞는 시기로(Lee & Lee, 2018), “학습을 위한 언

어(language for learning)”(Paul, 2007)로 전환되는 시기라고도 

불린다. 이 시기는 언어발달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며 취

학전기에 비해 복잡한 언어 및 인지처리가 요구된다. 더불어 언

어를 보다 확장하여 사용하는 능력,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능

력 등이 청소년기 이후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령기 언어능력 결함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선 의미영역에서는 상위어휘 이해 및 표현, 비유어나 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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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표현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구

문영역에서는 복문의 사용, 다양한 형태의 구와 절을 사용하는 것

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으며(Pae, 2005), 화용 및 담화영역

에서 또한 집단 내 의사소통 기술의 사용, 주제관리 능력 등에

서의 부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Gleason, 2005).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언어능력의 결함이 학습과 문해능력의 부진으로 

이어지게 되면 지속적인 언어학습문제를 보일 수도 있으며 또

래 관계 형성에서의 어려움, 자신감 부족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하기도 한다. 

한편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70%는 의사소통장애를 동반하고 

있는데 장애 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Ministry of 

Education, 2021)을 살펴보면, 전체 98,154명 가운데 지적장애 

51,788명(52.8%), 자폐성장애 15,215명(15.5%), 발달지체 

9,367명(9.9%), 청각장애 3,026명(3.1%), 의사소통장애 2,450

명(2.5%), 시각장애 1,826명(1.9%), 학습장애 1,114명(1.1%) 

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특수교

육대상자 또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생활하고 있지만 

주로 초등교사 및 특수교사 지도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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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어 해당 학생들을 위한 추가적 지원이 다소 부족한 실정

이다.

최근 청소년기 다문화가정 학생, 북한이탈주민 학생 비율의 계

속적인 증가와(Korean Education Statistics Service, 2019),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더믹의 영향으로 인한 학교 수업 방식

의 변화로 인해 학생들 간 학습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느

린 학습자, 난독증 등과 같이 언어학습지연을 비롯해 다양한 

학교생활 문제 등이 초래되기도 한다. 또한 특수교사를 대상으

로 의사소통장애의 인식에 대해 살펴본 Shin(2020)의 연구결

과, ’목소리의 높낮이’, ‘강도와 음질이 적절하지 않다’, ‘읽기 쓰

기 등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 등의 항목은 의사소통장애로 판

단하는 것에 있어 비교적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학생들의 언어 및 의사소통적 어려움이 잘 인식되

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학교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을 위해 바우처 제

도, 순회형 언어치료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행정적 

지원의 한계(Jeongukmaeilsinmun, 2021), 방학기간 중 치료 중

단,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문제로 공교육 이외의 교

육으로 이어지기에 어려움이 따르며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게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의 경우 1900년대 초부터 학교 내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었

으며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 공립학교에는 언어재활사 의무배치 

제도 법제화로 시행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 사

설기관, 복지관, 순회치료 서비스 등 학교 밖에서 언어치료 서

비스를 받아야만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말이나 언어 및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지닌 학생들을 조기에 선별하고 적절한 중재

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보다 원활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 학교현장 중심 교육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Choi & 

Lee, 2021).

학교 언어치료 지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학교 언어치료 지

원 관련 현황, 인식, 언어치료 필요성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나(Hwang & Kim, 2022; Shin, 2020; Yang & 

Park, 2016),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 대부분은 학교 언어치

료를 지원하는 방법 가운데 순회치료에 중점을 두었거나 초등 

특수교사 및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초등교사와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초등

교사와 특수교사가 함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거나 수준별 교수 

및 학습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 그리고 초등교사와 학부모와의 

상담이 비교적 직접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초등교

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학교 언어재활사의 당위

성을 강조하는 것에 있어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이에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 언어치

료 지원과 관련하여 초등교사의 인식, 의사소통장애 아동에 대

한 초등교사 역할의 중요도와 더불어 학교 언어치료 지원에 대

한 실태, 학교 언어치료의 필요성 인식 또한 함께 파악하여 분

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보다 나은 학교 

언어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장애 특성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의사소통장애 아동에 대한 초등교사 역할의 중요도는 어

떠한가?

셋째, 학교 언어치료 지원에 대한 실태는 어떠한가?

넷째, 학교 언어치료의 필요성 인식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ㆍ경북지역 초등교사 76명을 대상으로 설문

지를 배부하여 진행하였다. 본 설문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정

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설문도구

1) 사전 검사

학교 언어치료 지원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Shin(2020)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내용을 참고로 수정

ㆍ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교사의 일반적인 사

항, 의사소통장애 영역별 특성, 의사소통장애 아동에 대한 초등

교사 역할의 중요도, 학교 언어치료 관련 실태 및 필요성, 학교 

언어치료의 필요성 인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사소통장애 

영역별 특성에 대한 인식과 의사소통장애에 대한 교사 역할의 

중요도 관련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학교 언어치료 

관련 교육 실태 및 필요성, 학교 언어치료의 필요성 인식 관련 

문항은 단일응답 및 다중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설문 문항은 교사의 일반적 배경정보(성별, 

연령, 교육연수) 3문항, 의사소통장애 영역별 특성 인식(언어발달 

관련, 유창성 관련, 말소리 관련, 음성 관련, 문식성 관련) 10

문항, 의사소통장애 아동에 대한 초등교사 역할의 중요도(선별 

및 가족 상담, 전문기관 의뢰, 행정적 시스템, 수준 파악 및 수

업 준비, 또래 상호작용) 10문항, 학교 언어치료 관련 실태 인

식(언어치료 수업 운영, 주 의사소통 문제, 언어치료 지원의 이

Category n (%)

Age

20’s 15 (19.7)

30’s  9 (11.8)

40’s 31 (40.8)

Over 50’s 21 (27.6)

Gender
Male 21 (27.6)

Female 55 (72.4)

Years of education

Less than 5 years 14 (18.4)

5~< 10 years  8 (10.5)

10~< 15 years  8 (10.5)

15~< 20 years 15 (19.7)

More than 20 years 31 (40.8)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N=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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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및 애로점) 7문항, 학교 언어치료의 필요성 인식(언어치료 

지원이 미비한 이유, 언어재활사로부터 요구되는 지원 내용, 학

교 언어치료의 필요성 인식) 3문항으로 총 3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은 Appendix 1에 제

시하였다.

3. 내용 타당도

본 연구에서 사용할 설문 문항이 연구목적과 부합하는지 설

문 문항의 구성 및 내용 등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언어치료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1급 언어재활사 3인, 초

등교사 2인에게 1차 내용 타당도 검증을 요청하였다. 내용 타

당도는 Likert 5점 척도(5점=매우 적절함, 4점=적절함, 3점=

보통, 2점=적절하지 않음, 1점=매우 적절하지 않음)를 통해 

설문 문항 구성이 타당한지 평가하였고,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방형 질문을 통해 수렴하여 설문 문항을 수정ㆍ보완하였다. 

이후 2차 내용 타당도 검증을 통해 확인된 타당도의 평균이 4

점 미만인 항목은 삭제하고, 개방형 질문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최종 설문지에 구성된 모든 설문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평균 4.5점 이상에 해당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은 사전 요청 후 직접 배포하거나 Google 

forms, e-mail을 통해 배포하였으며 총 설문은 76편으로 직접 배

포 4편, Google forms 70편, e-mail 2편이었다. Google forms

에는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학교 언어치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및 설문의 구성, 연구책임자 연락처를 소개하고 사례를 위해 

수집하는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명시하였

다. 설문 수집은 2022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

다.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5.0을 사용하였다. 의사소통장애 특성에 대한 인식과 의사소

통장애 아동에 대한 초등교사 역할의 중요도를 살펴보기 위하

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언어치료의 실태 및 필요성, 

학교 언어치료의 필요성 인식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응답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의사소통장애 특성에 따른 초등교사의 인식

의사소통장애 하위영역을 언어발달, 유창성, 말소리, 음성, 문식

성으로 나누어 의사소통장애라고 판단하는 데 하위영역별로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의사소통장애 하위영역 가운데 초등교사가 의사소통장애로 판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은 문식성, 언어발달, 말소리, 유창성, 

음성 순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별로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살펴본 결과 ‘언어이

해와 표현능력이 또래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다’, ‘대화 차례를 지

키기가 어렵거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한다’, ‘또래 아동

이(상대방이) 알아듣기 어렵게 발음한다’, ‘그리기, 읽기, 쓰기 등의 

학습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발음이 부정확하다’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교적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문항으로는 ‘말을 산출할 때 

신체에 긴장이 들어가거나 더듬는다’, ‘문장의 길이가 짧고 문장 

표현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모

둠 활동이나 학급 생활 참여에 소극적이다’, ‘목소리의 높낮이

와 강도가 적절하지 않다’, ‘목쉰 소리, 숨찬 소리, 과비성 등이 

나타난다’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2. 의사소통장애 학생에 대한 초등교사 역할의 중요도

의사소통장애 선별 및 가족 상담, 전문기관 의뢰, 행정적 시

스템, 수준 파악 및 수업 준비, 또래 상호작용 지원에 대하여 

초등교사 역할의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Table 3), ‘일반아동에

게 의사소통장애 대상자를 도울 수 있도록 유도한다’의 문항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어 ‘또래가 대상자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 ‘의사소통장애에 대해 가

Subcategory Items for multiple-choice questions M SD

Language 
development 
disorders
3.83 ( .91)

Delay in language comprehension and 
expression

4.20 .77

Short length of the sentence 3.63  .83

Use of inappropriate language for the 
situation

3.96  .79

Difficulty interacting with peers 3.54 1.09

Fluency 
disorders
3.42 ( .95)

Have physical tension or stuttering 3.64  .98

Pitch and loudness is not appropriate 3.19  .98

Articulation 
disorders
3.82 (1.00)

Inaccurate pronunciation 3.68 1.00

Pronounce words difficult for children 
of their age to understand

3.95  .98

Voice 
disorders
2.99 (1.10)

Abnormalities of the voice 2.99 1.10

Literacy 
disorders
3.88 ( .88)

Limitation of learning activities such 
as drawing, reading and writing

3.88  .88

Table 2. Perception of general teache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cation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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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과 상담한다’, ‘일반아동이 대상자의 언어문제를 모방하지 않

도록 노력한다’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문항 또한 계속해서 살

펴보면, ‘대상자에게 필요한 전문기관을 파악하고 연계한다’, 

‘전문 치료사와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현재 언어수준과 예후

를 파악한다’, ‘의사소통장애 대상자를 선별한다’, ‘대상자 수준

에 맞는 별도 수업자료를 준비하거나 수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대상자가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적 지원 시

스템을 파악한다’, ‘대상자에게 필요한 언어진단 및 언어재활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 학교 언어치료 지원에 대한 실태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치료 지원

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4~10과 같다. 

초등교사들에게 학교 내 언어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조

사한 결과, 총 76명 가운데 11.8%(9명)가 ‘실시하고 있다’, 88.2%(67

명)가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내 언어치료 지원

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9명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대상학

생의 주 의사소통 문제가 무엇인지 다중 응답이 가능하도록 한 결

과(Table 4), ‘발음이 불명료함’, ‘언어이해 및 표현이 늦음’이 

77.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읽고 쓰는 등 학습에 어려

움’(66.7%), ‘또래와의 상호작용’(33.3%), ‘말의 비유창함’(22.2%)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 언어치료 지원이 도움 되는 측면에 대해 조사

한 결과(Table 5), ‘교외에서 언어치료를 받지 않아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덜어짐’(66.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언어치료사에게 대상에 따라 의사소통 중재에 대한 

정보를 얻음’(55.6%),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져서 언어치료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짐’(44.4%), ‘언어치료를 통해 학업의 성취

도가 향상됨’(22.2%)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와 초등교사들

의 언어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대한 문항은 전혀 없었

다.

Items for multiple-choice 
questions

Frequency
Percentage

(%)

Case 
percentage

(%)

Incorrect pronunciation  7 26.9  77.8

Delay in language 
comprehension and 
expression

 7 26.9  77.8

Stuttering appears  2  7.7  22.2

Communication difficulties 
with speech

 3 11.5  33.3

Difficulty in learning such 
as reading and writing

 6 23.1  66.7

Etc.  1  3.8  11.1

Total 26 100 288.9

Table 4. Major communication problems of student

Items for multiple-choice 
questions

Frequency
Percentage

(%)

Case 
percentage

(%)

Obtain information about 
communication interventions 
according to the person from 
speech therapists

 5 29.4  55.6

The burden of time and 
money is reduced by not 
getting speech therapy 
outside school

 6 35.3  66.7

Confidence in speech therapy 
increases as it takes place 
within public education

 4 23.5  44.4

Increased interest in speech 
therapy
of parents and teachers

 0 0 0

Academic achievement 
improves
through speech therapy

 2 11.8  22.2

Etc.  0 0 0

Total 17 100 188.9

Table 5. The helpful aspect of speech therapy support in school

Subcategory Items for multiple-choice questions M SD

Screening and 
family 
counseling
3.83 ( .79)

Screening subjects 3.79  .82

Counseling to parents 3.97  .75

Referral to 
specialized 
institution 
3.76 (1.00)

Identify the language therapy 
services the students need

3.66 1.04

Linked to professional organizations 3.87  .96

Administrative 
support 
awareness
3.67 (1.06)

Identify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3.67 1.06

Identify level 
and prepare 
for class 
3.78 ( .92)

Identify the current language level 
and prognosis of the students 
through association with 
professional therapists

3.82  .92

Individual lesson preparation and 
induction

3.75  .93

Interaction 
with peers 
4.18 ( .77)

Encourage peer to help the subject 4.37  .67

Peers have a positive perception of 
the subject

4.22  .78

Peer to not mimic the problem of 
subjects

3.96  .81

Table 3. The importance of teachers’ role of communication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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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 지원의 애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Table 6), ‘대상

학생의 언어치료 회기 부족’(77.8%)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언어치료사의 부족’(44.4%), ‘방학 중 언어치료가 이루어지지 않

음’(33.3) 등으로 나타났다. ‘언어치료를 실시할 장소의 부족’, ‘언

어치료사의 빈번한 교체’, ‘부모보고에 대한 피드백 부족’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없었다.

학교 내 언어치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67명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언어치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Items for multiple-choice 
questions

Frequency
Percentage

(%)

Case 
percentage

(%)

Speech therapy planning 
timetable

 1   5.0  11.1

Lack of speech therapy 
sessions

 6  35.0  77.8

Lack of speech therapists  4  20.0  44.4

Lack of a place to conduct
speech therapy

 0   0 0

Speech therapist’s frequently 
replaced

 0   0 0

Lack of textbooks and 
teaching tools

 2  10.0  22.2

Not conduct speech therapy 
during school holidays

 3  15.0  33.3

Lack of time communicating 
with teachers

 2  10.0  22.2

Lack of feedback on parent’s 
reports

 0   0 0

Etc.  1   5.0  11.1

Total 20 100 222.2

Table 6. Difficulties of The helpful aspect of speech therapy in 
school

Items for multiple-choice 
questions

Frequency
Percentage

(%)

Case 
percentage

(%)

Lack of targeted students 37  40.7  55.2

Lack of interest of school 
administrators

 7   7.7  10.4

Lack of time  7   7.7  10.4

Lack of places  5   5.5   7.5

No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near

 5   5.5   7.5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about school 
administrators related to 
speech therapy

26  28.6  38.8

Etc.  4   4.4   6.0

Total 91 100.0  135.8

Table 7. Not conducted reasons of speech therapy support 
services

Items for multiple-choice 
questions

Frequency
Percentage

(%)

Case 
percentage

(%)

Quick screening of students 
with language-related 
difficulties

 40 31.0  52.6

Acquisition of a variety of 
language-related information 
(language development, 
literacy, articulation, fluency, 
voice and speech)

 15 11.6  19.7

Quick feedback and 
consultation with school 
teachers and parents

 41 31.8  53.9

Information related to speech 
therapy support for students 
(test result, treatment goals, 
progress, termination status, 
etc.)

 27 20.9  35.5

Etc.   6  4.7   7.9

Total 129 100 169.7

Table 9. Recognizing the need for speech therapists in school

Items for multiple-choice 
questions

Frequency
Percentage

(%)

Case 
percentag

e(%)

Information about the 
manner and intervention 
articulation

 41  23.8  53.9

Functional communication 
interventions that are 
primarily needed in real life

 52  30.2  68.4

Language development 
process and sequence

 23  13.4  30.3

IEP goals related to 
speech therapy

 11   6.4  14.5

Reading and writing 
intervention

 38  22.1  50.0

There is nothing I want to 
get supported

  4   2.3   5.3

Information related to 
dysfluency

  3   1.7   3.9

Etc.   0   0  0

Total 172 100 226.3

Table 8. Information you would like to receive from a speech 
therap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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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Table 7), ‘대상학

생이 없어서’(55.2%), ‘언어치료와 관련된 학교 관리자들의 정

보가 부족해서’(38.8%)가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학교 관리자들의 관심이 없어서’(10.4%), ‘언어치료

를 실시할 시간이 없어서’(10.4%), ‘언어치료를 실시할 장소가 

없어서’(7.5%), ‘인근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없어서’(7.5%) 순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언어치료사로부터 지원

받고 싶은 내용을 조사한 결과(Table 8), ‘일상생활에서 우선적

으로 사용하는 기능적인 언어 중재 방법’(68.4%)이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조음 방법 및 조음 지도에 관한 정보’(53.9%), ‘읽

기와 쓰기 지도에 대한 정보’(50.0%), ‘정상 언어발달 과정과 순

서에 대한 정보’(30.3%), ‘IEP 목표 중 언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정보’(14.5%) 순으로 나타났다.

4. 학교 언어치료의 필요성 인식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언어치료의 필요성 인식에 대해 조사

한 결과(Table 9), ‘학교 교사 및 학부모와의 빠른 피드백 및 상

담’(53.9%), ‘언어 관련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빠른 선별’(52.6%)

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학생의 언어치

료 지원과 관련된 정보(검사결과, 치료목표, 진전사항, 종결여부 

등)’(35.5%), ‘언어 관련 다양한 정보(언어발달, 문해능력, 조음, 유

창성, 음성, 화용) 습득’(19.7%), ‘기타’(7.9) 순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 언어치료 지원과 관련하여 초등교사의 인식, 의

사소통장애 아동에 대한 초등교사 역할의 중요도와 더불어 학교 

언어치료 지원에 대한 실태, 학교 언어치료의 필요성 인식을 분

석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 및 제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사가 의사소통장애로 판별할 때 중요하게 생각

하는 영역은 문식성 관련, 언어발달 관련, 조음ㆍ음운 관련, 유

창성 관련, 음성 관련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음ㆍ

음운장애, 언어발달장애를 비교적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던 

Shin(2020)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으나, 학령기가 되면 교과과

정을 이해하고 학업을 성취하는 것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술

이 읽기능력이라는 점(Ko, 2020)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한다. 각 문항별로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살펴본 결과 

‘언어이해와 표현능력이 또래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다’, ‘대화의 

차례 지키기가 어렵거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한다’, 

‘또래 아동이(상대방이) 알아듣기 어렵게 발음한다’ 순으로 중

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을 할 때 신체에 긴장

이 들어가거나 더듬는다’, ‘문장의 길이가 짧고 문장 표현의 범

위가 제한적이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모둠활동

이나 학급 생활 참여에 소극적이다’, ‘목소리의 높낮이와 강도

가 적절하지 않다’, ‘목쉰 소리, 숨찬 소리, 과비성 등이 나타난

다’의 문항들은 비교적 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창성과 음성 영역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인식

되었던 Shin(2020)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며 학업 성취를 위한 

주 의사소통 능력인 문해력과 관련된 학습 영역과 교사 및 또

래관계 시 청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조음의 정확도와 

관련된 조음 영역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

창성장애와 음성장애는 비교적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인식하기 

어려우나 학령기 이후 성인기까지 이어질 경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빠른 선별

을 위해 교사들의 인식도가 더욱 향상되어야 할 것을 시사한

다.

둘째, 언어치료 지원에 대하여 초등교사 역할의 중요도를 살펴

본 결과, 또래 상호작용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이어 

선별 및 가족 상담, 수준 파악 및 수업 준비, 전문기관 의뢰, 

행정적 시스템 순으로 나타났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가장 중

요히 인식하는 이유는 특히 학령기가 되면 사회관계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또래집단을 형성하고 관계가 점차 중요해지는 시기

가 되기(Buhurmester & Furman, 1987)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초등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언어치료 지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Shin, 2020), 특수교사는 장애아동의 개별화 수업

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므로 수준 파악 및 수업 준비를 가장 중

요한 역할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교

실 내 학생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교실 내 또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가장 중요

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Helps 등(1999)의 연구

에서 교사들은 DSM의 정의와 유사하게 장애군들을 이해하고

는 있으나 그들의 인지능력에 관하여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는 

결과 또한 교사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선별, 수

준 파악, 전문기관 의뢰 등을 비교적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

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의사소

통에 어려움을 지닌 학생의 조기 중재를 위하여 교사 간 협력

을 통해 중재가 필요한 학생을 선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관련 행정적 시스템 파악하는 것 등 다양한 지원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사료된다.

셋째, 초등교사들에게 학교 내 언어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총 76명 가운데 11.8%가 ‘실시하고 있

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학교 내 언어치료 지

원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학교 내 언어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초등교사

를 대상으로 살펴본 대상학생의 주 의사소통 문제는 ‘발음이 

불명료함’, ‘언어이해 및 표현이 늦음’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 ‘읽고 쓰는 등 학습에 어려움’, ‘또래와의 상호작용’, ‘말의 

비유창함’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부정확한 발음과 지연

된 언어능력, 문해능력의 결함은 학습장면 뿐 아니라 또래관계 

문제, 사회ㆍ정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초등교사와 언어치

료사의 협력적 접근을 통한 평가 및 치료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학교 언어치료 지원이 도움 되는 측면에 대해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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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교외에서 언어치료를 받지 않아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덜어짐’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언어치료사에게 대상에 따

른 의사소통 중재에 대한 정보를 얻음’,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

져서 언어치료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짐’, ‘언어치료를 통해 학

업의 성취도가 향상됨’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치

료를 위해 타 기관 및 시설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학교 교육

과 연계된 언어 중재로 만족도가 높았다는 Kim(2009)의 연구

와도 같은 결과이다. 또한 수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

로 인해 수업 지도 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1.6%, 

수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전문가가 있다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96.5%로 나타난 Choi와 Lee(2021)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학교 내 언어치료 지원은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언어치료사를 통해 의사소통 

중재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공교육 내 이루어져 신뢰도가 

높아지고 연계 수업을 통해 학업 성취도가 향상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언어치료 지원의 애로점은 ‘대상학생의 언어치료 회

기 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언어치료사의 부

족’(44.4%), ‘방학 중 언어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33.3) 등으

로 나타났다. ‘언어치료를 실시할 장소의 부족’, ‘언어치료사의 

빈번한 교체’, ‘부모보고에 대한 피드백 부족’에 대한 응답은 전

혀 없었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언어치료 지원 방식이 언어치료

사가 학교에 방문하여 치료하는 순회치료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순회치료는 학교 정규수업 시간 이외에 이루

어지기 때문에 시간적 제한과 부모상담 및 교육의 한계점이 있

다. 만일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학교 내 언어치료사가 배치

되고 언어치료 지원의 시간적 제도가 재편성된다면 교사와의 협

력적 접근을 통해 교육 연계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언어

치료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위한 중재 및 가정 연계 또한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학교 내 언어치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초등교사는 88.2%였다. 언어치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대상학생이 없어서’, ‘언어치료와 관련된 학

교 관리자들의 정보가 부족해서’가 비교적 높은 응답률로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학교 관리자들의 관심이 없어서’, ‘언어치료를 

실시할 시간이 없어서’, ‘언어치료를 실시할 장소가 없어서’, ‘인

근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없어서’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학생이 

없다는 것과 학교 관리자들의 정보 부족이라는 문항이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이긴 하나, 특수교육통계(Ministry of 

Education, 2021)를 살펴보면 언어치료가 필요한 장애학생의 

수는 약 28,435명에 해당한다. 이는 앞서 논의했던 의사소통장

애 인식 연구 결과와 비교해 살펴보았을 때 언어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학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사와 학교 관리자

들이 언어치료가 필요한 대상학생을 선별하는 것에 있어 어려

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언어치료를 실시할 시간과 

장소 부족이라는 응답은 학교 내 언어치료사 배치가 더욱이 필

요하며 학교 관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시사한다.

일곱째,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언어치료사로부터 지원받

고 싶은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상생활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적인 언어 중재 방법’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조음 방법 또는 지도에 관한 정보’, ‘읽기와 쓰기 지도에 대한 

정보’, ‘정상 언어발달 과정과 순서에 대한 정보’, ‘IEP 목표 중 

언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정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기능적 언어중재 방법과 읽기와 쓰기 지도에 대한 정보, 

조음 방법 및 중재에 관한 정보를 지원받고 싶다는 Shin(2020)

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며 조음, 발성, 유창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어치료와 기능적 언어지도, 발음개선을 위한 언어치

료 접근법 등에 대한 지원을 받고 싶다고 나타난 Kim 등

(2006)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마지막으로,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언어치료의 필요성 인식

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교 교사 및 학부모와의 빠른 피드백 및 

상담’, ‘언어 관련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빠른 선별’이 비교적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학생의 언어치료 지원과 관

련된 정보 (검사결과, 치료목표, 진전사항, 종결여부 등)’, ‘언어 관

련 다양한 정보(언어발달, 문해능력, 조음, 유창성, 음성, 화용) 

습득’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치료사가 상주하고 

있을 시 학교 교사와의 협력적 팀 접근, 학부모와의 빠른 피드

백 및 상담이 가능하며 언어 관련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빠른 

선별이 가능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이다. 더불어 초등

교사가 빠른 피드백 및 상담(53.9%), 빠른 선별(52.6%), 학생

의 언어치료 지원 관련 정보(36.5%)에 높은 비율로 응답한 것

은 언어치료 지원과 관련하여 선별, 평가, 중재, 부모상담 등에 

대해 학교 내 상주하고 있는 언어치료사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

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학교 언어치료에 대한 필

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사료된다. 더불어 ‘같은 장소에서 교육

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 ‘아동에 대한 정

보도 바로 받을 수 있고 학교 교육에 필요한 내용으로 언어치

료가 포함될 것 같다’, ‘담임과 특수교사, 언어재활사가 소통해

야 하지만 아동 중심으로 언어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어 필요하

다’고 나타난 Hwang과 Kim(2022)의 연구 또한 본 연구의 결

과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학교 언어치료 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설문을 통해 

초등교사들의 의사소통장애 특성에 관한 인식, 역할의 중요도, 언

어치료 지원 실태, 학교 언어치료의 필요성 인식 등을 살펴봄으로

써 학교 언어치료 지원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

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학교 언어치료 지원이 이루어지

고 있는 학교 중심의 초등교사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점

과 대구ㆍ경북이라는 지역의 제한으로 인해 연구결과를 일반화

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학

교 언어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교사를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대상자의 수와 지역을 확대하여 향후 다양한 언어치

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더불어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학교 언어치료 지원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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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을 통해 의사소통장애 학생의 특성, 교사 역할의 중요도, 학교 환경 언어치료 실태와 관련된 초등교사의 인식을 살펴보고
자 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여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익명으로 활용되며 본 설문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연구 참여 동의서>
1. 본인은 이 설문의 목적을 설명 받고 이해하여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철회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3. 본인은 설문지 작성 중 내용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문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이 동의서를 읽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연구자 성명:           (인)
연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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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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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의사소통장애라고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의사소통장애 증상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언어이해 및 표현능력이 또래에 비해 전반적으로 늦다.

 2 문장의 길이가 짧고 문장 표현의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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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둠 활동이나 학급생활 참여에 소
극적이다.

 9 목소리의 높낮이와 강도가 적절하지 않다.

10 목소리가 음성(목쉰 소리, 숨찬 소리, 과비성) 등이 나타난다.

Ⅲ. 다음은 의사소통장애에 대한 교사의 역할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다음 내용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판단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의사소통장애 증상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의사소통장애 대상자를 선별한다.

 2 의사소통장애에 대해 가족과 상담한다.

 3 대상자에게 필요한 언어진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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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1. Onlin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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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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없다

① ‘있다’라고 응답하신 경우
1-1) 언어치료 수업의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언어치료를 받는 학생의 수( )명
② 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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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체크 가능)
① 발음이 불명료함
② 언어이해 및 표현이 늦음
③ 말이 비유창함
④ 또래와의 상호작용(대화 순서 지키기, 주제 유지하기 등)에 어려움이 있음
⑤ 읽고 쓰는 등 학습에 어려움이 있음
⑥ 기타( )

1-3) 언어치료 지원이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 언어치료사에게 대상에 따라 의사소통 중재에 대한 정보를 얻음( )
② 교외에서 언어치료를 받지 않아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덜어짐( ) 
③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져서 언어치료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짐( ) 
④ 학부모와 일반교사들의 언어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⑤ 언어치료를 통해 학업의 성취도가 향상됨
⑥ 기타( ) 

1-4) 언어치료 지원에 애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 언어치료 지원 시간표 작성( ) 
② 대상학생의 언어치료 회기 부족( ) 
③ 언어치료사의 부족( )
④ 언어치료를 실시할 장소의 부족( )
⑤ 언어치료사의 빈번한 교체( )
⑥ 언어치료 교재ㆍ교구의 부족( )
⑦ 방학 중 언어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 )
⑧ 언어치료사의 순회치료로 교사와의 소통시간이 부족( )
⑨ 부모보고에 대한 피드백 부족( )
⑩ 기타( ) 

② ‘없다’라고 응답하신 경우
1-5) 학교 환경에서 언어치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 대상학생이 없어서( )
② 학교 관리자들의 관심이 없어서( ) 
③ 언어치료를 실시할 시간이 없어서( )
④ 언어치료를 실시할 장소가 없어서( )
⑤ 인근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없어서( )
⑥ 언어치료와 관련된 학교 관리자들의 정보가 부족해서( )
⑦ 기타( )

2.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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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유창성과 관련된 정보( )
⑧ 기타( )

3. 학교 환경 언어치료사가 학교 내에 상주하고 있다면 어떠한 이점이 있을 것 같나요?
① 언어 관련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빠른 선별( )
② 언어 관련 다양한 정보(언어발달, 문해능력, 조음, 유창성, 음성, 화용) 습득( )
③ 학교 교사 및 학부모와의 빠른 피드백 및 상담( )
④ 학생의 언어치료 지원과 관련된 정보(검사결과, 치료목표, 진전사항, 종결여부 등)( )
⑤ 기타( )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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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언어치료 지원에 관한 초등 일반교사 인식 조사

임소연1, 김화수2*

1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치료전공 박사수료
2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초등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과 관련하여 초등 

일반교사의 인식, 의사소통장애 아동에 대한 초등 일반교사 역할의 중요도,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에 대한 실태, 학교 환경 언어치료사가 상주하고 있을 시의 이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있다.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 일반교사 76명을 대상으로 직접 및 온라인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여 진행하였으며 자료는 기술통계와 다중응답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처리하였다.

결과: 일반교사가 의사소통장애로 판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은 학습 관련, 언어발달 

관련, 조음ㆍ음운 관련, 유창성 관련, 음성 관련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장애 학생에 대한 

일반교사 역할의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또래 상호작용, 선별 및 가족 상담, 수준 파악 및 수업 

준비, 전문기관 의뢰, 행정적 시스템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총 76명 가운데 9명이 ‘실시하고 있다’고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학교 환경 내 

언어치료사가 상주하고 있을 시 이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교 교사 및 학부모와의 빠른 피드백 

및 상담, ‘언어 관련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빠른 선별’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결론: 본 연구는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설문을 통해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학교 환경 언어치료 

지원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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