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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수학교 등부의 ‘치료교육활동’

실시 황과 쟁

박승희*․김 란**

(*이화여자 학교 특수교육학과, **서울정인학교)

박승희․김 란. 한국 특수학교 등부의 ‘치료교육활동’ 실시 황과 쟁 . 언어청각장애연구, 
2005, 제10권, 제2호, 101-127. 본 연구의 목 은 우리나라 국가수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한 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치료교육활동’이 등부 과정에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그 황

과 쟁 을 살펴보기 한 것이다.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질문지를 통하여 국 82개교 특수학

교의 82명의 치료교육교사의 응답을 분석하 다. 본 연구는 치료교육활동 시간의 담당교사 

황, 치료교육 제공율,  치료교육활동 역  운 체제, 치료교육 상자 선정  치료교육

활동 시간 운 황을 조사하 으며, 개방문항을 통해 교육과정 심의  치료교육활동 운

에 해 치료교육교사들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1) 법  치료교육교사 배치기 과 교육

과정 운 상의 수업시수 기 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 2) 담임특수교사의 치료교육활동 시간담

당에 한 지침과 감독  지원의 부재; 3) 문성을 갖춘 치료교육교사 수 의 문제; 4) 치료

교육 운 체제 결정  상자 선정과정에서의 개별학생의 요구보다는 학교의 조직  측면 강

조 문제; 5) 치료교육활동시간 운 과 련한 담임특수교사와 치료교육교사의 소극  상호지원; 6) 

 치료교육활동 운 의 문제   개선방안에 한 자유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특수교

육 학교 환경(특수학교  일반학교)의 학생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 합한 치료의 양  

기회증진과 치료의 질  제고를 해서 국 특수학교의 치료교육 제공의 구체 인 황 자료

들을 제공하면서 련문제들을 정의하 고, 그 해결을 향한 다양한 과제들의 논의와 후속연구 

주제들을 지 하 으며, 련 문가들 사이에 활발한 논의의 장이 시작될 것과 구체 인 책 

마련을 구하 다.

핵심어: 치료교육(치료), 치료교육활동, 치료교육교사, 련 서비스, 특수학교 교육과정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목

특수교육 상자들을 한 교육기회 증 와 통합교육의 확 실시 정책이 지속 으로 지향됨에 

따라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단순한 교육기회 확 를 넘어 교육의 질  측면에서의 교육개 을 강조하게 

되었다(교육인 자원부, 2003; 박승희, 2001). 그동안 특수학교에서만 제공되어 온 ‘치료교육활동(‘치료’

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국의 국가수  ‘특수학교 교육과정’ 안에 포함된 한 역으로의 공식 명칭)’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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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최근에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법률 제 7395호, 2005. 3. 24 공포)에 의하여, ‘특수학 ’에 배치된 장

애학생들로 그 상이 확 되기에 이르 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치료교육(우리나라 특수교육 학교환

경에서 제공되는 치료를 치료교육이란 용어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사용하지만, 특수교육 분야 이외의 

련 분야에서( : 의료 분야 등)도 보편 으로 합의되어 통용되는 용어는 아님)’의 근성 증진과 질

의 제고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

특수학교의 치료교육활동은 창기 특수학교에서 물리치료사가 서무과 소속의 보건직으로 채용

되면서 시작되었으며,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에 ‘특수교육요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규정되었다(이규

식 외, 2000). 1983년 12월에 고시된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장애 역별로 요육활동, 생활 응활동, 

재활훈련활동 등이 한 역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제 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1998년 6월 30일 고시)

에서는 ‘치료교육활동’으로 그 명칭을 통일하게 되었다. 치료교육활동이 교육과정의 한 역으로 제공

됨에 따라 미국의 특수교육 분야에서 제공되는 ‘ 련 서비스(related services)’의 하나인 ‘치료( : 언어

치료, 물리치료 등)’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특수교육 학교상황에서 생성된 치료교육활동의 의미와 달

에 있어서 독특한 쟁 들이 야기되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치료교육활동을 교육과정 내 별도의 한 역으로 설정하여 학교

체제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 반해 미국장애인교육법(IDEA)에서는 우리나라 치료교육과 가장 근 한 

개념으로서, 련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장애인교육법과 Section 504(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서는 련 서비스를 “장애아동이 특수교육을 잘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서비스”로 정의하면서, 범 에 있어서도 물리, 작업, 언어, 음악, 미술치료 뿐 아니라 교통수단, 청

각학, 심리학, 여가활동, 상담, 의학, 학교 내 건강, 사회사업, 부모상담  훈련 서비스와 같이 그 범

가 범 하다. 필요한 지원 서비스 여부에 한 결정에 있어 아동마다 요구가 매우 개별 이기 때문

에 부모를 포함한 IEP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 서비스는 ‘무상의 합한 공교

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인가에 한 여부로 결정된다. 한 Section 504에서 지원 서비스는 

특수교육 상이 아니더라도 ‘무상의 합한 공교육’을 해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면 제공되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 1>은 국내외의 치료 서비스 는 치료교육과 련한 연구들(박승희․장혜성, 2003; 박은

혜, 2000; 헌선, 1999; 황복선․김수진, 2002; Giangreco, 1990; Rainforth, York & MacDonald, 1992) 

 법  근거를 통해 우리나라 치료교육과 미국의 련 서비스 개념을 비교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미

국의 련 서비스는 범 가 넓고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들을 결정, 제공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그 범 가 재까지는 치료에 국한된 을 확인할 수 있다(박은혜, 2000). 미

국 특수교육 분야의 치료 서비스는 학생들이 무상의 합한 공교육으로부터 유익을 얻게 하기 한 특

수교육과 련된 서비스로서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라는 의미에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박승희, 

1997; 2002). 반면 이규식과 그의 동료들(2000), 헌선(1999)은 “의학과 교육학의 경계 역에서 두 학

문 간의 연계로 교육목표를 달성시키는 련 서비스”로 치료교육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치료교육이 특

수교육의 한 분야라는 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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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우리나라 ‘치료교육’과 미국 ‘ 련 서비스’의 개념 비교

우리나라의 치료교육 미국의 련 서비스

법  근거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미국장애인 교육법(IDEA), Section 504

 상

․교육배치환경에 계없이 모든 특수교육 

상학생  치료교육이 필요한 자

(‘특수학교’ 학생에게만 제공되던 것이 

최근에 ‘특수학 ’ 학생에게까지 확 되

는 법률이 통과됨)

․무상의 합한 공교육을 해 지원 서비

스가 필요한 상자

범 

․교육과정에 제시된 8가지 치료교육 역: 

언어치료, 청능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감각․운동․지각훈련, 심리․행동 응

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훈련

․ 범 한 련 서비스: 물리, 작업, 언어, 

음악, 미술치료 뿐 아니라 교통수단, 청각

학, 심리학, 여가활동, 상담, 의학, 학교 내 

건강, 사회사업, 부모상담  훈련 서비스

특수교육진흥법 제 2조 7항(1998)에는 치료교육을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

에 생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심리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보행훈련․청능훈련  생

활 응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 16조 1항과 2항에서는 치료

교육담당자 교원은 반드시 ‘특수학교 교사’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학교의 장애특성  학 수를 

그 배치기 으로 하고 있다.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 포함)  복장애 학생들을 한 

특수교육기 의 경우에는 총 학 수가 6개 이하인 경우에는 1인을 배치하고, 6개 학 을 과할 때에

는 과할 12학 마다 1인을 배치한다. 그 외의 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상자를 

한 특수교육기 의 경우에는 총 학 수가 12개 학  이하인 경우에는 1인을 배치하고, 12개 학 을 

과하는 때에는 과하는 12학 마다 1인을 추가하여 배치한다. 재까지 이러한 기 을 근거로 모든 

특수학교에 치료교육교사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치료교육교사 1인이 6학 에서 많게는 12학 까지 담

당하는 경우가 있어 치료교육 제공에서 치료교육교사와 학생수의 비율에 한 심각한 문제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반 하듯, 최근 발표된 ｢특수교육 발  종합계획(03’ ～ 07’)｣의 수정안

을 통해 교육인 자원부는 이러한 기 을 장애 역에 계없이 모든 특수학교의 6학  마다 1인, 과

하는 6학 마다 1인을 추가 배치하기로 그 기 의 수정안을 발표하 다(교육인 자원부, 2004. 10). 

재로는 기본 으로 학 수가 치료교육교사의 법  배치기 으로 되어있어서 치료교육활동 시간을 담

당할 치료교육교사를 합하게 공 할 제도  장치가 부 합한 상태이다. 실제 으로 이같은 기 에 

의해 배치된 치료교육교사들이 교육과정 상의 모든 치료교육시간을 담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

라고 지 되고 있다(이규식 외, 2000; 황이섭, 2000; 홍주난, 2001).

치료교육 련 선행 연구들(노은희, 2000; 이규식 외, 2000; 헌선, 1997; 1999; 황이섭, 2000; 홍

주난, 2001)에서는 치료교육활동의 활성화를 해 법 , 제도  변화를 통한 치료교육교사의 증원이 가

장 선무임을 주장하 다. 이러한 서비스의 양  증원과 함께 제기되는 쟁 은 치료교육교사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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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자격 문제이다(박승희․장혜성, 2003). 외국의 경우 련 서비스 요원들이 학원 이상의 교육과

정을 이수한 경우가 많고 각 문 역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본 으로 치료특수교육과의 졸업생들로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  차원의 자격증 제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각각 별도의 문교육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그것들을 한 학과 4년 학부과정 내에서 모두 함께 숙달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해서는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았고 심각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양성과정을 통해 배치된 치료교육교사가 유

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다양한 장애유형의 모든 학생을 상으로 여러 치료교육활동 역을 지도해야 한

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 된다. 자격을 갖춘 문가들이 부족하고 사립 치료기 에 으로 의존

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장애학생에게 한 치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황이섭, 2000). 김 태(2005)는 비용이 비싼 사교육에 으로 의존하고 있

는 우리나라 치료교육을 특수교육과 마찬가지로 모든 장애아동에게 무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 한 과제이며, 장애아동이 그들에게 제공된 교육으로부터 최 한의 유익을 보장받기 

해서는 각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제공할 수 있는 문인력의 양성과 배치방안을 모

색하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 하 다.

지 까지 특수학교를 심으로 치료교육이 제공되어온 이유는 치료교육활동이 특수학교 교육과

정 내 하나의 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교과활동, 치료교육활동, 특별활

동, 재량활동이란 4가지 교육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치료교육활동이 별도의 교

육과정 역으로 설정된 이유는 교육과정 운 에서 보상교육의 개념으로 련 서비스를 보다 확실히 

추진하기 해서라고 김병하(1991)는 설명하고 있다.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  국민공통교육과정에

는 <그림 - 1>과 같이 치료교육활동 수업시간이 편제되어있다. 

구  분

치료교육활동 수업 시간

등부 학부 고등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민공통교육과정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1시간 2시간 2시간 1시간 4단

기본교육과정

(정신지체, 정서장애, 복장애)
4시간 2시간 12시간

출처: 교육부 고시 제 1998 - 11호

<그림 - 1> 기본교육과정  국민공통교육과정의 치료교육활동 편제 수업 시간

개인학생들의 필요나 요구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 여부가 결정  제공되는 미국과 비교하여 볼 

때(Blosser & Kratcoski, 1997), 우리나라 치료교육활동은 교육과정 역들 안에 하나의 역으로 편제

되어 있어 교육과정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치료교육 상이 된다는 큰 차이 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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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치료교육활동이 교육과정 내 한 역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학생들의 치료교육 요구를 반

하고 교육과정상 치료교육활동 시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법 인 치료교

육교사의 배치기 과 교육과정 운 기 이 일치하지 않아 치료교육교사가 부족한 가운데 치료교육활

동 시간이 별도의 교과처럼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시간담당교사의 재량 시간으로 운 되고 있어 치료

교육교사와 특수교사 간 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지 않고 있다(박은혜, 2000). 치료교육교사 수의 부족

은 서비스 양의 부족으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근본 인 문제 은 각 학생들의 실제 인 치료교육 요구

를 악하고 그에 부응하는 한 지원 제공을 불가능하게 하 다. 한 치료교육의 교육과정상의 시

간 편제는 개별학생들의 요구에 한 진단평가보다는 정해진 시간 운 과 련한 외부 인 조건을 강

조하게 하 다. 

특수학교에서 치료교육활동의 교육과정시간 편제에 따라 장애학생들은 서비스 제공자가 치료교

육교사이건 특수교사이건 정해진 시간에 따라 ‘치료교육활동이라는 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치료교육활동 시간이라는 것이 학 학생 체를 상으로 수학이나 체육처럼 

한 교과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합리 인 것인지에 해 이견이 분분하다. 치료교육활

동 역(치료 역), 치료기간, 치료시간  장소 등과 련한 개인학생들의 욕구보다는 반 인 교육

과정 운  체제가 결정된 가운데 이차 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치료교육활동이 이루

어진다는 문제 이 있다. 한 치료교육활동 시간에 치료교육교사가 한, 두 명 학생을 상으로 개별지

도 형태를 통해 치료교육을 할 경우, 시간표상 담임특수교사는 나머지 학생들의 치료교육활동 시간을 

담당하게 되는데, 과연 그 시간을 담임특수교사가 담당해야 하는지에 한 논의 뿐 아니라 직 인 치

료교육활동 시간을 담당할 수 밖에 없는 담임특수교사의 역할 규정과 어떠한 치료교육을 제공할 수 있

는지, 치료교육 제공을 한 지원 등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한 논의가 재까지 무한 상태이다. 

한, 치료교육활동 실태 련 선행연구들(김민동, 1999; 노은희, 2000; 이유훈 외, 2002a; 황이섭, 

2000; 홍주난, 2001)은 주로 정신지체학교의 치료교육활동 는 언어치료교육으로 그 역이 매우 제한

이었다. 특수학교의 치료교육활동 반의 검토를 한 구체 인 운  실태보다는 교육과정 운 에 

있어 계획 수립, 수업형태, 계획안의 작성과 평가 여부  치료교육활동 시간, 교사 수, 치료교육실의 

기자재 등에 한 실태와 련된 만족도와 필요도 등을 심으로 조사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이제까지 산발 으로 지 되어온 우리나라 특수학교의 치료교육활동 실시의 구

체 인 황과 문제를 악하기 하여 재 국 특수학교 등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교육의 

정확한 황을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질문지를 통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등부를 심으로 조사하는 

것은 국가수 의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치료교육활동 수업시간이 학부는 2시간, 고등부는 1 - 2시간 

편제된 것에 비하여 등부는 4시간으로(<그림 - 1> 참조) 가장 많이 책정된 이유이다. 따라서, 본 연

구의 목 은 국 특수학교 등부에서 운 하는 치료교육활동의 구체 인 실시 황과 문제 을 아래 

5가지 연구문제를 심으로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가 제공하는 우리나라 특수학교 등부 치료교육활

동 실시 황 자료는 특수교육 상 장애학생의 개별  요구에 따른 다양한 치료를 학교 환경에서 어떻

게 하면 최선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의 방안을 강구하기 하여 치료교육의 재개념화, 치료교육 실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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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 치료교육 제공 차의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가 시

의 으로 치료교육을 특수학교 학생에서 특수학  학생으로 확 하는 이 시 에서 학교 환경에서 개별

학생이 필요로 하는 합한 치료 제공을 한 방안을 강구하기 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 한다.

2. 연구 문제

1) 국 특수학교 등부의 치료교육활동을 담당하는 교사의 황(자격, 담당시간)은 어떠한가?

2) 국 특수학교 등부의 치료교육활동 제공율은 어느 정도인가?

3) 국 특수학교 등부의  치료교육활동 역  운 체제는 어떠한가?

4) 국 특수학교 등부 치료교육 상자 선정과정은 어떠한가?

5) 국 특수학교 등부 치료교육교사의 치료교육활동시간 운 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5가지 역의 질문 이외에,  치료교육활동과 련된 문제   개선방안에 한 치료교육

교사의 자유의견을 직  기술할 수 있는 개방형 문항이 추가되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질문지는 국 특수학교 총 137개교(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2004)  유치부, 등부 

과정만 있는 특수학교 14개교를 제외하고, 등부 과정이 운 되고 있는 특수학교 123개교에 각 학교

당 1부씩 발송되었다. 질문지의 응답자는 등부 과정을 담당하며 치료교육부장이나 치료교육계를 담

당하는 치료교육교사를 우선 응답 상으로 하 다. 각 학교별로 치료교육부장이나 치료교육계를 담당

하는 치료교육교사가 없을 경우, 등부 과정의 치료교육교사를 표할 수 있는 사람이 질문지에 응답

하도록 하 다. 총 123개교에 배부된 질문지  86개교에서 질문지가 회수되었으며, 그  무성의한 답

변을 한 질문지 4부를 제외한 총 82부(66.7 %)가 결과분석을 한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연구도구는 본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 국 특수학교 등부 치료교육활동 실시 

황 조사를 한 질문지’이다. 이 질문지는 다음의 단계를 걸쳐서 개발하 고, 질문지는 비조사를 거

쳐 문항 형태와 내용의 첨삭과 수정이 이루어진 후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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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도구의 개발

첫째, 본 연구자는 사  연구(노은희, 2000; 이유훈 외, 2002a; 2002b; 황이섭, 2000; 홍주난, 2001)

의 질문지  문헌연구(Giangreco, 1990; 교육부, 1998; 박승희, 1996; 1997; 박승희․장혜성, 2003; 박은

혜, 2000; 특수교육진흥법, 1994)를 기 로 1차 인 조사 역을 선정하고, 각 역별 1차 비문항을 

구성하 다. 둘째, 학교별로 다양한 치료교육활동 운  황에 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을 반 하기 

해 서울시 총 26개 특수학교의 2004년도 교육계획서 내 치료교육활동 운  계획에 한 부분을 분석

하여, 1차 비문항을 수정․보완하 으며, 력교수  상자 선정 원회에 한 문항을 첨가함으로 

2차 비문항을 구성하 다. 셋째, 각 특수학교들의 다양한 치료교육활동 운  황을 반 하고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각 장애 역별 특수학교의 치료교육교사 6인(시각-보행훈련, 청각-청능훈련, 

정신지체-언어치료와 작업치료, 지체부자유-물리치료, 정서-감각․운동․지각 훈련 담당)과 각 장애

역별 특수학교 담임특수교사 6인으로 이루어진 력자문단을 구성하 다. 자문은 개별 인 사  면담

이나 화 인터뷰,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2차 비문항과 함께 질문지를 제공하여 각 학교의 다

양한 실태를 포함하기 한 구체 인 사례들을 수합하여 문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첨가, 수정하 다.

나. 질문지 문항의 구성

본 연구의 질문지인 ‘ 국 특수학교 등부 치료교육활동 실시 황 조사를 한 질문지’는 응답

학교  응답 상자의 배경 정보를 포함하여 치료교육활동시간 담당교사 황, 치료교육 제공율,  

치료교육활동 역  운 체제, 치료교육 상자 선정, 치료교육활동시간 운  황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재의 교육과정 심의 치료교육활동 운 과 련하여 치료교육의 문제   개선방안

에 한 치료교육교사의 의견을 직  기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 문항을 첨가하 다(<표 - 2> 참조). 정

확한 실태조사를 하여 복응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항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표 - 2> 국 특수학교 등부 치료교육활동 실시 황 조사를 한 질문지 항목들

역(문항번호) 문항 내용

치료교육활동시간 

담당교사 황

(1, 2, 3)

∙치료교육활동시간 담당교사 황

∙특수학교에 배치된 치료교육교사의 수와 등부 담당 치료교육교사의 자격

∙치료교육교사와 담임특수교사의 치료교육활동시간 담당 형태( 복 응답)

치료교육 제공율

(5, 6)

∙치료교육교사들의 학생별 주당 평균 치료교육활동 수업시간

∙ 체 등부 학생  치료교육교사로부터 치료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

 치료교육활동 

역  운 체제

(8, 10, 11)

∙  치료교육활동 역( 복 응답)

∙치료교육활동 역 결정 고려사항 우선순 (1 - 7 )

∙치료교육활동 운 체제 결정 요인 우선순 (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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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계속)

역(문항번호) 문항 내용

치료교육 상자 

선정(12, 12-1, 12-2)

∙ 상자 선정과정(순서에 따라 복 응답)

∙선정 원회의 구성원( 복 응답)  선정 원회의 역할

치료교육활동 

시간 운  황

(15, 16, 18)

∙치료교육활동 목표수립을 한 치료교육교사의 정보수집 내용( 복 응답)

∙치료교육교사가 제공받는 담임특수교사의 지원( 복 응답)

∙담임특수교사의 치료교육활동시간 운 을 한 치료교육교사의 지원( 복 

응답)

문제   개선방안: 

자유기술(24, 25)

∙교육과정 심의 치료교육활동 운  체제에 한 치료교육교사들의 의견

∙장애학생들의 요구에 합한 치료교육활동 제공을 한 개선

3. 연구 차

본 연구의 차는 질문지 개발, 비조사  본조사의 차로 이루어졌다. 질문지 개발 차는 

에서 언 하 으며, 비조사는 연구 도구의 타당성  유용성과 문제  등을 악하기 해 서울 소

재 5개 특수학교(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정서, 정신지체) 교사 6인(치료교육교사 3인, 담임특수교사 3

인)을 상으로 2주간 실시하 다. 비조사 상은 연구 도구 개발과정에 참여한 력자문단에 속하

지 않은 교사로 하 다. 비조사는 비 질문지를 첨부한 자우편과 직 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

으며, 설문지의 반  구성, 문항내용의 성, 용어의 성과 각 특수학교 상황  특성의 반 도

에 한 피드백을 받았다. 비조사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토 로 치료교육교사와 담임특수교사의 치료

교육활동 담당형태를 세분화하여 구성하고, ‘통합된 치료(integrated therapy)’와 ‘공식  혹은 비공식  

치료교육활동’에 한 용어 설명을 포함하 다. 

이와 같은 수정  보완작업을 거쳐 설문 응답자에 한 배경정보 질문과 설문지 작성을 한 

안내가 포함된 최종 확정된 질문지 총 123부를 각 특수학교 교육과정 부장교사를 상으로 연구에 

한 반 인 안내문  반송 투를 포함하여 우편 발송함으로써 본 조사를 실시하 다. 본 조사는 2004

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123부  86부가 회수되었고 무성의한 답변을 하 거나 

장애 역이 분명하지 않은 질문지 4부를 제외한, 총 82부(66.7 %)가 본 연구의 분석 상으로 통계처리 

되었다. 

4.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계 인 차로 기술통계가 사용되었는데, SAS 8.2를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

시하 다. 각 문항별로 빈도와 백분율(%), 비율(%)을 산출하 으며, 우선순  응답의 경우 각 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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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 에 따라 각 응답자에게 서열을 매기도록 하여 서열에 따라 가장 우선순 가 높은 항목에 가장 

높은 수를, 그 다음 우선순  항목별로 1 씩 차등 수를 부여하여 각 항목별 수의 합계로 환산 

수를 구하 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특수교육 학교환경에서 제공되는 치료교육의 국 실태에 해 

처음으로 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특수학교 등부의 치료교육 제공의 

반  모습에 한 황과 문제를 정확히 묘사해 내는 데 통계자료의 의미를 두었다. 치료교육활동의 

문제 과 개선 에 한 문항은 치료교육교사의 다양한 의견의 효과  반 을 해 자유기술문항으로 

설정하 는데, 응답내용에 따라 내용분석을 통하여 유사한 주제로 범주화하여 의견을 제시하 다. 

Ⅲ. 연구 결과

1. 치료교육활동시간 담당교사 황

가. 치료교육활동시간 담당교사 황

<그림 - 2>는 82개교 특수학교 등부 과정에서 교육과정상 편제된 치료교육활동 시간을 담당

하는 교사 황을 알아본 결과, 치료교육교사가 담하는 학교는 15개교(18.3 %) 으며, 치료교육교사 

없이 다른 특수교사가 그 시간을 담당하는 경우는 4개교(4.9 %) 다. 치료교육교사가 담임특수교사  

교과 담교사(특수교사)와 함께 치료교육활동 시간을 담당하는 경우는 63개교(76.9 %)로 가장 많았으

며, 그  담임특수교사와 치료교육교사가 함께 담당하는 경우는 체 82개교  55개교(67.1 %) 다. 

치료교육교사 전담
18.3 %

치료교육교사
+담임특수교사
/교과전담교사

76.9  %

담임특수교사
/교과전담교사

(치료교육교사 없이)
4.9 %

<그림 - 2> 82개교 특수학교 등부 치료교육활동시간 담당교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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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수학교에 배치된 치료교육교사의 수와 등부 담당 치료교육교사의 자격

각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치료교육교사의 수는 본 연구의 결과 각 학교별로 23명이 배치된 경우

가 가장 많았고, 한 학교당 평균 2.5명이었다. 특별히 등부 과정에만 치료교육교사가 배치된 것이 아

니고 체 학 수를 기 으로 배치된 것이기 때문에 특수학교에 배치된 치료교육교사들  43.3 %는 

등부와 다른 과정을 함께 담당하고 있었고, 등부만을 담당하는 교사는 39.9 %, 다른 과정만 담당하

는 교사는 11.1 % 다. 그 외에 4.3 %는 학  담임을 담당하고 있었고, 치료교육활동이 아닌 다른 교과

를 담당하는 경우도 0.9 % 있었다.

<그림 - 3>은 등부를 담당하는 치료교육교사의 자격으로, 71.7 %가 특별한 세부 공 자격이 

아닌 ‘치료교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로 15.0 %가 물리치료(특수학교 교

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료교육+

언어치료
3.5 %

치료교육+
물리치료

2.9 %

언어치료

1.2 %

치료교육

71.7 %

기타

5.8 %

물리치료

15.0 %

<그림 - 3> 82개교 특수학교 등부 담당 치료교육교사의 자격

교육과정상 편제된 치료교육활동시간을 담임특수교사와 치료교육교사가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경

우는 체 82개교  55개교로 구체 인 담당 형태 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 3>과 같다. 이 55개교 

 35개교(63.6 %)가 교육과정상 편제된 시간을 나 어 담당하고 있었고, 치료교육교사가 개별 지도를 

하는 가운데, 담임특수교사가 나머지 학생을 담당하는 경우는 49.1 %의 비율을 보 다. 그 외에 치료교

육활동 역에 따라 나 어 담당하는 경우가 20.0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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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 치료교육활동시간 담당교사들의 담당 형태에 따른 황( 복응답 가능)
N= 55개교

담당 형태 빈도(개교) 비율(%)

․특정학년이나 과정( , 고)을 치료교육교사가 담당하고 나머지는 담임

특수교사가 담당 

 ( : 1, 2학년의 치료교육활동시간은 치료교육교사가 담당하고, 3 - 6학년

은 담임특수교사가 담당하는 경우)

4 7.3

․치료교육교사와 담임특수교사가 치료교육 역을 나 어 담당

 ( : 언어치료와 물리치료는 치료교육교사가 담당하면서 작업치료는 담임

특수교사가 담당하는 경우) 

11 20.0

․치료교육교사와 담임특수교사가 교육과정에 편제된 시간을 나 어 담당

 ( : 치료교육 역에 계없이 교육과정상 편제된 4시간  2시간은 치료

교육교사가, 나머지 2시간은 담임특수교사가 담당하는 경우) 

35 63.6

․치료교육교사 개별지도, 담임특수교사는 나머지 학생 담당

 ( : 학  시간표상 치료교육활동인 시간에 치료교육교사가 개별지도를 해 

특정학생을 담당하고, 나머지 학생들을 담임특수교사가 담당하는 경우)

27 49.1

․ 력교수 

 ( : 진단평가, 교수계획  실행, 평가 등 치료교육활동 반에 있어 치료

교육교사와 담임특수교사가 력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학생들을 상

으로 치료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2 3.6

2. 치료교육교사의 치료교육 제공율

특수학교는 장애유형에 따라 운 하는 교육과정과 시간 편제에서 차이가 있다(<그림 - 1> 참

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따라 운 하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학생들을 한 특수학교

의 경우 등부 1, 2학년은 주당 1시간, 3 - 6학년은 주당 2시간이 편제되어 있으며, 특수학교기본교육

과정에 따라 운 하는 정신지체, 정서장애, 복장애 학생을 한 특수학교에서는 1 - 6학년 모두 주당 

4시간의 치료교육활동 시간이 편제되어 있다. 이를 기 으로 치료교육교사의 ‘학생별’, ‘주당 평균’ 치료

교육활동 수업시수를 조사하 다. <표 - 4>는 각 학교의 장애학생들이 치료교육교사로부터 주당 평균 

몇 시간의 치료교육활동 수업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 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학교의 치료교육교사들의 학생별 주당 평균 수업시수, 다시 말

해 학생들이 치료교육교사로부터 치료교육을 받는 치료교육활동 시간이 주당 평균 2시간인 경우는 24

개교(82.7 %) 으며, 1시간은 2개교(6.9 %),  받지 않는 경우는 3개교(10.3 %) 다. 반면, 정신지체, 

정서장애, 복장애 특수학교의 장애학생들은 치료교육교사로부터 교육과정상 편제된 4시간  주당 

평균 2시간(45.2 %), 3시간(30.2 %)의 치료교육을 받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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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 치료교육교사의 학생별 주당 평균 치료교육활동 수업시수 
N= 82개교

교육과정 구분

(해당 학교)

치료교육이

교육과정에 편제된 

시간(학년)

치료교육교사의

수업 시수
빈도(개교) 백분율(%)

국민공통교육과정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학교) 

1시간(1 - 2학년)

2시간(3 - 6학년)

0  3  10.3

1  2   6.9

2 24  82.7

계 29  99.9

기본교육과정

(정신지체, 정서장애, 

복장애 학교)

4시간(1 - 6학년)

0  1   1.9

1  2   3.8

2 24  45.2

3 16  30.2

4 10  18.9

계 53 100.0

<표 - 5>는 체 등부 학생  치료교육교사로부터 치료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이다. 체 

등부 학생 100 % 모두가 치료교육교사로부터 치료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가 체 82개교  60개교

(73.2 %) 으며, 22개교(26.8 %)는 치료교육교사가 특정학생에게만 치료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로, 

그  치료교육교사로부터 치료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비율이 체 등부 학생의 50 % 미만인 경우

는 18개교(21.9 %) 다. 

<표 - 5> 체 등부 학생  치료교육교사로부터 치료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
N= 82개교

구 분 빈도(개교) 백분율(%)

 0 - 25 % 이하 11  13.4

 25 - 50 % 이하  7   8.5

 50 - 75 % 이하  4   4.9

 75 - 100 %* 60  73.2

계 82 100.0

* 범주상 75 - 100 % 범 에 속해 있기는 하나 60개교 모두 학생 비율이 100 % 음.

3.  치료교육활동 역  운 체제

가.  치료교육활동 역

특수학교 내 운  인 치료교육활동 역에 해 조사한 결과, <표 - 6>과 같이 언어치료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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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운동․지각 훈련을 실시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고,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일상생활훈련도 높은 비

율로 실시되고 있었다. 

<표 - 6> 특수학교에서 운  인 치료교육활동 역( 복응답 가능)
N= 82개교

치료교육활동 역 빈도(개교) 비율(%)

 언어치료 74 89.6

 감각․운동․지각 훈련 69 83.1

 물리치료 41 49.4

 작업치료 47 56.7

 심리․행동 응 훈련 24 28.9

 청능훈련 12 14.5

 보행훈련 19 22.9

 일상생활훈련 33 39.8

나.  치료교육활동 역 결정 고려사항

<그림 - 4>는  치료교육활동 역 결정 고려사항을 우선순 에 따라 응답한 결과로, 학생

들의 장애특성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요구, 치료교육교사와 학생수의 비율도 

높게 고려하고 있었다. 치료교육담당 교원의 공과 학교장의 교육철학은 비교  우선순 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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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  치료교육활동 역 결정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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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치료교육활동 운 체제 결정 요인

치료교육활동 운 체제에 한 규 화와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각 학교별 운

체제 결정에 있어 어떤 요인에 우선순 를 두는지 조사한 결과는 <그림 -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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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5> 반  치료교육활동 운 체제 결정 요인에 한 우선순

‘개별  요구에 따른 선택  치료교육활동’과 ‘치료교육 기회 확 ’ 요인이 운 체제 결정에 있어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운 체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외부 인 요인인 ‘학교장의 치료교육 련 교

육철학’이 가장 낮은 순 를 보 고, ‘학부모 요구’는 다소 낮은 순 를 보 다. ‘치료교육 담당교사 수 

 다른 교사들과의 수업시수 조정’은 학교별로 우선순 를 높게 두거나 낮게 두는 이 인 양상을 나

타내었으나, 환산 수를 통한 결과에서는 특별한 우선순 를 나타내지 않았다. 

4. 치료교육 상자 선정

치료교육활동시간이 교육과정상 편제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모든 학생들이 치료교육 상자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 치료교육 상자는 치료교육교사에 의해 치료교육을 받는 학

생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체 82개교  등부 과정에 치료교육교사가 없는 4개교, 모든 학생에게 

는 학년별․학 별로 지정된 치료교육활동 역으로 공통 실시하는 14개교는 특별한 상자 선정과정

이 없다. 나머지 64개교에서는 치료교육 상자 선정과정을 통해 집 인 치료교육을 받게 될 제한된

(선정되지 않은 학생들은 담임특수교사에 의해 교육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상자를 선정하거나, 체 

학생들을 상으로  치료교육활동 역별 치료교육 상자를 선정한다.

<표 - 7>은 상자 선정과정  각 학교들이 각 항목별 차들을 어느 정도 포함하는지에 한 

결과로, 표에 제시된 비율을 통해 각각의 항목들에 한 선정과정 포함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64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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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9 %의 학교가 ‘담임특수교사의 선별 평가/추천’ 차를 상자 선정과정  하나의 차로 가장 

많이 따르고 있었다. 학부모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는 차는 84.4 %인 반면 동의 차는 45.3 %를 

따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치료교육활동 역별 학생수를 조정하는 경우는 80.0 %로 조사되었다. 

문의 진단이 가장 낮은 37.5 %로 나타났다.

<표 - 7> 치료교육 상자 선정과정( 복응답 가능)
N= 64개교

선정 차 내용 빈도(개교) 비율(%)

① 담임특수교사의 선별 평가/추천 62 96.9

② 진단평가 58 90.6

③ 학부모 의견  요구 수렴 54 84.4

④ 결정된 치료교육활동 역별 학생수 조정 51 80.0

⑤ 치료교육 상자 선정 원회를 통한 선정 36 56.3

⑥ 학부모 동의 29 45.3

⑦ 문의 진단 24 37.5

선정과정에 어떠한 차들이 포함되어 있느냐와 함께 어떠한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

는데 각 학교의 상자 선정과정은 그 순서에 있어 매우 다양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선정 원

회를 통한 선정을 제외한 경우, 략 인 경향을 살펴보면, ①→②→③→④, ④→①→③, ②→①

→④, ①→③→② 순으로(<표 - 7>의 번호임) 보통 담임특수교사의 추천 상 학생을 심으로 진

단평가를 실시한 후,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수를 조정하는 순서로 상자를 선정하 다.

상자 선정 원회를 구성하는 학교는 36개교로, 이 경우 선정 원에는 치료교육교사, 치료교육

활동 련부서의 부장교사, 교감, 담임특수교사, 학교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선정 원회의 역할은 “ 상

자 선정을 한 과정을 계획, 실행, 총 한다”가 51.4 %로 가장 많았으며, “선정 원회는 있으나 형

식 인 면이 많다”가 28.6 % 다. 특별히, 특정학생에게만 치료교육을 실시하는 18개교의 경우, 선정

원회를 구성하는 학교는 5개 으며, 선정 원은 주로 치료교육교사와 련 부서의 부장교사 다.

5. 치료교육활동시간 운  황

가. 치료교육활동 목표수립을 한 정보수집 내용

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치료교육교사 78명이 응답한 정보수집 내용에 한 복응답 결과 

<그림 - 6>을 살펴보면, 담임특수교사의 자문과 진단평가 결과를 통한 정보수집이 각각 85.9 %와 

83.3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담임특수교사가 작성한 상학생의 IEP는 60.3 %, 반면 병원 진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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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조기교육 는 타 교육기 의 기록은 26.9 %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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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6> 치료교육활동 목표수립을 한 치료교육교사의 정보수집 내용( 복응답 가능)

나. 치료교육교사가 제공받는 담임특수교사의 지원

등부 과정 담당 치료교육교사가 있는 78개교의 치료교육교사들은 담임특수교사로부터 

<표 - 8>과 같이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하 는데, 치료교육교사  83.3 %가 담임특수교사로부터 “교

실 내 학생수행에 한 정보  환경 , 상호작용  특성에 한 정보를 제공받는다”고 하 고, “교실 

내에서의 교육목표와 내용, 이와 련한 치료교육  요구에 한 정보를 제공받는다”에도 각각 55.1 %

가 응답하 다.

<표 - 8> 치료교육교사가 제공받는 담임특수교사의 지원( 복응답 가능)
N= 78명

지원 내용 빈도(명) 비율(%)

교실 내 학생수행에 한 정보  환경 , 상호작용  특성에 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65 83.3

교실 내 상 학생의 교육목표와 활동 내용에 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43 55.1

학생의 IEP, 교육과정과 련하여 치료교육  측면에서의 학생 요구에 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43 55.1

치료교육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집 인 치료교육활동의 교육  성과를 

자연  교실 환경 내에서 찰, 평가한 결과에 해 정보를 제공받는다.
32 41.0

특별한 지원이 없다. 4 5.1

다. 담임특수교사의 치료교육활동시간 운 을 한 치료교육교사의 지원

<표 - 9>는 담임특수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치료교육활동시간 운 을 한 치료교육교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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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 제공 황으로, 담임특수교사가 치료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55개교의 치료교육교사들이 응

답하 으며 그  2명은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다.

가장 많은 응답자인 70.9 %의 치료교육교사가 담임특수교사에게 “비공식  자문을 통해 치료교

육활동과 련한 교육과정, 재방법  학생수행 정도에 해 부분 으로 안내한다”고 응답하 다. 두

번째로는 가장 소극 인 형태로서의 지원으로 “담임특수교사가 원한다면, 개별학생들의 치료교육활동 

련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가 47.3 %를 나타내었다. 공식  의를 통한 지원은 9.1 %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 다.

<표 - 9> 담임특수교사의 담당 치료교육활동시간 운 을 한 치료교육교사의 지원 제공 

황( 복응답 가능)
N= 55명

지원 내용 빈도(명) 비율(%)

담임특수교사가 원한다면, 개별학생들의 치료교육활동 련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6 47.3

치료교육실과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장애학생들의 치료교육활동에 한 

참   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7 30.9

비공식  자문을 통해 치료교육활동과 련한 교육과정, 재방법  학생 

수행 정도에 해 부분 으로 안내한다.
39 70.9

매주 는 매월 치료교육활동 련 지도내용에 해 서신지원을 한다. 5  9.1

교실 내 개별 학생들의 치료교육활동 지도를 해 교사연수를 실시한다. 13 23.6

교실 내 개별 학생들의 지속 인 치료교육활동 목표 성취를 해 공식 으로 

의한다.
 5  9.1

특별한 지원이 없다.  2  3.6

6. 치료교육활동의 문제와 개선에 한 치료교육교사의 자유 응답

가. 교육과정 심의 치료교육활동 운  체제에 한 의견

<표 - 10>은 “외국의 경우, 련 서비스에 속해 있는 치료교육활동이 우리나라 특수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별도의 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련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자유롭

게 기재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해 치료교육교사들이 자유기술한 의견을 핵심견해에 따라 정리한 

결과이다.

치료교육교사들은 교육과정상 별도의 역설정  시간편제, 즉 교육과정 심의 치료교육활동 

운  체제는 근성 용이, 사교육비 경감, 수혜율 증가, 교육과정상 치료교육활동의 요성 반 과 같

은 장 이 있다는 의견(11명)을 나타내었다. 반면 모든 학생이 정해진 시간 로 외부조건에 따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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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필요는 없으며 개별  요구에 따른 서비스, 체계 이고 직 인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8명)는 주

장도 있었다. 5명이 개념 인 면에서 치료교육활동은 교육  근으로 특수교육과 별개의 것이 아니며, 

다른 교과나 특별활동, 재량활동과 상호보완  융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와는 조

으로 개념 인 모호성 문제 해결  문성 강화가 필요한데 역별 문화와 문성을 갖춘 치료교육

교사를 통해 의학  문성을 근거로 한 치료 서비스와 력  의 한 문가로서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에 10명이 응답하 다. 이와 같은 응답은  교육과정 심의 치료교육활동 운 체제에 

한 장 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 들과 련하여 변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하

는 등 재 특수교육 장에서 치료교육에 해 합의되기 어려운 이견들이 비 있게 실재함을 나타내

는 한 가지 입증자료로 볼 수 있다.

<표 - 10> 교육과정 심의 치료교육활동 운  체제에 한 자유 응답 분류
N= 37명

 치료교육교사들의 자유 의견 빈도(명)

․교육과정 심의 치료교육활동 운  체제(치료교육활동의 교육과정 역설정  

시간편제)는 여러 장 을 가지고 있다.

 - 근성이 용이함        - 치료교육 수혜율을 높일 수 있음

 - 사교육비 경감          - 치료교육활동의 요성이 교육과정에 반

11

․교육과정 심의 치료교육활동 운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

 - 모든 학생이 정해진 시간 로 외부조건에 따라 교육받을 필요는 없음.

 - 개별  요구에 따른 서비스 가능   - 체계 이고 직 인 지원이 가능

 8

․치료교육활동은 교육  근임으로 교육과정 심의 운 이 바람직하다.

 - 의료  서비스가 아닌 교육  근으로 특수교육과 별개의 것이 아님

 - 교육  근으로 인  발달에 도움을 

 - 다른 교과나 특별활동, 재량활동과 상호 보완  융합이 가능

 5

․치료교육 개념의 모호성 문제 해결의 필요성  치료교육교사의 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 역별 문화를 통해 문성을 갖춘 치료교육교사가 필요

 - 의학  문성을 근거로 한 치료 서비스가 가능해야 함

 - 치료교육교사가 교육과정에 있어 각 역의 문가로 력  에 참여할 수 있는 

문성을 갖추어야 함

10

․교육과정 심의 치료교육활동 운  체제가 우리나라 상황에 합하다.

 - 교육재정확보가 어려운 우리나라 상황에 알맞은 체제
 2

․기타

 - 특수학  학생들의 필요를 감안하여 환이 필요
 1

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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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학생들의 요구에 합한 치료교육활동 제공에 한 의견

특수학교 내 장애학생들의 요구에 합한 치료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해서 개선되어야 할 

에 해 치료교육교사들은 <표 - 11>과 같은 의견을 보 다. 치료교육교사 수 증원  수업시수 확

에 가장 많은 의견(55명)을 보 으며, 이를 해 장에 맞는 특수교육진흥법의 치료교육교사 배치 기

 개정, 개별 치료를 한 수업시수 확보, 학 인원 감축 등의 의견을 제시하 다. 그 다음으로 18명이 

교사 자격  연수 기회를 통한 역별 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15명은 담임 

 학부모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자유의견을 체제 인 변화, 문성 확보, 력을 한 

노력  기타로 핵심견해에 따라 분류해 본 결과, 교사수 증원이나 시설․설비 확충, 지역사회와의 연

계나 교류의 확 , 행․재정  지원 확 와 같은 체제 인 변화의 필요성에 해 가장 많은 의견을 보

이고 있었다.

<표 - 11> 장애학생들의 요구에 합한 치료교육활동 제공을 한 개선 에 한 자유 응답 

분류( 복응답 가능)
N= 63명

치료교육교사들의 자유 의견 빈도(명) 구 분

․치료교육교사 수 증원  수업시수 확

 - 장에 맞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치료교육교사 배치기 ), 개별치료를 

한 수업시수 확보, 학  인원 감축

․교재 교구  시설․설비 확충

․지역사회(병원, 복지 , 일반학교)와의 연계, 교류의 확

․행․재정  지원 확

․기타 치료교육 역의 필요

․보조교사제 실시

55

9

6

5

4

2

체제 인 

변화

․치료교육교사의 문성 확보

 - 교사 자격, 연수 기회를 통한 역별 문성 확보

18
문성 확보

․담임  학부모와의 연계

 - 의사소통  정보교환, 연수

․학교장의 인식 개선

15

6

력을 한 

노력

․특수학   ․고등학생을 한 치료교육기회 확

․치료교육활동 운  방법에 한 다각  연구 필요

․담임특수교사를 한 학양성체제의 변화

 - 치료교육활동 과목수강 기회 제공

2

1

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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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제언

본 연구는 국가수 의 특수학교 교육과정 안에 하나의 역으로 설정된 특수학교 치료교육활동

의 구체 인 실시 황과 운 의 문제 , 개선방안을 치료교육교사를 상으로 하여 국 82개교 특수

학교 등부 과정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교육과정상 편제된 치료교육활동시간을 모두 치료교

육교사가 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체로 담임  교과 담을 맡고 있는 특수교사들이 그 시간

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인 자원부의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법  치료교육교

사 정원 기 에 따른 치료교육교사 배치율은 97.7 %로(교육인 자원부, 2003. 8) 이를 감안해 보면, 

의 결과는 법  치료교육교사 배치기 과 교육과정 운 상의 수업시수 기 이 심하게 불일치하고 있음

을 여실히 보여 다. 개인 장애학생들의 치료욕구보다는 교육과정 운 을 한 교사들 간의 수업시수 

조정  치료교육교사와 학생수 비율과 같은 외부 인 조건이 강조되었으며, 특수교사 양성과정에서 

치료교육에 한 교육을  받지 못한 특수교사들이 그 시간을 담당하게 되는 문제 을 드러내고 있

었다. 

치료교육활동시간을 치료교육교사와 담임특수교사가 함께 담당할 때, 그 담당 형태는 주로 

편제된 시간을 나 어 운 하거나 역별로 운 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 3>참조). 치료

교육교사가 학 의 특정학생을 개별지도할 경우 담임특수교사가 나머지 학생을 담당하는 형태도 

그 비율이 49.1 %이었다. 이 때 나머지 학생들의 수업시간 역시 치료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담

임특수교사 재량의 시간으로 운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풀 아웃(pull-out)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경우, 개별 으로 용되는 치료 서비스 상 학생 외의 다른 학생들을 담임특수교사들이 담당

하고 있어 형식 인 면에서 우리나라 상황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다(Beck & Dennis, 1998, 

Borsch & Oaks, 1992).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정상 치료교육활동시간이 편제되어 있어, 특정

학생들이 치료교육교사로부터 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 학 의 나머지 학생들의 수업시간도 치료교육

활동시간이라는 을 주목하여야 한다. 그 치료교육활동시간을 운 해야 하는 담임특수교사들이 어떠

한 내용과 방법으로 치료교육활동시간을 운 해야 할지에 해 아무런 지침과 감독  지원이 없는 가

운데 방치와 혼란이 있는 것이다(Campbell, 1987; Cooper, 1991). 물론, 한 학  학생이 모두 치료교육

활동이 필요한 것처럼 시간표상에 한 수업시간으로 편제된 것이 과연 한 것인지 우선 질문하여야 

한다.

특수학교에 배치된 치료교육교사들  43.3 %가 등부 뿐 아니라 다른 과정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수는 학  담임이나 다른 교과를 담당하고 있었다. 치료교육교사 부분

은 모든 역을 통합한 치료교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교육활동의 활성화를 

해 가장 시 한 문제가 치료교육교사의 증원 배치라는 주장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  증가가 만

족스런 치료의 질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사항이다. 문 인 치료

교육활동의 여러 역들( :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한 치료교육교사가 문성이 부족한 

가운데 담당한다는 것은 학생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치료교육교사는 개별치료 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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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이 보장되는 사람이어야 하고,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어야 하며, 재의 치료교육교사 자격증도 세부 공분야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체제가 마련

되어야 한다. 한 치료 문성과 특수교육 문성에 한 과 이 두 문성의 계도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다. 치료 문성이 특수교육 학교환경에서 용되는 ‘치료교육( 재 체제에서의 용어)’ 문성

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재 치료교육교사의 양성과정, 자격요건  배치기 , 치료교육 달체

제 등에 한 다양한 입장과 불일치한 의견들이 수렴될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치료교육교사 정체성이 

‘치료사’와 ‘교사’라는 두 문가 사이에서 최선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Ehren, 2000; Elksnin 

& Capilouto, 1994). 치료, 특수교육  치료교육에 한 다양한  정리는 학교환경에서의 합한 치

료제공 모델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정리되어야 할 과제이다.

특수학교 등부 학생들에게 치료교육교사가 제공하는 치료교육 제공율을 살펴 본 결과, 모든 

학생들이 교육과정상 편제된 모든 치료교육활동시간에 치료교육교사로부터 치료교육을 제공받지 못하

고 있음을 확인하 다. 교육과정상 편제된 시간  일부 시간에, 는 일부 학생에게만 치료교육교사가 

치료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 된다는 것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상 공통된 시간으로 편제

된 치료교육활동시간의 의미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 별 집단지도의 형태로 운 을 할 것인가, 

는 특정학생들에게만 집 으로 치료교육을 제공할 것인가, 각 학교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특수학교에서 운  인 치료교육활동 역은 언어치료가 89.6 %로 가장 많았고, 감각․운동․

지각 훈련, 작업치료, 물리치료 순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치료교육 역에 한 요구를 

반 한 결과이다. 장애아동 부모들의 욕구 조사에서는 장애 등학생 부모의 60 %가 치료교육  언어

치료를 우선 으로 받고 싶다고 하 으며(김 태, 2005), 특수교사들의 련서비스에 한 요구를 조사

한 황복선․김수진(2003)의 연구에서 특수교사들은 담당 학생들에게 가장 필수 인 서비스 역으로 

일상 응훈련 분야, 언어청각훈련 분야를 지 하 다. 치료교육활동 역 결정 고려사항에 한 우선

순 에 있어서 치료교육교사들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장애특성이 가장 우선 이라고 응답하 으나, 치

료교육교사와 학생수 비율, 학부모 요구도 요한 고려사항이었다. 반면, 치료교육담당 교원의 공과 

학교장의 교육철학은 많이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 인 치료교육활동 운 체제 결정 요인에 한 우선순 로 선택  치료교육활동과 치료교

육기회 확 가 가장 높은 순 를 보 다. 교육과정 개정과 련하여 강조되고 있는 선택  치료교육활

동이란, 장애 역 심이 아닌 개별학생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보다 다양한 역과 내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으로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의 개별 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학생들

에게 치료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학생을 한 집  

치료교육활동  교사들 간의 수업시수 조정 요인 한 높은 우선순 를 나타내고 있어, 학생들의 요구

보다는 기 의 조직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료교육 상자 선정이란 치료교육교사의 치료교육활동 수업시간  가, 어느 역의 치료교

육을 받게 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으로, 주로 담임특수교사의 선별 평가  추천 차와 치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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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심의 진단평가, 결정된 치료교육활동 역별 학생수 조정과정을 거쳐 상자를 선정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특정 학생에게 집 인 치료교육만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18개교의 경우, 선정 원회

를 구성하는 학교는 5개교 밖에 없었으며, 원은 주로 치료교육교사와 련부서의 부장교사 다. 개인

학생들의 치료교육 욕구를 선별하고 진단하기 해 치료교육교사와 담임교사, 학부모간의 력 인 진

단평가 과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치료교육교사들이 담당하는 치료교육활동 시간의 운  황을 조사한 결과, 다양한 정보수집 과

정을 통해 목표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담임특수교사와의 상호지원 면에서는 담임특수

교사로부터 교실 내 학생 수행  특성에 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었다. 반면, 담임특수교사의 치료교

육활동시간 운 을 해서는 비공식  자문을 통한 부분 인 안내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2004)의 보고에 따르면 한 학생이 한 역의 치료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치

료교육교사 한 명당 담당해야 할 학생수는 70명으로, 이 학생들을 한 치료교육계획  시간 운 계획

을 작성하고 지도, 평가하는 일 외에 담임특수교사를 공식 으로 지원할 만한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담임특수교사의 요구에 따라 부분 인 안내를 한다든가, 치료교육활동 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식의 소극 인 지원 밖에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문 인 치료교육교사(치료사)의 증원을 지속 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재의 상황으로는 

실질 인 치료교육활동시간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특수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과도기 으로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재로서는 치료교육교사들의 학교 내 역할에 한 규정이 없지만(심

섭, 1999), 학  내에서 발생하는 자연 인 기회를 통해 학생들의 치료교육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

록 하는 통합된 치료 모델(integrated therapy model) 하에 치료교육교사와 특수교사의 력  자문  

력  역할 수행을 기 할 수 있겠다(박승희, 2003; 박승희․장혜성, 2003; Prelock, 2000; Rainforth & 

York, 1987; Snell & Janney, 2000).

미국의 경우 학교환경에서의 합한 치료 제공에 해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최선의 제공 모

델을 탐구해온 결과, 학문  근을 통하여 교육과 치료의 통 인 문성을 뛰어넘어 교사와 치료

사들이 ‘역할의 양도(role release)’를 실행함으로써(박승희․장혜성, 2003; Lyon & Lyon, 1980) 극

인 력 계를 강조하고 있다(Harn, Bradshaw & Ogletree, 1999; Inge & Snell, 1985; Lyon & Lyon, 

1980). 이러한 추세는 교실활동과 아무 연 성이 없이 분리된 치료실에서 제공되는 언어치료의 안으

로 교사와 언어치료사의 력에 기 한 ‘교실 심 언어 재’를 출 시킨 배경이 되며, 교실 심 언어

재는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풀 아웃 언어치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된다(박승희, 2003).

치료교육활동 시간의 교육과정 편제, 학생들의 요구에 합한 치료교육활동 제공을 한 개선

에 한 자유기술 내용은  교육과정 심의 교육  근을 찬성하는 의견과 치료교육 개념의 모호성 

문제와 련한 새로운 체제의 필요를 강조하는 의견으로 거의 반반 나뉘었다. 이는  교육과정 심

의 근이 갖는 장단 을 모두 나타내는 결과로서 치료교육의 양   질  제고를 해 발  방향성

을 설정할 때 재로서는 문가들 사이에 합의도출이 매우 어려울 것을 보여주는 한 라고 볼 수 있

다. 치료교육교사들은 치료교육활동 운 의 개선 으로 치료교육교사수 증원  수업시수 확 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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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장 많이 주장하 고, 이와 함께 치료교육교사의 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 다. 박승희와 동

료 연구자들(2001)은 ｢특수교육발  5개년(2003 - 2007) 종합 책 수립을 한 기 연구｣에서 치료교육

의 근성 증 와 질  강화를 학생들의 교육성과 최 화를 한 한 발 과제로 지 하 다. 

특수교육 상자의 부분은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역의 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나, 우리나

라에서는 재까지 치료교육이 법  근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역이며, 특수교육 상자들에 의해 

많이 요구되는 련 서비스이다. 한 특수학교는 장애학생들에게 공교육 체제 내에서 치료교육을 무

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교육환경이었으나, 2005년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법률 제 7395호, 

2005. 3. 24)으로 특수학 에서도 치료교육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학교환경에서의 치료교육 제공은 

치료교육교사의 법  배치기   교육과정의 편제와 같은 근거로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근거들은 개인학생들의 치료 욕구를 합하게 충족하기에는 아직은 미약한 수 이며, 오히려 치

료교육활동 운  반에 여러 가지 문제들( : 치료교육교사의 배치기 을 학 수 단 를 근거로 한 

, 그 교사 배치기 에 근거한 치료교사수는 교육과정상 편제된 치료교육 시간을 학생에게 합하게 

제공하기에는 심한 부족을 보이는  등)을 야기시킨 근원이 된 을 안타깝게 지 할 수 밖에 없다. 

궁극 으로 개인학생들의 치료 욕구에 한 한 진단평가에 따라 합한 치료를 학교환경에

서 최선으로 제공하기 한 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선은 재 국 특수학교 환경에서 무상으로 제공

하고 있는 치료교육 제공에 한 상세하고 정확한 기 자료를 요구한다. 본 연구는 국 특수학교 치

료교육교사를 상으로 등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치료교육활동 운  실태를 상세히 조사함으로써 학

교환경에서 장애학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치료교육(치료)에 한 첫 번째의 상세한 국자료

를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이제까지 특수학교에서만 제공되었던 치료교육이 일반학교 특수학 으로까

지 확 되는 2005년 이 시 에 학교환경에서 양질의 치료교육 제공을 한 구체 인 방안을 마련하기 

해서는(박승희, 2002) 동시에 재까지 재된 치료교육 련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을 한 심각한 노력

이 요구된다. 

치료교육의 정체성 재조명 문제, 치료와 치료교육의 개념  용어정리의 문제, 치료사인가 혹은 

치료교육교사인가의 문제, 치료와 특수교육 문성의 개념화  다양한 입장의 조정, 기존의 치료교육

교사 양성학과의 개편, 자격과 배치의 법  기 들의 개정, 치료교육교사 양성에 한 다양한 이해집단 

문가들 사이의 잠재  긴장 해결, 기존 치료교육교사의 재교육  자격증 개편 문제 등 매우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하여 직․간 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특수학교의 치료교육활동 운  실태 자료는 개인학생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학교환경에서 최선으로 제

공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을 한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교 환경에서 치료를 필요

로 하는 학생에게 치료 기회의 양  증   질  제고를 한 과도기  임시 조치 방안 마련, 단기  

장기 책 마련과 법   정책  지원 근거를 강구하기 해서 특수교육  치료 분야 문가들 사

이에 활발하고 지속 인 논의의 장을 열고, 학교에서의 최선의 치료제공 모델 개발을 한 정책 개발 

 연구를 구하는 한 자극제로 작용하기를 기 한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지면 계상 우선 치료교육교사 상으로 치료교육활동 황과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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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질문한 결과만 제시한 것을 들 수 있다. 재 학교환경에서 제공되는 치료교육의 제반 문제들

에 한 정확한 진단과 개선 방향 수립을 해서는 학부모  더 많은 다른 련 문인들 조사가 후속

연구에서 요구된다. 한 응답자 집단이 치료교육교사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치료교육활동 실시의 구

체 인 개선안에 해서는 상세한 질문을 하지 않았고 개방문항으로 신하 다. 질문지 응답자들이 

재 특수학교의 치료교육교사들로서 이들의 부분이 4년 학부과정 동안 교직과정과 8개 치료교육 

역들을 모두 다루는 양성 교육과정을 거쳐서 배출된 치료교육교사들이란 특성을 고려하여 치료교육 

문성에 한 직 인 설문을 피했다는 을 밝힌다. 한 본 연구의 은 특수교육 학교환경에서 

제공되는 치료교육의 제반문제의 해결을 한 개선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개선안 도출을 

한 행 치료교육의 문제를 정확히 악하기 한 국 특수학교 치료교육 제공 실태자료를 제공하는 

데 을 두었다. 이러한 정확한 황자료를 기 로 행 치료교육 문제의 해결방안 마련과 최선의 

치료교육제공 모델 개발을 향하여 활발한 논의의 장을 열고, 다른 입장의 의견들이 개진되고 수렴되어 

최선의 책들이 도출되는 것을 강화하기 해서 진행되었다.

참 고 문 헌

교육부(1998). 특수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8 - 11호, 별책1, 2). 서울: 교육부.

교육인 자원부(2003. 8). 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03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서울: 교육인 자원부. 

교육인 자원부(2003). 특수교육 발  종합계획(’03～’07). 서울: 교육인 자원부.

교육인 자원부(2004. 10). 특수교육 발  종합계획(’03～’07) 수정안. 서울: 교육인 자원부.

김민동(1999). 정서장애학교의 치료교육활동 황 분석 연구. 구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김병하(1991). 기조강연: 특수교육과 련 서비스. 특수교육학연구, 12, 109-118.
김 태(2005). 특수교육 장에서 치료교육 제공의 문제   문가 양성 방안. 특수교육 장에서 바

람직한 치료교육교사 양성 방안. 서울: 장애아이 we can.

노은희(2000). 정신지체학교 언어치료교육 활동의 개선방안에 한 연구. 단국 학교 특수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박승희(1996). 일반학 에서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한 특수교육 교사의 역할.  등교육연구, 10, 
177-197.

박승희(1997). 도장애학생을 한 교육과정의 최선의 실제. 특수교육논총, 14(2), 1-28.
박승희(2001). 한국 특수학교의 정체성과 역할에서의 새로운 선택. 특수교육학연구, 36(1), 1-28.
박승희․강 택․박은혜․신 기․이효신․정동 (2001. 11). 특수교육발  5개년(2003 - 2007) 종합

책 수립을 한 기 연구. 서울: 교육인 자원부.

박승희(2002). 장애학생의 교육과정  통합을 한 일반학교의 학교수  교육과정 계획모형. 특수교육

학연구, 37(1), 199-235.



한국 특수학교 등부의 ‘치료교육활동’ 실시 황과 쟁

125

박승희(2003). 한국 장애학생 통합교육: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계 재정립. 서울: 교육과학사.

박승희․장혜성(2003). 통합교육 환경에서 교사와 언어치료사의 력  역할 수행. 언어청각장애연

구, 8(1), 117-143.
박은혜(2000). 지체부자유아동의교육을 한  근법. 교육과학연구, 31(1), 75-79
심 섭(1999). 언어치료교육의 연구 동향과 과제. 특수교육과 치료교육의 연구 동향과 과제. 서울: 단

국 학교 특수교육연구소.

이규식․강수균․ 헌선․한경임(2000). 치료교육활동 교육과정 운 방법. 구: 구 학교출 부.

이유훈․김계옥․정동일․정희섭(2002a). 특수교육기  운 실태 분석(Ⅰ).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이유훈․김계옥․정동일․정희섭(2002b). 특수교육기  운 실태 분석(Ⅱ).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헌선(1997). 치료특수교육과 련된 법 , 제도  문제 과 개선방안. 특수교육연구, 20, 183-204.
헌선(1999). 치료교육활동 교육과정의 성격  운  체제 구안. 특수교육연구, 22, 57-76.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2004).  국특수교육요람. 서울: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홍주난(2001). 정신지체학교 언어치료교육활동의 효율 인 운 방안 연구. 구 학교 특수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황복선․김수진(2002). 장애재활을 한 련서비스 달체계의 이론  기  정립. 언어청각장애연

구, 7(3), 233-251.
황복선․김수진(2003). 지역 내 력 인 특수교육 로그램 제공을 한 교사 재교육 모형의 개발. 

특수교육학연구, 38(3), 379-402.
황이섭(2000). 정신지체학교 치료교육활동의 실태  활성화 방안. 구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Beck, A. R. & Dennis, M.(1998). ‘Speech-language pathologists’ and ‘teachers’ perception of 

classroom-based intervention.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28, 

146-153.

Blosser, J. L. & Kratcoski, A.(1997). PACs: A framework for determining appropriate service 

delivery option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28, 99-107.

Borsch, J. C. & Oaks, R.(1992). Effective collaboration at central elementary school.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23, 367-368.

Campbell, P. H.(1987). The integrated programming team: An approach for coordinating professionals of 

various disciplines in programs for students with severe and multiple handicaps.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12(2),  107-116.

Cooper, C. S.(1991). Using collaborative/consultative service delivery models for fluency intervention and 

carryover.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22, 152-153.

Ehren, B. J.(2000). Maintaining a therapeutic focus and sharing responsibility for student success: 

Key to in-classroom speech-language service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31, 219-229.



언어청각장애연구

126

Elksnin, L. K. & Capilouto, G. J.(1994). Speech-language pathologists' perceptions of integrated 

services delivery in school setting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25,  219-229.

Giangreco, M.(1990). Making related service decision for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Roles, 

criteria, and authority.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15(1), 22-31.

Harn, W. E., Bradshaw, M. L. & Ogletree, B. T.(1999). The speech-language pathologist in the 

school: Changing roles. Intervention in School and Clinic, 34(3), 163-169.

Inge, K. J. & Snell, M. E.(1985). Teaching positioning and handling techniques to public school 

personnel through inservice training.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10(2), 105-110.

Lyon, S. M. & Lyon, G.(1980). Team functioning and staff development: A role releasing approach 

to provide integrated educational services for severely handicapped student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5, 250-263.

Prelock, P. A.(2000). Multi perspectives for determining the roles of speech-language pathologists in 

inclusionary classroom.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31, 213-218.

Rainforth, B. & York, J.(1987). Integrating related services in community instruct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12, 190-198.

Rainforth, B., York, J. & MacDonald, C.(1992). Collaborative teams for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Baltimore, MD: Paul H. Brookes.

Snell, E. R. & Janney, R.(2000). Collaborative teaming: Teacher’s guides to inclusive practices. 

Baltimore, MD: Paul H. Brookes.



한국 특수학교 등부의 ‘치료교육활동’ 실시 황과 쟁

127

▸게재 신청일: 2005년 5월 13일
▸게재 확정일: 2005년 7월 19일

▸박승희(교신 자): 이화여자 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e-mail: seunghee@ewha.ac.kr
▸김 란(공동 자): 서울 정인학교 특수교사, e-mail: present5@unitel.co.kr

ABSTRACT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rapeutic Education Activity’ in Korean Special Schools 

Seung Hee Park

(Dept. of Special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Young Ran Kim

(Jeongin Special School)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therapeutic education 

activity’ which is one area of the Korean national special school curriculum, in the special elementary 

schools. The respondents were 82 therapeutic education teachers in 82 special schools. The responses 

to the survey were examin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d the answers to the open-ended question 

were categorized by themes. In particular, the present background of therapeutic education teachers, 

the possible service ratio of the therapeutic education activity, the main area and the management 

of therapeutic education activity implementation, the decision-making procedures for service recipients 

and the scheduling of therapeutic education activities were examin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1) there was disagreement about the legal standards of placing the therapeutic 

teachers and required times for therapeutic education activities on the national special school 

curriculum; 2) there was the lack of guidelines on supervision and support for the classroom teachers 

who play a therapeutic teachers’ roles; 3) there was a shortage of qualified therapeutic teachers; 4) 

selecting the therapeutic education areas based on individual students’ needs; 5) passive mutual 

interactions between special education and therapeutic teachers in implementing therapeutic education 

activities; 6) collecting the problems and issues of the current therapeutic education activity as 

identified by the respondents.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need for increasing opportunities and enhancing appropriate 

therapeutic education for individual students in the special schools. 

Key Words: therapeutic education activity, therapy, therapeutic education teachers, therapist,

related service, special school curricul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