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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청각장애연구 , 2008, 제13권, 제3호, 524-540. 배경  목 : 본 연구는 최근에 마련된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에서 제시한 련서비스에 해 문가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서 특

수교육과 치료서비스 간의 달체계, 지원내용  방법에 한 제안과 요구들을 분석하 다. 방법: 

질문지를 개발하여 6인의 문가들을 방문하여 개별면담을 하 다. 면담내용은 상자들의 동의하

에 모두 녹음한 후 일주일 이내에 사하 으며, 사자료는 연속  비교법에 따라 부호화(coding)

하 고, 부호들(codes) 간의 연속 인 비교를 통해 주제와 하 주제를 도출하 다. 결과: 3개의 주

제와 12개의 하 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주제인 치료지원의 달체계에 해서는 지원센터의 설

치, 문요원 배치, 지역사회 유 시설 활용, 체계  리  유 부서와의 력이 고려되어야 하

며; 둘째 주제인 치료지원의 내용에 해 문요원의 자격기 , 문요원 확보  고용안정 책, 

필수치료 서비스 범 , 선별진단검사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끝으로 셋째 주제인 치료지원의 

방법에 해 교육과정과의 융합, 문가간 력, 치료서비스의 범  그리고 제한  바우처 제도의 

활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하 주제들이 도출되었다. 논의  결론: 본 연구의 각 치료지원 역의 

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하여 학교 장에서 어떻게 바람직한 치료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한 방안을 제시하 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겠다. 

핵심어: 장애인등에 한 특수교육법, 련서비스, 치료지원, 언어치료

Ⅰ. 서 론

최근에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2007. 5)에서는 

련서비스(related service)의 개념을 도입하여 “ 련서비스란 특수교육 상자의 교육을 효율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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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기 하여 필요한 인 ․물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

인력지원, 보조공학기지원, 통학지원  정보 근지원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치료지원과 련하

여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기하 다(1장 2조). 련서비스는 특수교육

이 일반교육과는 다른 특수성을 잘 드러나게 하는 특별 지원 활동임과 동시에 특수교육 상학생들의 

장애조건을 보상, 교정  개선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활동이다(국립특수교육원, 2007). 장애학생

들은 자신의 장애특성과 정도에 따라 요구되는 련서비스는 다양하며 특수교육 장에서는 련서비

스가 우선순 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 장애특성이나 정도에 따라 필요한 련서비스를 결정하

고 서비스 역간의 역할을 설정하여 력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특히 장애정도가 도․ 복화될수

록 다양한 유형의 련서비스가 필요하므로 개별 인 장애특성과 정도에 따라 련서비스 역이 달

라져야 한다(한 민, 2001). 미국이나 국 등 선진국에서는 특수교육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개별아동

에게 필요한 역의 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련서비스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국립특수

교육원, 2005). 미국은 2004년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IDEA 2004, PL 108-446)에서 “발달 , 교정  는 여타의 지원 인 서비스들로서 장애학생이 특수교

육에서의 이 을 얻도록 도움을 주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수교육과 련

된 서비스의 내용에는 교통, 언어치료와 청능학 서비스, 통역 서비스, 심리학 서비스, 물리  작업치

료, 치료 크 이션을 포함하는 크 이션, 사회사업 서비스, 학교 간호 서비스, 재활상담, 방향정

와 보행 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이 있으며 아동기 장애조건의 조기 별과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국

립특수교육원, 2007). 련서비스는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상자가 자신의 독특한 ‘개별  요구’에 ‘

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하기 한 조치의 하나인 것이다(Turnbull et al., 2002). 따라서 

련서비스는 특수교육과의 연  속에서 학교 체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형태로 인식되어

야 하며(한경근, 2007), 장애학생이 특수교육을 통해 얻는 교육  이익을 극 화하는 데 그 목 이 있

다(한 민, 2001, 국립특수교육원, 2007 재인용).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시․도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자, 특수학교( )교사, 특수교육 상학생 학부모를 상으로 실시한 특수교육 련서비스 요구조사 

 지원방향에 한 설문조사 결과(국립특수교육원, 2007)에 따르면, 치료지원부분에서 치료지원 요

구 우선순 에 해 응답 집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체 으로 ‘언어치료’에 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지원 제공의 형태에 해서는 ‘부모와의 IEP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안을 가장 많이 선택하 다. 한, 치료지원 담당인력의 배치방법에 해서는 각 집단별로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응답하 는데, 특수학교에 소속된 리자와 교사는 ‘학교에서 배치’되

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장학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는 ‘지원센터에서 배치’되기를 원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시 가장 시 한 사항에 해서는 모든 응답 집단에서 1순 로 

선택한 것이 ‘ 산확보’ 고, 다음으로 ‘치료지원 담당 인력 배치  고용’을 선택하 다. 치료지원 

문요원의 자질에 해 모든 응답 집단에서 ‘주요 치료 문요원에 해서는 “학교(물리, 작업, 언어, 

청능 등)치료사” 국가자격제도를 두어 문요원의 자질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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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문요원의 자격수 에 해서 ‘해당 자격증 소유자 + 4년제 학졸업수 의 학  소유자’이어

야 한다는 안을 가장 많이 선택하 다. 치료지원 기 과의 달체계 구축의 성에 해서 90%가 

‘바람직하다’고 선택하면서 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아울러 력체

계를 이루는 방안에 해서는 교육부 감독과 보건복지부 감독에 한 응답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으

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하여 치료지원이 이루어질지라도,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보건복지부  

련유 기 과 상호 력된 치료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제도에서의 련서비스의 달은 최근의 통합교육의 향으로 공교육 내에서 교육 로그

램을 지원하는 모형으로 발 되었다(Williams et al., 1990). 통합치료의 모형은 학문  서비스 달

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특별히 기능  서비스의 제공을 한 환경  맥락을 강조한 모형으로 개발되

었다(Giangreco, York & Rainforth, 1989). 즉, 학  내에 일어나는 활동 사이의 이동시간이나 심시

간에 식당으로 이동하는 시간 동안 훈련이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치료모형의 틀 속에서 각 장

애아동에게 필요한 련서비스 역은 개별 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학교에서 일하는 련 치료서비

스 문가는 최 한 장애학생의 교실에나 생활 속에서 서비스가 실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 치료서비스 달체계에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각자의 치료서비스를 자체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치료인 라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학교가 지역사회

로 나가 치료서비스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재와 같은 ‘1 치료교사 → 多 학생’ 서비스 체계

를 ‘多 치료사 → 1 학생’ 서비스체계로 환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 다(김주 , 2007).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 에서 치료지원에 해 제28조에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한 구체 인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수교육 

련서비스 지원에 해 제11조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존의 180개의 특수

교육지원센터는 형식 인 운 과 담인력 배치에 불균형 등으로 구체 인 운 규정이 요구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육 련서비스에 한 구체 인 내용과 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한 요구조사의 일환으로 련서비스의 문가들을 상으로 심층면 을 실시한 후, 학교 내 련

서비스 문가들의 활동과 련된 요소들을 분석하 으며, 장애인을 한 질 인 특수교육 련치

료서비스의 달체계와 지원방법  내용에 한 구체 인 실천방안을 살펴보고자 하 다. 

Ⅱ. 연구 방법 

1. 면담 참여자 

새 특수교육법에서 련서비스에 명기된 물리, 작업치료 역의 문가와 특수교육 장의 문

가 이외에 선행연구인 특수교육 련서비스 설문조사(국립특수교육원, 2007)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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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 역의 문가와 언어와 련된 청각분야의 문가를 포함하 다. 본 연구에 <표 - 1>에 제

시한 바와 같이 5인의 교수와 1인의 장애 담 어린이집 원장이 참여하 다. 

<표 - 1> 연구 참여자

문가 기호 성별 연령 련 역 근무기 자격증  경력*

P1 여 42 특수교육 학교수 특수교사, 13년

P2 남 43 언어치료 학교수 1  언어치료사, 7년 

P3 여 55 유아특수교육 장애 담 어린이집 원장 특수학교 교장, 10년

P4 여 36 물리치료 학교수 물리치료사, 10년

P5 여 42 작업치료 학교수 작업치료사, 11년

P6 여 36 청각학 학교수 1  청각사 

 

* 임상  교수 근무경력을 포함함. 

2. 자료수집 차

가.  면담 질문지 작성 

면담 질문지 개발을 하여 장애아동을 둔 부모와 련서비스 부분에 종사하는 문요원들을 

상으로 특수교육 련서비스 요구조사  지원방향에 한 선행연구(국립특수교육원, 2007)를 근거

로 하 다. 설문조사내용  치료지원에서 ‘언어치료’에 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IEP회의에서 결정’하고, 특수학교에 소속된 리자와 교사는 ‘학교에서 배치’되기를 원하

고, 장학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는 ‘지원센터에서 배치’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

터운 에 해 ‘ 산확보’를 가장 시 한 상황으로 보았으며, 다음으로 ‘치료지원 담당 인력 배치  

고용’으로 나타났다. 한 주요 치료 문요원에 해서는 “학교(물리, 작업, 언어, 청능 등)치료사” 국

가자격제도를 두어 문요원의 자질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문요원의 

자격수 에 해서 ‘해당 자격증 소유자 + 4년제 학졸업수 의 학  소유자’이어야 한다는 안을 가

장 많이 선택하 다. 치료지원 기 과의 력체계에 해서는 교육부 감독과 보건복지부 감독에 

한 응답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하여 치료지원이 이루어질지라도, 특수교

육지원센터 내에 보건복지부  련유 기 과 상호 력된 치료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치료서비스의 효과

인 지원을 한 역할에 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장소, 역할과 범   운  시 고려해야 할 사

항으로, 둘째, 지원인력의 배치에 해서 문요원의 배치  처우방법, 필수 인 요원과 추가요원의 

범 로, 셋째, 특수교육 련서비스의 효과 인 지원방법에 해서는 교사, 문가, 타 기 과의 력

방법, 바우처 제도에 한 구체  방안, 타기 의 문 인력의 견  고용에 한 내용으로,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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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에서는 심 있거나 근무경험을 통한 장애 역에 한 추가지원에 한 내용으로 질문지를 구성

하 다. 질문지 작성이 완성된 후 연구 상들과 같은 조건의 문가를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후 

사, 분석하는 비연구를 실시하여 질문 내용과 면담 진행방식에 한 보완  의과정을 가졌다.

<표 - 2> 면담 내용

치료서비스의 효과 인 지원을 한 역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장소, 역할과 범   운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지원인력의 배치 문요원의 배치  처우방법, 필수 인 요원과 추가요원의 범  

특수교육 련서비스의 효과 인 지원방법
교사, 문가, 타 기 과의 력방법, 바우처 제도에 한 구체  

방안, 타기 의 문 인력의 견  고용

기타 심 있거나 근무경험을 통한 장애 역에 한 추가지원

나.  면담 실시  자료 사

면담은 연구자 2명이 6명의 상 문가들의 직장을 방문하여 개별면담으로 진행되었다. 원하

는 경우에 사 에 략 인 질문내용을 알려주었고, 충분한 의견반 을 해 면담시간은 제한을 두

지 않았으나, 평균 6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내용은 상자들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되었으며, 면담

을 마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6명의 언어병리학 석사과정 학생들이 그 로 사하 고, 면담을 실

시한 연구자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모든 면담 내용이 A4 용지 약 165장에 사되었다. 

3. 자료 분석  추후 확인면담

사된 자료는 질  분석방법의 하나인 연속  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에 따라 

부호화(coding)하 고, 부호들(codes) 간의 연속 인 비교를 통해 주제와 하 주제를 도출(신경림 외, 

2004)하 으며,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6개의 사본  1개를 임의로 선정하여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 으로 부호화 작업을 마친 후, 함께 모여 논의를 거쳐 첫 번째 부호집(code book)을 작성하 고, 

다음 사본은 첫 번째 부호집에 정리된 부호를 이용하여 부호화하면서, 새로 생성된 부호를 추가하

거나, 기존의 부호들을 합하거나 분리하는 등의 조정을 거쳐 부호집을 작성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5번의 개정과 확장을 통해 최종 부호집이 작성되었고 3개의 주제와 12개의 하 주제가 도출되었다. 

주제 도출과정에서 새로이 요성이 부각된 질문에 해 일부 면담 상자들에게 추후면담을 

실시하 다. 추후 확인면담의 참여자들은 결과요약보고서에 요한 사항들이 빠짐없이 포함되었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없으며, 개선되어야 할 연구 차가 없다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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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한 노력

본 연구에서는 질  분석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

다. 첫째, 치료지원서비스와 련된 다양한 분야의 문가들(특수교육, 물리, 작업  언어치료, 유아

특수교육)을 포함하여 공 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 다. 둘째, 

자료분석의 신뢰도 확보를 하여 모든 자료에 하여 어도 두 명의 연구자가 부호화과정에 참여

하 으며, 통합된 을 확인하기 해 정기  모임을 통해 모든 부호화과정을 함께 진행하 다. 셋

째, 추후 확인면담을 통한 연구 참여자들의 확인 작업을 거쳐 연구자들의 주 성을 피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이명선․김춘미․고문희, 2004). 

Ⅲ. 연구 결과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질 분석 차를 통해 치료지원의 달체계, 지원내용  지원방법

으로 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주제별로 각각 4개의 하 주제들이 나타났다. 련서비스에 한 

치료지원과 련하여 (1) 달체계: 근성과 독립성을 고려한 지원센터 설치, 학교형태에 따른 문

요원배치, 지역사회유 시설 활용의 신 한 근, 교육과학기술부의 체계  리  유 부서와의 

력; (2) 치료지원 내용: 문요원 자격기  마련, 문요원 확보  고용안 책 마련, 필수치료서비

스 범 의 제한, 선별진단검사의 필요성; (3) 치료지원 방법: 교육과정과 융합되는 치료서비스, 문

가간 력, 치료서비스의 범 , 제한  바우처 제도에 한 구체 인 요구가 제안되었다. <그림 - 1>

은 면담분석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주제와 하 주제들 간의 유기 인 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1. 치료지원 달체계

가.  근성과 독립성을 고려한 지원센터 설치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에 해서 크게 근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기 을 제시하 다. 즉, 장애

아동의 부모입장을 고려하여 일반학교나 특수학교와 같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

다는 근성과 학교나 복지 이 아닌 교육청 등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유아를 고려할 경우, 학교 이외의 독립  공간이 필요하며, 학교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독립성 보장이 우선되어야 하고, 학교교육에 방해되지 않아야함을 지 하 다. 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에는 차량지원을 제공하여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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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를 기본 으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지원센터만을 한 공간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해당되는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특성을 가진 곳에 별도의 장소가 좋지 않을까

(P1 1p).

설치장소는 가장 기본 인 원칙은 그냥 근성일 것 같아요…그러니까 그 아이가 있는 학교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 그게 가장 최선이 되어야겠지요(P2 1p).

나.  학교형태에 따른 문요원 배치

지원센터에 소속된 문요원 배치에 련된 질문에 해 외부지원의 경우에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견이나 순회로 운 할 수 있으며, 재학 인 장애학생의 특성, 장애학생의 

수  장애정도를 기 으로 하여 문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순회교사는 좀 경한 아이들 지원해 주고… 증인 그런 학교에는 상주 치료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언어치료가 필요한 아이가 100명이다 그러면 50명 당 1명이면 언어치료사가 

2명…이 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P5 7p).

특수교육센터 내에다가 련 치료 문요원들을 소속시켜 놓구요. 배치는…특수학교에 일제 

치료 문요원을 배치하는 것…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거 요. 특수학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까

지 할을 할 수가 있겠죠(P6 2-3p). 

다.  지역사회 유 시설 활용의 신 한 근

지역 내에 있는 서비스들에 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고 이용하도록 연계해 주는 일 성 있고 

체계 인 서비스 달이 요하다고 보았다. 지역 내의 이용가능하고 잠재 인 자원을 수요자의 요

구에 맞추기 해 지원센터는 독립 인 기능을 지니면서 동시에 연계  체계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기존시설들의 지역  편재성을 고려하여 신 히 근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다. 지원센터에서 필요한 

문인력을 고용하여 학교에 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하나, 지역사회의 기존시설 활용이 필요할 경우

에는 신 히 연계하고, 필수치료인 언어, 물리  작업치료사를 제외한 기타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에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연계서비스로 제공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 아동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해서  수 있다는 거와 특수교사가 치료사를 통해서 그 역

할을 익히게 되고…치료사들도 특수교사들을 통해서 어떤 특수교육 인 근에 한 것을 배

우면서 그런 시도를 하게 되고…(P3 10p).

복지 에서 학교에 오퍼를 보내면 학교의 안 , 책임 이런 거 때문에 방과 후에 사용하는 교실

사용에 한 제한이라든가, 방학 의 시설물 사용제한이라든가…복지 , 병원 이런 게 교육

부와 복지부 간에 정이나 계약이 체결돼 있어야…(P2 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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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144개의 특수학교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 특수학교에는 다양한 치료교육실을 설치 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특수학교나 이런 곳에서 함께 치료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이상 이

라고 생각을 하고요(P4 11p).

련서비스라는 게 정말 특수교육을 잘 받게 하기 해서 있는 거지…필요한 서비스를 다 해 

주기 해서 특수교육 재정을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추가요원은 그 게 연계서비스로 해

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P1 4p).

 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체계  리  유 부서와의 력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부총리 부처이기 때문에 다른 두 곳의 부처와의 력을 주도할 수 있

는 권한이 있는 만큼 장애아동의 생애주기에 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도하고, 보건복지부와 여

성가족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력체계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문요원을 배

치하고 리하는 지원센터가 교육부 소속이듯이 문요원도 교육부에 소속되어야 한다고 하 다.

외국에는…school district …에서 리는 거기서 하고, …학교 안에서 교사와 치료사의 배치

와…경력인정…교육인 자원부가 되면 얽힌 문제들이 해결돼요(P1 6p).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  굉장히 이제 큰 일을 맡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감 산하에다가 독자

으로 이것만 집 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구요(P6 2p).

일단은 지원센터는 교육부 소속이 되겠죠.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나 뭐 정보통신부나 아

니면 노동부나 이런 거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요(P3 15p).

2. 치료지원 내용

새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원센터 역할들은 이상 이지만 무 많아서 실 으로 시행 가

능할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이었으며, 시행방안은 원칙을 두어 지원센터의 많은 역할 에서 우선순

를 두고 시행해야 실 인 문제들이 바람직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하 다. 한 특수교육 

련서비스 문가들에 한 인력지원과 로그램에 한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 다. 

가.  문요원 자격기  마련

자격을 갖춘 인력의 수 이 가장 요하므로 문요원을 한 선발기 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언어치료사의 경우에 국가자격증 는 회자격증을 인정하는 방법을 먼  고려하고, 국가공인자격

증을 한 비작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하 다. 자격증 외에도 풍부한 임상경력과 학교환경에 응

할 수 있도록 최소한 특수교육과 교직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며, 학사 이상의 학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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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스크리닝할 수 있는 선발기 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학사학 를 취득하

거나, 학원에서 공한 이런 분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국가 문자격증이나, 이제 언어치료경

우는… 회차원에서 인정된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소아같은 경우…임상경

험에 해서 생각해 보고요. 최소한 소아와 련된 소아 물리치료나 소아 작업치료…특수교육

학개론 정도는 되어야 되고…(P4 7p). 

근데 제일 언어치료가 요한 서비스인데도 불과하고 국가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

떤 언어치료학회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정한 기 을 인정해 주고, 교육과학기술부 자격증을 

따로 만들던지 인정해 주는 자격증을 정해 다던지 하면 될 것 같아요(P5 6p).

나. 문요원 확보  고용안정 책 마련

수  높은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능력있는 문요원을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 

한 지속 인 근무를 해서 고용의 안정도 필요하다. 결과 으로 련서비스 문요원들에게 학교에

서  력을 하는 교사들과 동등한 처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직업  성취나 동기부여를 해 

학교경력을 히 우해 주고, 승진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지원센터에 고용된 치료사 같은 경우에…일반 클리닉을 한 치료사하고는 다르니까 이런 역

에 한 어떤 년 수라든가 경력이라든가…인정을 해  수 있지 않을까(P1 4p).

자신의 삶에 한 보장이 안 되면 구도 그 직장을 지키지 않을 겁니다. …교사에 한 처우

와 같은 근거여야 하지 않을까. …승진이나 이런 활로도 같이 보장되어야만 학교치료사로서

의 자 심이나 자부심을 가지고 문성을 쌓아갈 거고요(P2 3p).

다.  필수 치료서비스 범 의 제한

부분이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를 필수 치료서비스라고 응답하 다. 장애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언어치료사는 학교에 배치되어야 하며, 그 외의 치료서비스는 부모의 요구를 고려

하되 범 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며, 연계하는 력방법을 제안하 다. 

세 가지 역(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이 가장 필수 인 그런 치료 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자가 가장 많은 건 언어치료라고 생각을 해요(P1 4p).

어느 부분까지 련서비스로 볼 거냐…정리가 되어야 돼요…엄청 많잖아요, ‘치료’자 붙어 있

는 게. 물리나 이런 건 기본이고 제일 욕구가 많은 게 언어 아니에요?(P3 13p).

물리, 작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역은 교과로 편입시켜서 특수교사들이 다 할 수 있다 

하셨는데…물리, 작업, 언어치료는 문치료사가 해야 되지 않을까…(P4 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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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별진단검사의 필요성

치료지원센터의 주요 역할  하나로 조기에 선별검사를 하여 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해주

는 역할이 지 되었다. 치료지원센터에 있는 문가들이 조기진단과 치료서비스 연계의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하 다.

부분이 병원에 찾아가서 진단을 듣고 장애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에요…특수교육지원

센터라고 하는 것이 병원이나 이런 데서 장애가 있는 거 같다 뭐 장애 험이 있다 그러면 바로 

센터로 연결이 된다면 한 조기교육이…(P3 2p).

14조에 있는 장애의 조기발견, 이 부분도…특수교육지원센터는 련된 문가들이 다 모여 있

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평가를 빨리 내릴 수가 있고…(P4 2p).

3. 치료지원 방법

가.  교육과정과 융합되는 치료서비스

학교일과를 통한 평가로 학교의 학기와 연 된 융통성 있는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수교육 로그램의 탄력있는 운 을 통한 역간의 통합 인 서비스 제공이 

요하며, IEP(개별화교육 로그램) 작성부터 교사와 치료사가 함께 평가와 재를 계획해야 한다고 

하 다. 한편, 치료서비스의 경우는 학교의 방학기간에도 지속 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주로 바쁜 시기가 입학이나 그럴 때가 아닐까 싶어요. 방학 때 오히려 상담을 좀 많이 하고 그

냥 학기 에 치료에 념하시고…그러면 좋지 않을까요?(P5 4p).

풀타임으로 있게 되면 그 학교 시스템이라든가 아동들의 특성이라든가 아이들이 1학년에

서 6학년까지 졸업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아주 효과 인 결정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

아요 … 순회교사는 경한 아동 같은 경우 가능할 것 같아요(P5 12p).

나.  문가간 력

문가간 력을 해서는 문치료 역에 한 재교육이나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

왔으며, 신분이나 근무여건 등이 동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문가들 간에 상 방의 문

성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력  계는 자연스럽게 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 다.

최소한 센터 안에서 근무하는 그 모든 문가들은 동일한 근무여건과 복지가 제공되어야 할 것 

같아요…  력이 가능하지 않을까…(P4 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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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있는 생각을 가지고 문가의 도움을 스스로 요청하는 극 인 선생님들이 계세요…재

교육을 통해서든 양성과정을 통해서든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P2 5p).

다.  치료서비스의 범

지원센터에서 제공하게 되는 치료서비스는 학령기인 고등학교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하

자는 의견이 나왔다. 환교육의 일환으로 선수해야 할 기 지식과 기술들은 교육기간 내에 이 져

야겠지만 이후의 직업교육은 장애인고용 진공단이나, 장애인복지 에 인계할 것이 제안되었다. 

한 부모가 바라는 것을 다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문가들이 장애학생들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종류

와 정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 다.

고등학교 수 까지 제 로 잘 갈 수 있도록…그 정도까지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

고, 직업은…복지 이라던가 뭐 이런쪽 하고 이 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P3 3p).

각 상자에게 먼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문가들이 모여서 정하는 거죠…IEP모임

에 꼭 교사나 부모를 참여시켜서 타당한 이해를 구하는 거 요(P6 4p).

라.  제한  바우처 제도의 활용

바우처 제도의 반  도입에 한 반 의견이 많았다. 력  재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지원센터에서 서비스의 범 를 평가하고, 상을 선정하는 과정을 명확히 

하며, 장애학생에게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한해서 부분 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되

었다.

바우처가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에요. 한 가지는 산간도서벽지에는 ( 문치료사도 시설도) 없

어서 바우처가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한 가지는 학교치료라는 거는 력재활이 굉장히 

요한 거거든요. 바우처를 하게 되면 그런 거 역시 키울 수가 없어요(P2 6p).

인 라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획일 인 아웃소싱이나 바우처를 도입하는 것은 상

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결국은 필요한 경비와 함께 차량지원에 한 펀드가 

 조성이 되어야 되고요(P4 12p).

반 인 실행, 그런 것은 으로 반 입니다…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고 나서 그것을 특수교

육지원센터에서… 문요원이 추 리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바우처 제도가 잘 

실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P6 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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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은 면담분석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주제와 하 주제들 간의 유기 인 계를 도식

화한 것이다.

<그림 - 1> 주제(theme)들 간의 유기  계

Ⅳ. 논의  결론

련서비스 분야의 문가 6명을 상으로 실시한 심층면담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지원의 달체계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근성과 독립성을 기 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문요원은 학교형태에 따라서 견과 순회형식으로 배치하고, 련서비스도 교육과학기술부

에 소속을 두고, 유 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와의 력 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치료지원의 내용에서 필수 치료서비스는 물리, 작업  언어치료로 제한하고, 언어치료

사는 기존의 회자격증을 인정해 주고, 동시에 차 으로 국가공인자격증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

며, 문요원의 양성과정에서 최소한의 특수교육과목  교직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며, 교사와 동등한 

처우를 제공하는 안정 인 고용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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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치료지원의 방법은 교육과정과 융합되도록 학교일과를 통하여 평가와 치료서비스를 제

공해야하고, 문가 간에 서로 력해야 한다고 지 하 다. 한, 지원범 는 고등학교까지로 제한

하고, 바우처 제도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상과 범  등에 해 평가한 후에 반드시 장애학생의 

교육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 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하 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련 문가들은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에서 제시한 련서비

스에 해 치료지원의 달체계와 지원내용  지원방법에 한 바람직한 시행을 해 다음과 같은 

구체 인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먼 , 이 에 시행되었던 특수교육진흥법 하에서 실시된 치료교

육이 학교 장에서 치료교사들의 문성 결여로 인한 부모들의 낮은 만족도와 사교육비에 한 부담

을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05). 그러므로 첫째,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에

서 도입한 련서비스의 개념이 학교 장에서 히 치료서비스차원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련

문가들의 요구와 제안들을 정책수립에 반 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련서비스가 질 높은 치료서비

스를 제공하고 문치료사 양성체계를 재정립하여 국가자격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문가의 자격

을 갖춘 치료사가 학교 장에 배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육의 궁극  목 과 마찬가지로 

장애학생들 역시 특수교육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종 목 이므로 공교육 장

에서 특수교사와 련서비스 문치료사들간의 력이 필수 이다. 그러므로 최상의 특수교육을 

해 련 문인들간에 력하여 실행하는 통합치료모델을 지향해야 하며, 이를 해서 부모와 련

서비스 문가들과의 의체를 구성하는 운 이 실화되어야(김 태, 2007)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새 특수교육법에서 시행될 련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치료지원을 한 달체계는 통합교육모형에 따른 것이므로 문가들의  력 계를 

해 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양성과 안정된 처우가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교육청 할 하에서 련

서비스가 지원되고, 련부처와의 긴 한 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치료지원 내용에 

있어서 필수서비스에 한 개념은 Snell & Brown (2006)이 제안한 ‘만약 그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면 

한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믿을 이유가 있는가?’ 라는 차원에서 결정해야(김 태, 2007)하며, 새 

법안에서 ‘물리, 작업치료 등으로’ 표기하여 기타 련서비스에 모호하게 제시하는 것보다 물리, 작업, 

언어치료라고 표기함으로써 필수서비스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 언어치료를 “국어과” 교

과에 포함시키는 행정조치는 특수교사에게도 과도한 업무부담을  뿐 아니라, 문 인 치료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새 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사료되므로 시행령에는 어도 장애유형에 따

른 치료지원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치료지원의 방법에서 교육과정과 융합된 치료로 문가

들간의 력은 “학생과 가족에게 최선이 되도록 유연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치

료사들은 학습자의 자질개발, 구성원간의 공유체계 형성, 명백한 역할규정, 일반교사와 가족들의 지

원에 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Giangreco, 2000)”는 제안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한 바우처 

제도는 문요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주변의 지역기 을 활용해야 하며, 이를 해서 차

량  이동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과 업무량이 과다해지는 학기 에 효율 인 치료지원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신 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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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의 바람직한 시행을 해서 여러 련자들과의 폭넓은 논의를 계

속 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분야의 교수진과 행정 책임자를 상으로 면담한 

결과이므로 향후에는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장에서 경력 있는 치료교사나 치료사가 참여한 연구가 

진행되어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의 바람직한 시행을 해서 여러 련자들과의 폭넓은 논의를 

계속 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행정조치에 있어서 장애인을 한 법이 오히려 그들에게 불이익

을 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수혜자인 장애학생의 입장에서 보다 실 가능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나간다면 새 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는 치료지원에 

해 련 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특수교육  련서비스 지원에 한 내용을 심도 깊게 다루었

다는 에서 의의를 지니며, 결과로 도출된 실천방안들이 히 반 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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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alitative Inquiry on Therapeutic 
Services Relative to Special Educa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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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Recently, the Special Educat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ct 
was established as a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suggestions and requests provided 
by special education specialists on special education and therapeutic services. Methods: In depth 
individuals interviews were used for data collection. Five were professors of University and one was 
chief of day care center for the handicapped children. The questions were developed to guide 
interviews. All interviews were audio-taped and transcribed. The transcripts were analyzed by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of qualitative analysis. Results: Three themes and four subthemes 
under each theme were emerged from the analysis: The first theme, “delivery systems of therapeutic 
services” included subthemes of placement of special education resource center considering access 
and independency, experts placement according to school types, use of community institutions,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ministry of education and collaboration with ministry of health, welfare,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second theme, “contents of therapy services” included subthemes 
of establishment of qualified conditions, insurance from experts and employment security, 
limitation for core services range, necessity for screening test. And finally, the third theme “methods
of therapy services” included subthemes of  merging therapy services to curriculum, collaborative 
work between experts, ranges of therapeutic services, and restricted introducing voucher system. 
Discussion & Conclusion: There are certain implications that this study could provide guidelines 
upon implementing Special Educat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ct within a school setting.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8;13;52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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