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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Recently, as the population of various students in school classrooms has in-
creased, the need for intervention on various communication problems has been empha-
sized.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legislative proposals for speech and lan-
guage services in schools by investigating teachers’ perceptions and demands for estab-
lishment of school-based service delevery in speech-language pathology (SLP) in Korea. 
Methods: Using a Google survey, teachers at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were questioned regarding their perception and demand for school SLP, with a to-
tal of 141 teachers responding. Results: The types of communication problems for the stu-
dents in charge were 37.3% for multicultural families, 33.3% for slow learners, and 27% for 
children with other communication problems. Among the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among students, social communication skills accounted for 40.6%, followed by literacy 
with 22.7%, articulation with 16.4%, and vocabulary with 9.4%. More than 80% of teachers 
answered that there were students who had difficulty participating in class. Among them, 
73.9% had the most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contents of the class, 32.2% of teachers’ 
instructions, and 17.4% of class presentation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more than half 
of the teachers interfered with the class or felt a work burden due to students who had dif-
ficulty participating in the class. Therefore, for this reason, 96.5% of teachers thought that 
having experts to help students would reduce their work burden and help children. Con-
clusion: Our outcomes demonstrated that teachers recognized the need for professional 
support at school sites, and mandatory placement of school SLP could provide students 
and parents with programs that could help improve their academic achievement or social 
communication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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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또래 아동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사

회성 및 학업 수행을 위한 기초 역량을 길러주는 곳이다. 특히, 학령

기 아동들은 학교에서 또래 아동들과 어울리며 다양한 활동에 참

여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갈등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

는 사회적 의사소통기술을 습득하며 다양한 교과 활동을 통해 일

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언어는 모든 학습의 기초

가 되는 도구로서 말이나 언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황

에 따른 적절한 언어 사용 기술이 부족한 아동들은 교사,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 혹은 자존감 저하, 

우울감과 같은 정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학업을 

수행하는 데도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학교는 다양한 환경과 수

준을 가진 학생들이 모인 곳이므로 교실환경에서 말, 언어, 의사소

통의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선별하여 시기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거

나 학생 개개인에게 적절한 지도를 통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

최근 우리나라 학교상황을 살펴보면 학령기 인구는 감소하는 반

면, 그 구성은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특수교육통계(2020)에 따르면 

전체 95,420명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아 6,978명, 초등학생 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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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중학생 19,140명, 고등학생 20,655명이었고, 학급별로 특수학급 

재학생 52,744명, 일반학급 재학생 16,061명으로 일반학급 학생의 

세 배 이상에 해당하는 특수학급 학생들이 일반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0). 특히, 일반학교 통합교육,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받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총 

95,420명으로 이 가운데 장애 영역별 특수교육 대상자는 지적장애 

53.1%, 자폐성장애 14.6%, 의사소통장애 2.5% 등 언어장애를 동반

한 장애군의 학생이 66,985명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특수교육대상 아동들은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학습 활동과 또래와 생활을 하고 있으나, 현재 특

수교사 및 통합학습교사의 지도에만 의존하고 있어 언어장애나 의

사소통 위험성을 가진 아동들에 대한 교육 지원 체계가 턱없이 부

족한 실정이다.

또한 국제결혼이민자 자녀와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취학이 꾸준

히 증가하면서 교실내 다문화가정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전체 일반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은 증가 추세에 있다. 2017년 다문화가정 학

생이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으며, 2019년은 전년대비 12.3% 증가

하였다. 2019년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출생자녀 

78.8%, 중도입국자녀 6.3%, 외국인가정자녀가 14.9%를 차지하였으

며, 학급별로는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의 약 75.8%가 초등학교, 약 

8.4%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현재는 초등학생 구성비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중고등

학생 수도 전년대비 4,171명 증가하는 등 청소년기 다문화가정 학생

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Korean Education Statistics 

Service, 2019). 그러나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0.66%, 중학교 0.73%, 고등학교 1.62%로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학업

중단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학업중단율과 거의 맞먹는 수

치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모국어와 문화적 배경의 차이 및 주양육자

의 언어 사용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겪을 학습의 어려움을 보다 정

확히 식별하여,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학습권에 대한 권리와 원활한 

교우관계 형성을 위한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최근 교실환경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더믹의 영향으

로 등교수업 대신 원격수업이 제공됨에 따라 학교 수업 방식이 급격

히 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생들 간 학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

다. 학령기 아동의 부모들은 COVID-19 상황으로 인해 학교 수업 

방식이 비대면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녀의 사회성(43.6%)과 기

초학력저하(30.5%)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eo, 2020). 

사회성과 기초학력은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데, 한부모 가정이나 조

손가정, 빈곤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디지털기기 접근의 한계, 

학습공간부족, 학습도우미 부재 등으로 학습권 확보에 어려움을 

가지며, 이로 인해 더욱 학력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기초학습 진단 평가’에서 읽기 미달 

학생은 4.55%, 쓰기 미달 학생은 10.51%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학

습부진 학생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고학

년 시기에 특수학급으로 오면 많은 학업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였

기 때문에 학습 무기력이 많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어 하

는 경우도 많다. 최근 초,중,고 교원 422명을 대상으로 전북 교육정

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교원들의 대다수는 현재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문제에 대해 58.8%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시급한 정책으로 ‘참학력’, ‘성장평가’등 현행 

교육 정책 개선의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교육

역량을 기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교육으로는 ‘소통능력, 협동심’등

을 길러주는 인성교육(53.1%), 독서 및 다양한 체험교육(20.4%)로 

나타나 학교현장에서 언어와 의사소통을 교육할 전문가 배치가 매

우 중요함을 보여준다(Jeonbuk Regional Education Research In-

stitute, 2021).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현장에 이미 상담교사 및 영양

교사, 보건교사가 의무 배치되어 정서 · 심리 및 신체 건강에 대한 학

교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초학력 저하를 책임지고 지도할 전

문인력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밖에도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는 경쟁 위주의 입시 교육과 전

통적이고 권위적인 학교 문화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중요한 교육

적 요소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학교 현장에서는 갈등과 충돌이 

증가하고, 집단 따돌림과 왕따, 욕설, 폭력, 자살과 같은 비교육적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의 기본이

며 자신을 표현하고 수용하며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주며, 긍정적

인 태도로 타인의 생각을 수용하고 원만한 인간 관계를 맺는 가장 

기초적인 의사소통능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의사소통 교

육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비교

육적인 행위를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으며, 

학생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의사소통능력은 단편적 프로그

램이나 단기간 교육이나 지도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어릴 때부터 

장기적이고 체계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 의

사소통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지적장애, 품행장애 등에 해당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동반

장애 없이도 사회적 의사소통장애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상당

하다.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함은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사회성의 문

제로 이어지고, 학업능력에도 어려움을 야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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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단순 학업부진으로 간과하기 쉽고, 근본적인 사회적 의

사소통능력의 결함을 조기 선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교육부에서도 디지털 공간에서 비대면 상호

작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대에서 아동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상

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소통하는 인성 덕목을 강조하였다

(Ministry of Education, 2021). 인성교육이란, 학교 교육 및 학교 밖 

교육에서 인성 가치와 덕목을 내면화하고 의사소통능력, 갈등 해

결 능력을 익히게 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따라서, 사회적 의사

소통에 대한 교육은 단순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통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인성교육 종합계획과 언어 및 다

양한 의사소통문제를 가진 아동들의 다양한 문제들은 교사나 특

수교사 중심의 교과 학습만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언어재활사(school speech-language pa-

thologist, S-SLP)는 학교환경에서 일반화에 중점을 둔 중재(class-

room-based intervention)를 통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들의 언어 및 사회적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

문가를 말한다. 학교언어재활사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요구를 반영

하고, 다양한 범위의 의사소통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진단하고 

적절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전문인력이다. 미국장

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따르면, 모든 아동에게 일반학급에서 언어치료를 포함한 지원서비

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학교환경에서 언어치료 서

비스를 강조함으로써 학교언어재활사 제도가 시작되었다. 미국에

서는 1950년대부터 “speech teachers” 또는 “speech specialists”라

는 명칭으로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되어 학생들의 조음(articula-

tion), 유창성(fluency) 및 음성(voice)장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말-언어장애를 호소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중재를 제

공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미국 노동 통계청의 보고에 의하면, 언

어재활사 5명 중 2명이 학교에서 일하고 있으며, 언어재활사의 50% 

이상이 교육 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U.S. Bureau of La-

bor Statistics, BLS, 2020). 이러한 미국의 학교언어재활사 제도는 장

애아동복지법에 따라 장애 아동 및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자연스

러운 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년을 포함한 전 학년에 걸쳐 일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언어재활사는 아동의 말·언어장애 및 삼킴장애에 대해 

더 많은 전문적 지식을 배우며, 아동의 읽기, 쓰기 학습과 말·언어장

애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로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

어 더 많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 문제를 가진 아동들을 선별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적임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언어치료 지원은 ‘장애

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으로 인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일환으로 치료지원이 도입되면서 2013년부터 언어재활사에 의한 

언어치료가 유·초·중·고 모든 학년으로 확대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

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

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

육원 및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통계(2020)에 따르면, 순회치료(교

육)에 참여하는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956명이며, 교사 

수는 292명으로 학교현장에 언어재활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다

(Ministry of Education, 2020). 또한, 특수학교나 교육청에서 근무

하고 있는 치료교육교사는 전문적인 치료 분야의 구분 없이 교육

과정에서 제안된 8가지 영역의 전문 분야를 모두 다루고 있는 실정

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학교언어재활사 중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소

속되어 있는 경우가 63.5%로 가장 많았는데(Choi & Lee, 2016), 언

어재활사가 학교에서 학교로 이동하며 진행되는 현재 순회치료 시

스템으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내 언어

재활사의 순회치료의 실태 연구에 따르면, 학교를 이동함으로써 학

부모와 상담시간을 맞추기 어렵고, 특수교사와 협력적 팀접근에서

도 소통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Hwang & Lee, 2016; Yang 

& Park, 2016). 또한, 학교 간 거리 및 학생의 수업권 보장으로 인해 

순회치료 언어재활사가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은 방과후 시간이며, 

이로 인해 하루 1-2명 정도의 제한된 치료만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

외에도 언어재활사의 순회치료 시간에 맞춰 특수교육대상자 일정

을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맞벌이 가정이 많아 방과후 치료실

로 부모님이 동반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재 

치료지원 대상자의 선정은 영유아,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 평가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데, 교육적 진단 과정에서 부모의 희망 사항 조사만을 근거로 치료

지원 종류 및 내용이 결정된다. 특히, 지원 영역은 물리치료, 작업치

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치료,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훈

련 중 1인 1영역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언어치료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순회치료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학교에 소

속된 학교언어재활사가 있다면, 특수교육대상자 뿐 아니라 일반학

생들에게 특수교사, 교사와 함께 협력적 팀접근이 가능할 뿐만 아

니라 학부모와도 충분한 상담시간을 통해 가정과도 연계할 수 있

는 부모교육이 가능하므로 양질의 언어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치료교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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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치료 서비스 중 언어재활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2006). 특수교육대상자의 

의사소통 중재 과정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발음에 관한 중재였고, 어

휘, 문법과 같이 언어 영역에 관한 언어발달규준에 따른 중재였으

며, 그룹 활동과 발표 상황에서 적절히 말할 수 있는 표현 언어를 위

한 중재, 가정 또는 지역사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적인 언어를 

위한 중재 및 교과 내용의 학습을 위한 중재, 읽기와 쓰기와 같은 

중재로 나타났다(Yang & Park, 2016).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

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다양성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경험

하는 어려움과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언어재활사의 필요성과 인식 

및 의무배치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여 국내 학교언어재활사의 제

도적 장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1.3.15-3.22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중 개인정보활용 및 온라인 설문 연구에 동의한 자

를 대상으로 하였다. 147명이 설문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설문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응답이 완료되지 않은 교사 6명을 제외한 총 

14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서울경기 34명, 대구경북 

57명, 경남부산 28명, 광주전라 22명으로 총 141명의 교사가 참여하

였다. 성별은 남자 12.8%, 여자 87.2%였으며, 연령은 20대(14.2%), 

30대(24.1%), 40대(31.9%), 50대(25.5%), 60대(4.3%)였다. 학교급은 

유치원(26.2%), 초등학교 저학년(15.6%) 초등학교 고학년(15.6%), 

중학교(31.2%), 고등학교 (11.3%)였다. 경력은 10년 이상(59.6%)이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22.7%), 3년 이상 5년 미만

(7.1%), 1년 이상 3년 미만(7.1%), 1년 미만(3.5%)이었다. 재직 중인 학

교 유형은 일반 학급이 78.6%로 가장 많았고, 통합학급(14.3%), 특

수학급(7.1%) 순이었다(Table 1).

설문지 문항 개발 및 제작

학교기반 언어재활 서비스에 대한 교사 인식 및 요구도를 조사하

기 위하여 학교 언어재활에 관련된 문헌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관

련 사회 기사와 연구 논문(Choi & Lee, 2016; Hwang & Lee 2016; 

Shin, 2020; Yang & Park, 2016)을 바탕으로 1차 예비 문항을 개발

하였으며, 순회 언어치료를 하고 있는 1급 언어재활사 2인 및 언어병

리학과 대학 교수이자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2인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내용타당도는 각 문항이 학교 현장에서 경

험하는 어려움과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언어재활사의 필요성과 인

식을 살펴보기에 적절한지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5점 척도(5점=

매우 적절하다, 4=적절하다, 3=보통이다, 2=적절하지 않다, 1=

아주 적절하지 않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3점 미만의 점수를 받

은 문항은 제외하였고, 각 문항에 수정 사항을 적도록 하였다. 내용

타당도 검증을 통해 총 35문항 중 32문항을 선정하여 2차 설문지

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예비 설문지를 대상으로 현직 교사 2인에게 

예비 설문을 실시하였다. 실시 후 문항 중 학교 교사가 이해하기 어

려운 용어는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여 가독성을 높였으며, 반복

되거나 유사한 문항은 삭제하여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고, 최종 문

항은 총 30문항이었다. 

설문지는 교사의 기본 정보, 교실 환경에서의 의사소통 문제 관

련 실태(담당 학생의 유형, 주된 의사소통 문제), 학교환경에서 전

문가(학교언어재활사)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교실에서 수업 시간

에 학생과 교사의 어려움 영역 및 전문가 도움의 필요성), 전문가(학

교언어재활사)에 의한 지원 방식에 대한 요구도, 통합학급에 대한 

교사 인식과 전문가 도움에 대한 인식, 사회적 의사소통에 대한 교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Classification Frequency (%)

Age
20s' 20 (14.2)
30s' 34 (24.1)
40s' 45 (31.9)
50s' 36 (25.5)
60s' 6 (4.3)

Gender
Males 18 (12.8)
Females 123 (87.2)

School level
Kindergarten 37 (26.2)
Elementary 1-3 Grade 22 (15.6)
Elementary 4-6 Grade 22 (15.6)
Middle 44 (31.2)
High 16 (11.3)

School type
Normal class 111 (78.6)
Integrated class 20 (14.3)
Special class 10 (7.1)

Career
Less than 1 yr 5 (3.5)
1-3 yr 10 (7.1)
3-5 yr 10 (7.1)
5-10 yr 32 (22.7)
More than 10 yr 84 (59.6)

Total 14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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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s of questionnaires

Domain Contents N. of item

Basic information Age, gender, school level, career 4 (1-4)
Status related to communication problems in the classroom  

environment
Class type, student types and communication problems types in classroom  

environment
3 (5-7)

Awareness and necessity of experts (school SLP) in the school  
environment

Areas of difficulty for students and teachers in classrooms and the need for  
expert help

8 (8-15)

Need for the delivery of support by experts (school SLP) Areas and methods of assistance in curriculum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9 (16-24)
Teachers’ perception and expert (school SLP) needs for integrated 

classes
Teacher perception of integrated classes, teacher awareness of expert help,  

and demand for help areas
3 (25-27)

Teachers’ perception and expert (school SLP) needs for social  
communication

Teachers’ perception of social communication and the need for expert help 
and demands on areas

3 (28-30)

Multicultural children

North Korea defector student

Intermediate immigration student

Children with other communication problemsSlow learner

Figure 1. Types of current students in the classroom (unit: %).

Social communication

Others (voice, hearing etc)

Literacy

Articulation

Vocabulary

Sturrering

 0 10 20 30 40 50

Figure 2. Types of communication difficulties for students in the classroom 
(unit: %).

사 인식과 전문가 도움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Table 2). 설문

지 문항 중 9번과 16번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Appen-

dix 1). 설문지 배포 방식은 google 폼 형식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무

기명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5분 정도 소요되

었다.

결과처리

수집한 자료는 SPSS (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21.0)를 이용하여 각 문항을 점수화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

하였다. 학교급별(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

교, 고등학교) 주된 의사소통 문제의 유형의 빈도의 차이를 살펴 보

기 위하여 Fisher의 정확도 검정을 실시하였고, 95% 수준에서 유의

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담당 학생의 유형과 주된 의사소통 문제

교사가 현재 맡고 있는 학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은 47명(37.3%), 

느린 학습자 42명(33.3%), 기타 의사소통 문제를 가진 학생 34명 

(27%), 중도입국 학생 2명(1.58%), 탈북민 학생 1명(0.79%), 위에 해

당사항이 없는 아동은 15명(10.63%)으로 총 141명 교사 중 126명

(89.4%)이 현재 다양한 의사소통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을 가르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최근 2-3년 동안 의사소통 문제를 가진 학생이 있다고 응답한 경

우는 141명 중 128명으로 사회적 의사소통기술의 어려움(40.6%), 

문해력(22.7%), 발음(16.4%), 어휘력(9.4%), 말더듬(6.3%), 음성 및 

청각 등(4.6%) 순이었다(Figure 2). 학교급(유치원, 초등학교 저학

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른 주된 의사소통 문

제의 유형은 유치원의 경우, 총 38명 중 발음 문제가 16명(42.1%)으

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 의사소통기술이 15명(39.5%), 어휘력 3명

(7.9%) 순이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총 21명 응답자 중 사회적의사

소통 기술 6명(28.6%), 문해력 6명(28.6%), 발음 4명(19.0%), 어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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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9.5%), 말더듬 1명(4.8%), 음성 1명(4.8%) 순이었다. 초등학교 고

학년의 경우, 총 22명 응답자 중 문해력 10명(45.5%), 사회적 의사소

통기술 5명(22.7%), 말더듬 3명(13.6%), 기타 청각 1명(4.5%) 순이었

다. 중학교의 경우, 총 44명 응답자 중 사회적 의사소통기술 19명

(43.2%), 문해력 10명(22.7%) 어휘력 5명(11.4%), 말더듬 3명(6.8%), 

음성 1명(2.3%)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총 16명 응답자 중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7명(43.8%), 문해력 3명(18.8%), 어휘력 2명(12.5%) 

순이었다(Table 3, Figure 3).  

학교급(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

학교)에 따른 주된 의사소통 문제의 유형의 빈도의 차이를 살펴보

기 위하여 Fisher의 정확도 검정을 실시한 결과, 학교급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0).

교실에서 학생과 교사의 어려움의 영역과 전문가 도움의 

필요성

수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141명 교사 중 80.1%, 

어려워하는 학생이 없다는 19.9%이었다. 수업 중 학생이 어려워하

는 영역으로는 ‘수업 내용의 이해’가 85명(73.9%)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의 지시따르기’가 37명(32.2%), ‘읽기와 쓰기’ 35명(30.4%), ‘수

업 발표’ 20명(17.4%), ‘아이가 활동 자체를 싫어함’ 1명(0.9%)으로 

나타났다(Figure 4).

한편 교사의 경우, 수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인해 수업 지도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1.6%,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8.4%로 대다수의 교사가 수업 지도의 어려

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인해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54.6%,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는 45.4%였다. 또

한, 교사가 수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지도하는 데 

업무적 부담을 느끼는지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66.7%, ‘아

니오’는 33.3%로 업무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해결방법으로는 부모

상담(36.2%)이 가장 많았으며, 그냥 수업 진행(22.7%), 전문가 의뢰

Table 3. Types of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based on school level

School level
Communication difficulties

SOC Literacy Artic Voca Stuttering Others None Total

Kindergarten
Frequency 15 1 16 3 0 2 1 38
WSL (%) 39.5 2.6 42.1 7.9 0 5.3 2.6 100
WCD (%) 28.8 3.3 72.7 25 0 40 7.7 27

Elementary 1-3 grade
Frequency 6 6 4 2 1 1 1 21
WSL (%) 28.60 28.60 19.00 9.50 4.80 4.80 4.80 100.00
WCD (%) 22.70 45.50 0.00 0.00 13.60 4.50 13.60 100.00

Elementary 4-6 grade
Frequency 5 10 0 0 3 1 3 22
WSL (%) 22.70 45.50 0.00 0.00 13.60 4.50 13.60 100.00
WCD (%) 9.60 33.30 0.00 0.00 42.90 20.00 23.10 15.60

Middle
Frequency 19 10 1 5 3 1 5 44
WSL (%) 43.20 22.70 2.30 11.40 6.80 2.30 11.40 100.00
WCD (%) 36.50 33.30 4.50 41.70 42.90 20.00 38.50 31.20

High
Frequency 7 3 1 2 0 0 3 16
WSL (%) 43.80 18.80 6.30 12.50 0.00 0.00 18.80 100.00
WCD (%) 13.50 10.00 4.50 16.70 0.00 0.00 23.10 11.30

Total
Frequency 52 30 22 12 7 5 13 141
WSL (%) 36.90 21.30 15.60 8.50 5.00 3.50 9.20 100.00
WCD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Total (%) 36.90 21.30 15.60 8.50 5.00 3.50 9.20 100.00

WSL= within school level; WCD= within communication difficulties; SOC= social communication skill; Artic=  articulation; Voca=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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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청(15.6%)순으로 나타났다(Figure 5). 이러한 이유로 인해 수

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도와주는 전문가가 있다면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예’라

고 응답한 경우는 141명 교사 중 130명(92.2%)인 대다수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는 11명(7.8%)

이었다. 또한, 수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전문가

가 있다면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136명(96.5%)이

었고, ‘아니오’는 5명(3.5%)으로 나타나 교사뿐만 아니라 교사와 아

동 모두 학교언어재활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Figure 6).

전문가 도움의 영역과 지원 형태에 대한 요구

전문가가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영역으로는 교사 141명 중 문제 

영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75.9%로 가장 많았으며, 교과 기반 지원 

(17%), 부모교육 지원(5.7%) 순으로 나타났다(Figure 7). 전문가 도

움의 지원 형태는 ‘독립된 공간에서 1:1 지도’(56.7%)가 가장 많았

고, ‘교실 참여 협력 교수 체제’가  41%, ‘소그룹형태 지도’는 32.6%

이었으며, ‘보조 교사’가 0.7%, ‘수업 이후 보충 수업’이 0.7%, ‘필요 

Figure 3. Frequency of types of communication difficulties based on school level.
1= kindergarten; 2= elementary school 1-3 grade; 3= elementary school 4-6 grade; 4= middle; 5=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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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lationship

School adaptability

Social communication skills

Learning ability

 0 10 20 30 40 50

Figure 9. Areas to help with expert deployment. Unit (%).

상황에서 참여’가 0.7%이었다(Figure 8).

전문가가 있다면 학생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서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이 34%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 

의사소통능력 향상(32.6%), 학생들의 학교적응능력 향상(26.2%), 

또래 관계 향상(7.2%) 등으로 나타났다(Figure 9).

 전문가의 지원 교과·비교과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

학생들이 교과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보일 경우, 전문가

의 지원을 받기 원하는 교과목으로는 국어(말하기, 읽기, 쓰기 등)

가 73.8%로 가장 많았으며, 수학(16.3%), 사회(5%) 순이었으며, 대

부분의 모든 교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4.9%였다

(Figure 10).

교과목 외에 교과목을 따라가기 위한 인지언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94.3%, ‘필요하지 않다’는 5.7%로 

대부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수업 집중 향상을 위한 인지언

어교육 중 필요한 영역으로는 문제해결능력이 48.9%로 가장 많았

으며, 덩이글 이해 능력(37.6%), 청각적 작업기억능력(12.1%), 기타 

컴퓨터나 교재교구 조작 능력(0.7%)으로 나타났다.

언어기반능력(말하기, 읽기, 쓰기, 이해하기 등)이 학생의 학습수

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63.8%, ‘그렇다’ 27%, ‘보

통이다’ 7.1%, ‘아니다’ 0.7%, ‘매우 아니다’ 1.4%로 언어기반능력이 

아동의 학업수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Support f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Customized support for 
problem areas

Support for parental 
education

Curriculum-based support

 0 20 40 60 80 100

Figure 7. Areas of expert (school SLP) help that teachers demand.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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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Delivery methods that expert (school SLP) help.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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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eachers’ perception of the need for experts (school SLP) for students and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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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교과수업과 관련된 언어

능력 중에서 문제를 보이는 영역으로는 문해력(64.5%)으로 가장 

높았으며, 말하기(발표하기 포함) (14.2%), 청각적 이해력(10.6%), 위

의 사항 모두(10.7%)로 나타났다.

교과 활동 외에 다른 학생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학교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 싶은 아동을 만난 경험 여부에 대해 ‘예’

가 114명(77.3%), ‘아니오’는 27명(22.7%)으로 대부분의 교실 환경

에서 학생들이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이 나

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우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도

움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사회적 의사소통능력 저하가 83.3%로 가

장 높았으며, 발음 이상(7.9%), 말더듬(3.5%), 목소리 이상(0.7%), 위

의 모두(4.6%) 이었다(Figure 11). 

통합학급에 대한 교사 인식과 전문가 도움에 대한 인식  

통합학급 담임을 기꺼이 맡겠는지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경우

는 72명(54.6%), ‘아니오’는 69명(45.5%)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교사

만이 통합학급의 교실 담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학급을 맡기 원하지 않는 경우, 교사 69명 중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 43.5%로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업무 부담 증가’ 26.1%, ‘수업 진행의 어려움’ 26.1%, ‘위의 모두에 해

당’하는 경우 2.8%, ‘전문지식 부족’ 1.5%이었다.

통합학급에서 특수교육대상자나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성장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로 응답한 경우는 교사 

141명 중 138명(97.2%)이 ‘예’ 로 응답하였으며, ‘아니오’는 3명(2.8%)

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교사가 학교언어재활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

움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

요한 경우 지원을 바라는 도움의 영역은 131명 중 의사소통중심의 

말 · 언어지도가 39.9%로 가장 많았으며, 맞춤형 언어치료지원(35.5%), 

교과과정 연계 언어치료(16.7%), 수준별 교재교구개발(5.34%), 수

업 보조(1.53%) 등이었다. 

사회적 의사소통에 대한 교사 인식과 전문가 도움에 대한 인식

타인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교육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로 응답한 경우는 141명 중 140명(99.3%), ‘필요하지 

않다’는 1명(0.7%)으로 거의 대부분의 교사가 전문가의 도움이 매

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적 의사소통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학교생활

과 학업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132명(93.6%), ‘도움이 되

지 않는다’는 9명(6.4%)이었다. 이에 대해 사회적 의사소통 교육을 

위한 전문가 도움의 지원 방식은 ‘교과과정을 통한 정기적인 지도’

가 132명 중 56명(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제 아동 선별’은 37

명(28%), ‘교과외 지도’는 34명(25.8%), ‘부모교육을 위한 가정통신

문 배부’는 4명(3.03%)이었고, ‘한국어 교육 외에는 전문가가 아닌 

교사 연수나 자기계발을 통한 지도’는 1명(0.8%)이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기반 언어치료 서비스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구글 설문지를 통해 141

명의 교사들로부터 현재 교실에 존재하는 의사소통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실에서 학생과 교사의 어려움의 영역과 전문가 도움의 

Figure 10. Subjects in need of expert (school SLP) assistance in curriculum. Figure 11. Areas where expert’s help is needed for students who are malad-
justed to school life due to communication problems

Korean (including speaking, reding, writing)
Arithmetic Society All subjects

Decrease in Social communication skills Stuttering
Voice abnormality Arti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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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과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담당 학급내에 다문화

가정 학생이 37.3%로 가장 많았으며, 느린 학습자 33.3%, 기타 의사

소통 문제를 가진 학생이 27%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가 다문

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교실 내에서 의사소통문제를 보이지 

않는 학생은 10%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90%에 육박하는 학생들은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단순히 교사중심의 전통적인 교육만으로는 교실의 다양

한 문제를 지도하고,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 최근 2-3년 동안 지도한 학생들이 보이는 의사소통 

어려움의 유형은 사회적 의사소통기술이 40.6%로 가장 많았으며, 

문해력, 발음, 어휘력, 음성 및 청각 등과 같은 다양한 의사소통 문

제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주된 의사소통 문제 유형을 조

사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유치원의 경우는 

발음 문제와 사회적 의사소통기술, 어휘력이 주된 문제로 나타났

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사회적 의사소통기술, 문해력, 초등학교 고

학년은 문해력, 사회적 의사소통기술, 말더듬 순으로 나타났다. 중

학교는 사회적 의사소통기술, 문해력, 어휘력이 주된 문제였으며, 고

등학교는 사회적 의사소통기술, 문해력, 어휘력 순이었다(Figure 3).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문해력, 어휘력은 학업 성취를 위한 주된 

의사소통 문제였으나, 본 설문 조사 결과, 흥미로운 것은 사회적 의

사소통기술은 모든 학교급에서 나타나는 주된 문제로 학년이 올라

갈수록 사회적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Kim, Choi와 Kim, (2006)의 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교언어

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에서는 언어치료사가 담당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조음 문제(29%)가 가장 많았고, 유창성(22%), 구

어 표현 및 이해(17%)로 응답하였으나, 읽기 장애나 어휘, 문법 등

은 상대적으로 언어치료사가 담당해야 할 부분으로 인식하지 않았

고, 언어 영역(language)보다는 말(speech)영역을 언어치료사가 담

당해야 할 부분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Kim 등(2006)의 설문 

연구에서는 특수교사의 90% 이상이 최근 2년 이내에 학급에 언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음 문제(23%), 구어 표현의 어려움(17%), 의사소통 어려움(17%)

이 많았으며, 언어문제로 발생하는 기타 문제로는 사회성 기술 부

족과 학업 기술의 능력 저하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초등 

특수교사 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로 본 연구의 학교급을 비교

했을 때 초등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현재 학교현장의 교육 체계가 입시 위주의 학업 성취만을 강조하

는 교육임을 감안할 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가장 절실한 의사소통 

교육은 학업 성취를 위한 기초적인 읽기, 쓰기, 말하기 교육 뿐 아니

라 사회적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 중 80% 이상이 수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

생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경우 수업 내용의 이해가 73.6%로 가

장 많았고, 교사의 지시따르기, 수업 발표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

였다. 수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교과 수업과 관련

된 언어능력 중 문해력(읽기, 쓰기) (64.5%)에서 가장 큰 문제를 보

인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말하기(발표하기 포함) (14.2%), 청각적 

이해력(10.6%), 지시따르기(8.5%)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은 수업 

집중 향상을 위한 인지언어교육 중에서는 문제해결능력(48.9%)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덩이글 이해 능력(37.6%), 청각적 

작업기억 능력(12.1%)으로 언어기반 인지교육의 요구도가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학습의 대부

분의 기반이 언어와 관련된 듣기, 말하기, 이해하기 등이며 성공적

인 학업 성취를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기반의 기초 교육이 병행되거

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학생들은 수업 

집중 문제 뿐 아니라 타인과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이 인식하는 전

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는 사회적 의사소통능력의 향상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의 99.3%가 학교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공감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사회적 의사소통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의사소통 교육의 지

원 방식은 교육과정 내 정기적인 지도가 42.4%로 가장 많았다.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교실 내에서 수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인해 실제 수업지도의 어려움, 업무적 부

담, 다른 아동이나 학생에게 피해의 여부 등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예’라고 응답하였다. 통합학급 담임을 기꺼이 맡겠는지에 대해 절

반에 해당하는 교사만이 통합학급의 교실 담임에 대해 긍정적으

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학교를 맡기를 원하지 않는 경

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 가장 높았으며, 교사

의 업무 부담 증가와 수업 진행의 어려움, 전문지식 부족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학생을 도와주는 전문가가 있다면 업

무적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

각하는 교사가 96.5%에 달하였다. 이러한 교사들의 인식은 현재 

통합교실이 증가하고 있는 교육 현장을 생각할 때, 전문가와 협업

을 통해 보다 세분화된 학생 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통합학급

에서 특수교육대상자나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로 응답한 경우는 교사의 

97.2%로 전문가의 역할과 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바라는 도

움의 영역은 의사소통중심의 말 · 언어지도가 가장 많았으며,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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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언어치료지원, 교과과정 연계 언어치료, 부모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지원과 부모와의 협

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2006)의 연구에서도 초등 

특수교사가 언어치료사에게 원하는 도움의 형태는 학교 내의 직접

적인 언어치료(59%)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조음, 유창성, 

발성에 관한 직접적인 언어치료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표

현언어,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청능 훈련을 직접적인 언어치료의 형

태로 도움 받기를 원하였다. 이외에도 교사가 할 수 있는 언어치료 

접근방법에 대한 조언, 어휘 향상을 위한 접근 방법의 조언, 정확한 

발음을 유도할 수 있는 중재 방법에 대한 조언과 같이 언어치료에 

대한 자문(30%)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특수교사

는 언어나 말과 관련된 전문적인 치료 접근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므로, 학교언어재활사가 배치된다면 이러한 영역에 대하여 

전문적 지원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학교언어재활사(언어치료교사)와 같은 전문가가 

지원이 된다면,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사소

통능력 및 학생들의 학교 적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학교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으로서 언어치

료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에게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며 연령에 적합

한 사회적 의사소통과 인지적 기술을 관찰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

공한다(Choi & Lee, 2016; Elksnin & Capilouto, 1994). 또한, 학교

환경 언어치료 서비스는 아동이 습득한 다양한 의사소통기술을 

자연스럽게 일반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환

경 중 하나이다(Elksnin & Capilouto, 1994; Shin, 2020). 따라서, 학

교환경은 언어재활 서비스가 실제적이고 익숙한 환경에서 자연스

럽게 제공되기 때문에 학교생활 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까지 

확장될 수 있다(Park & Jang, 2003). Kim 등(2006)의 연구에서도 

특수교사가 생각하는 학교언어재활사에게 필요한 요건으로는 아

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진단, 치료와 같은 언어치료의 전문적 지

식과 기술(45%)을 가장 많이 필요한 요건으로 인식하였으며, 통합 

교사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35%), 통합 환경 내에서의 적절한 

언어치료 적용(16%)이었다. 특히, 교사와 공동으로 교실에서 수업

을 한다면, 통합 학급 내에서 언어치료 대상 아동 수준을 이해하고 

개별화 교육에 근거한 언어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계획, 학교 교육

과정과 학교 생활의 이해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도 학교환경에

서 순회 언어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환경에서 언어치료지

원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을 살펴보면, 특수 교사의 46%가 언어

치료 내용이 전 교과내용에 도움이 되고, 치료를 받기 위해 학교 밖

으로 이동하는 수고를 덜어주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협력적 팀접근

에 있어서 특수교사와 학부모 모두 언어재활사와 소통시간이 부족

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특수교사들이 어려워하는 

조음 중재에 대한 자문을 얻을 수 있어 언어치료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치료지원제도가 다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편

제 및 시간 배당에 재편성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최근 15

개 지역 초 · 중 · 고 특수학급에 재직 중인 특수교사 66명을 대상으

로 언어치료지원 서비스 실태 조사에 따르면(Hwang & Lee, 2016), 

대상 아동의 장애 유형은 정신지체, 의사소통장애 순이었으며, 대

부분의 아동들이 수용 및 표현언어가 전반적으로 지체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한 학급에 언어치료지원 서비스를 받는 아

동들은 한 학급당 1명 주 1회 서비스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특수학급 조차도 언어치료지원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언어치료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특수교사 인식을 조사

한 결과, 치료지원 회기, 치료지원 지침, 치료지원 기간 및 교외 방과

후 수업의 차이에 대해 대부분 모르고 있어 특수교사의 언어치료

지원에 대한 정보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 한 명 

당 지원 횟수를 늘리는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수교사들은 아동의 생활연령과 언어연령의 차이가 큰 순서로 치

료지원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언어재활 

서비스는 시기 적절한 타이밍에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성장 주

기에 따른 다양한 말·언어영역별 조기 진단 및 평가와 이에 따른 시

기 적절한 중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충남지역의 학교환경의 언어치료 운영 실태에 따르면(Yang & 

Park, 2016), 언어치료는 주 2회로 주로 교과시간(국어, 사회 등)에 

개별 치료의 형태로 보조인력 없이 실시되고 있었으며, 진단 평가 

실태 조사 결과, 학생들은 불명확한 발음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

려움이 있었고, 특수 교사는 언어재활사에게 대상 학생의 현재 수

행 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전 언

어재활사는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였고, 언어재활사의 의견에 따라 

언어치료 목표가 결정되었고, 언어재활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적 팀

접근은 매 회기 언어치료 수업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었다. 본 설문 연구는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실

시되었으며, 설문 참여자는 92.9%가 일반학교 교사로서 이들 중 일

반학급 78.6%, 통합학급 14.3%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뿐 아니라 

일반학급 내에서도 언어재활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학교 SLP들은 언어발달장애(development language 

disorder, DLD) 뿐만 아니라 단순언어발달장애(specific language 

disorder), 기타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실 내에서 교사들과 협력적인 교실 수업모형에 따라 참여하고 있

다. 미국 말-언어-청각 협회(ASHA)에서는 다양한 학교언어재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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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전달 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ASHA, 1996), 언어치료 서비

스 유형 중에는 교실 중심 훈련, 치료실 중심 훈련, 치료 교실 훈련, 

지역사회 중심 훈련이 있다. 교실 중심 훈련은 교과과정중심 훈련

으로서 학제 간 훈련을 의미하며, 언어치료 서비스를 학급 교사와 

협조를 통해 학생의 교실 상황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통합교육 차

원의 훈련을 의미한다. 치료실 중심 훈련은 학생을 교실 밖으로 데

리고 나와서 실시하는 훈련이며, 치료실에서 주로 개별 또는 소그

룹 훈련이 이루어진다. 치료 교실 훈련은 주 장애 치료를 위해 독립

적으로 학급을 운영하며, 훈련이 이루어진다. 치료 교실 훈련에서

는 특수교사, 언어치료사, 보조교사가 학급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

업한다. 지역사회 중심 훈련은 학생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훈련을 

하는 것으로 치료서비스의 기능에 중점을 둔다. 복합적인 모형은 

위의 서비스 유형을 두가지 이상 조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제공되는 언어치료 서비스 유형이다. 이외에도 간접적인 치료 

형태인 협력적 자문이 있는데, 이는 학생의 학습 목표능력을 촉진

하기 위해 학급 담임, 특수 교사, 부모 및 가족 등에게 자문 및 상담

을 제공한다. 학교언어재활 서비스 제공 모델은 학교환경이나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데, SLP들은 아동 개인

이나 소규모 그룹을 교실 밖으로 이끌어내는 방식(pull out)을 취하

거나, 학급내에서 아동을 지도하는(pull in) 등 특정 기술을 증진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여 교사에게 모델링 또는 코칭을 제공하여 

학생프로그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Suleman et al., 2014). 학교언어재활사와 교사 협력의 교실 기

반 서비스에서는 SLP가 선별된 학생에 대해 지원을 하는 반면, 교

사는 전체 학급을 가르치며, SLP는 음운인식과 같은 SLP의 전문 

지식에 속하는 특정 교과 내용을 가르치거나, SLP는 교사와 함께 

조별로 공동으로 수업을 하기도 한다(Dohan & Schulz, 1998; Sule-

man et al., 2014).

본 연구에서 교사들이 선호하는 전문가 도움의 지원 형태는 복

수선택이 가능하게 하였을 때 ‘독립된 공간에서 1:1 지도’가 56.7%

로 가장 많았고, ‘교실 참여 협력 교수 체제’ 41%, ‘소그룹형태 지도’ 

32.6% 순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에 의하면, 전통적인 언어재활 서

비스 형태인 교실 밖 1:1 지원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교사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실 참여 협력 교수도 41%에 달

해 교실 내 교사-SLP 협력 교수 전달 방식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독립 공간에서 개별 치료만 한다

면, 현재의 교실 밖 언어치료와의 차이점이 없으므로 개별 치료에

서 습득한 기술을 교사 및 또래 학생들과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

하기 위해서는 학교언어재활사와 교사가 함께 일상 교육 과정 중에

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실 참여 수업이 필요하다. 예컨데, 언어재활

사와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특수학급이나 통합반에서 함

께 공동 교수 수업을 운영하거나, 일반 학급에서 주 1회나 월 2회 정

도의 공동 교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Kim 등(2006)의 연

구에서는 초등 특수 교사들이 개별 언어치료와 간접 치료 병행

(70%)이 학교 현장에서 가장 적절한 언어치료 서비스 모형으로 응

답하였으며, 직접지원 (10%), 개별 치료(6%), 통합적 접근(개별 치료

+간접지원+직접지원)(6%) 등으로 나타나 서비스 모형에 대한 차이

를 보였다. 본 연구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사 및 일반과 특

수 학교를 포함하였으므로, 학교 형태 및 학교급에 따라 지원 방식

에 대한 인식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Kim 등(2016)의 연구

에서도 간접지원의 경우, 언어치료사로부터 유용한 언어자극의 형

태, 의사소통중재와 관련된 교수 자료 및 아이디어, 아동에게 적절

한 수업, 평가, 과제 등의 수정 방법에 대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정

보를 얻기를 원하였으나, 이러한 형태의 언어치료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대부분의 초등 특수 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

렵고, 언어치료사가 제공한 정보들을 교사가 교실에서 적절히 적용

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거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

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미국의 경우 학교언어재

활사는 국공립 학교에 의무 배치되어 교사와 함께 협력하며 말, 언

어, 의사소통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에 도달할 수 있

도록 개별 및 공동 교수 수업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미국의 학교언어재활사는 미국 연방 장애인교육법에 따라 국

공립학교에서 장애 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일자리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미국 ASHA에서

는 학교언어재활사에 대한 지침서를 제공하며 학교 언어치료 서비

스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학교 언어재

활사의 책임과 역할의 범위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및 학습 전

략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 및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며, 위험군에 

속하는 아동을 선별하고 진단하며, 개인 혹은 소그룹 형태의 서비

스를 제공한다. 또한, 말 · 언어장애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교육전문가와 협력하고 훈련하며, 특정 언어학습 문제에 대한 상담

이 필요할 수 있는 교사의 자원 역할을 하며, 교사와 함께 학습자를 

위한 커리큘럼에 대해 협력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말하기 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가족과 함께 

협력하고, 상담하며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한 문서작업을 시행한다

(ASHA, 2000). 학교언어재활사가 교실 내에서 모델링하고 수정하

는 지침을 제공했을 때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이 개선됨이 나타났

다. Ebert와 Prelock (1994)의 연구에 따르면, SLP와 함께 공동 언어 

교수를 실시한 학급 교사들은 의사소통장애가 학생들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더 적절하게 교실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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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응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교실 교사와 SLP의 공동 중재를 

받은 학생들은 듣기, 쓰기, 어휘력 이해에서 통제 집단군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Farber & Klein, 1999). Bland

와 Prelock (1996)의 연구에 따르면, 교실 기반 통합 교수와 직접적

인 이끌어내기(pull out) 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발화 명료도가 증가하였으며, 학업 수행력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최근 교실 내에서 SLP-교사의 공동 교수에 대한 증거기반 학교언어

재활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어휘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

었다(Murphy et al., 2016). 따라서, 교사-SLP의 협업이나 맞춤형 언

어재활 서비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소통장애를 가

진 아동에게 교육적 접근을 공유하며 다양한 의사소통 문제를 가

진 아동에게 성공적인 학업에 도달할 수 있도록 SLP와 교사는 상

호보완하여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

으나, 대상자 수가 많지 않아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확대하여 학교

언어재활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언어재활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협

업할 교사 뿐 아니라 부모들의 인식과 요구도를 반영한 학교언어재

활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 교사의 학교언어재활사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언어재활사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교실에 존재하는 교과 및 비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의사소통 문제를 파악하고, 학교언어재활사에 대한 

학교 현장의 교사들의 인식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학교언어재활사의 의무배치는 이러한 급격

한 학교 현장의 변화와 학교 전문가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 현장

에서 교사의 교실 수업에 대한 전문 역량과 언어재활사의 전문 역

량이 다르므로 효과적인 교실 모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실 안

에서 한 교사만이 교육하는 전통적인 교실 수업의 형태를 벗어나 

학교언어재활사가 교실에서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

과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추후에는 일반학

교와 특수학교 및 통합반에서 요구되는 언어치료의 서비스 형태나 

모형을 더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학교언어재활사의 시범 사업

을 통해 학교언어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뿐 아니

라 교사와 학교언어재활사의 역할과 지원 영역에 대한 범위를 제시

하고 학교언어재활사 모형에 의한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에는 이미 상담교사나 영양교사와 같은 모델이 있으므로 학교환경

에 요구되는 언어교사 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증거기반의 언어

재활 서비스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언어재활 

서비스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언어재활사의 역량과 자격 기준도 마

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학교기반의 언어재활사 제도를 통해 교

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 밑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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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Online survey

<학교언어재활사의 필요성과 인식 조사>

안녕하세요?

늘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스승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 연구는 학교언어재활사 제도적 장치와 관련하여 선생님들께 학교언어재활사의 필요성과 인식에 대해 조사하려고 합니다.

최근 학령기 인구는 감소하였으나 다문화가정학생, 중도입국 및 북한이탈주민가정학생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느린 학습자의 증가,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의 통합학급의 증가로 학교 인구가 다양해졌습니다. 

언어는 학습의 주된 도구이고 의사소통은 타인과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와 의사소통교육은 모든 교육과 학습의 기초가 되는 뿌리 교

육입니다.

본 설문연구는 최근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다양성에 따라 선생님들께서 겪는 경험과 실태 및 인식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답변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https://forms.gle/bRsTsVdeQdNXMmtd8

  1. 선생님의 성별을 표시해주십시오.

       1) 남자 2) 여자 

  2. 선생님의 연령대를 표시해주십시오.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3. 선생님의 학교급을 표시해주십시오.

       1) 유치원 2) 초등학교 저학년 3) 초등학교 고학년 

       4) 중학교 5) 고등학교

  4. 선생님의 경력기간을 표시해주십시오.

       1) 1년 미만 2) 1년 이상-3년 미만 3) 3년 이상-5년 미만  

       4) 5년 이상-10년 미만 5) 10년 이상

  5. 선생님께서 맡은 학급은 어떤 형태입니까?

       1) 일반학급 2) 통합학급 3) 기타

  6. 현재 맡으신 아동(학생) 중 아래 해당하는 아동이 있습니까?

       1) 다문화가정학생 2) 중도입국학생 3) 북한이탈주민가정학생  

       4) 느린학습자 5) 기타 의사소통 문제를 가진 학생 6) 없음

  7. 최근 2-3년 동안 의사소통 문제를 가진 학생이 있다면 다음 어디에 해당합니까?

       1) 발음 2) 어휘력 3) 문해력 4) 말더듬 

       5) 사회적 의사소통 6) 목소리 이상 7) 기타 __________        

  8. 선생님의 학급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아동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9. 1)번이라면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중복 체크 가능)

       1) 수업 내용의 이해 2) 수업 발표 3) 교사의 지시따르기 4) 읽기와 쓰기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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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생님의 학급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학생으로 인해 수업 지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1.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학생으로 인해 다른 아동에게 피해가 됩니까?

       1) 예 2) 아니오

12. 선생님의 학급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데 업무적 부담을 느끼십니까?

       1) 예 2) 아니오

13. 수업을 따라오기 어려운 학생이 있었다면 어떻게 지도하셨습니까?

       1) 전문가 의뢰나 요청 2) 부모 상담 3) 그냥 수업 진행 4) 기타

14. 수업시간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학생을 도와주는 전문가가 있다면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감소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15. 수업시간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전문가가 있다면 이 아동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16. 전문가가 있다면 도움의 형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체크 가능)

       1) 교실 참여 협력 교수 체제 2) 독립된 공간에서 1:1 수업 3) 소그룹 형태 지도 4) 기타

17. 전문가가 있다면 도움의 내용은 어떠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교과 기반 지원 2) 문제 영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 3) 부모 교육 지원

18. 전문가가 있다면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1)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 2) 학생의 학교 적응 능력 향상 3) 또래 관계 향상      

       4) 사회적 의사소통능력 향상 5) 기타

19. 학생이 교과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보인다면, 특히 어느 교과목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국어(말하기, 읽기, 쓰기 등 포함) 2) 산수(수학) 3) 사회 4) 기타

20. 교과목 외에 교과목을 따라가기 위한 인지언어교육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21. 수업 집중 향상을 위한 인지언어교육 중 어느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청각적 작업기억 능력 2) 덩이글 이해능력 3) 문제해결능력  

       4) 컴퓨터나 교재교구 조작능력 5) 기타

22. 언어기반 능력(말하기, 읽기, 쓰기, 이해하기 등)이 학생의 학습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23. 수업을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교과수업과 관련된 언어능력 중 다음 어느 능력에 문제를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말하기(발표하기 포함) 2) 문해력(읽기, 쓰기) 3) 지시따르기 4) 청각적 이해력 5) 기타

24. 교과활동 외에 다른 학생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 싶은 학생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오

24-1. 1)의 경우라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발음 2) 말더듬 3) 목소리 이상 4) 사회적 의사소통능력 저하 5) 기타

25. 일반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나 다문화가정, 중도입국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합학급 담임을 맡게 된다면 기꺼이 맡으시겠습니까?

       1) 예 2) 아니오



https://doi.org/10.12963/csd.21842 https://www.e-csd.org    771

학교기반 언어재활 서비스에 대한 교사인식  •  최성희 외

25-1. 2) 아니오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학생 지도의 어려움 2) 교사의 업무 부담 증가 3) 수업 진행의 어려움 4) 기타

26. 통합학급에서 특수교육대상자나 다문화가정학생들을 위한 전문가 도움이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1) 예 2) 아니오

27. 필요하다면 어떠한 도움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십니까?

       1) 의사소통 중심의 말언어지도 2) 맞춤형 언어치료지원 3) 교과과정 연계 언어치료  

       4) 수준별 교재교구 개발 5) 기타

28.  최근 왕따나 학교폭력 등 의사소통 교육부재로 인한 학교 부적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시위주의 경쟁과 코로나19 이후로 개인간 의사소통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29. 사회적 의사소통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학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30. 만약 '1) 예'라면 전문가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의사소통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교과과정을 통한 정기적인 지도 2) 교과외 지도 3) 문제아동 선별지도  

       4) 부모교육을 위한 가정통신문 배부 5) 기타



https://doi.org/10.12963/csd.21842772    https://www.e-csd.org

Seong Hee Choi, et al.  •  Teachers’ Awareness of School-based Speech-Language Pathology Service

국문초록

학교언어재활사 제도에 대한 교사 인식 및 요구도 조사

최성희1·이은경2

1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2동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최근 학교 교실내에 다양한 학생 인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중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

는 한국의 학교언어재활사 제도 의무배치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도를 조사함으로써 학교언어재활사 제도의 입법 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구글설문지를 사용하여 유, 초, 중,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학교언어재활사 의무배치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총 141명의 교사가 응답하였으며, 각 설문지의 응답은 엑셀을 이용하여 빈도수와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결과: 담당학생의 의사소통 문제 유형은 다문화가정 37.3%, 느린학습자 33.3%, 기타 의사소통 문제를 가진 아동 27%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의사소통 어려움으로는 사회적 의사소통기술이 40.6%로 가장 많았고, 문해력 22.7%, 발음 16.4%, 어휘력 9.4% 순이었다. 수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0% 이상이었고, 이 중에서 수업 내용의 이해부분이 73.9%로 가장 많았으며, 

교사의 지시따르기 32.2%, 수업 발표 17.4%에 대해 어려움을 보였다. 또한, 수업 참여의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인한 피해 여부, 업무적 

부담 등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예’라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업무적 부담이 감소되고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96.5%에 달하였다. 전문가의 도움의 형태는 문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 75.9%, 교과기반 

지원 17%, 부모교육지원 5.7%순이었다. 또한, 교사의 99.3%는 학교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논의 및 결론: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언어재활사 전문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언

어재활사 의무배치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및 부모에게도 학교 교육이나 사회적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교사 인식, 교사 요구, 학교기반 언어재활 서비스, 학교언어재활사, 학교언어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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