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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와 언어재활사 간 협력  •  이지연 외

Appendix 1. Strengthening team collaboration between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speech-language pathologists for school-aged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school settings

협력 전 만남을 통한 전문가 간 친밀감 형성 서로의 교육환경 관찰을 통한 이해도 향상

↓

평가 및 진단

특수교사와 언어재활사의 개별 진단 후 협의과정에서 진단 내용 공유 및 종합

·언어재활사의 역할

   : 공식적인 검사도구를 활용한 평가와 진단, 전문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평가와 진단

·특수교사의 역할

   : 일상 및 학교생활 관찰을 통한 의사소통기능, 자발화 확인

·대상자 정보 공유

↓

목표설정

각 전문가의 개별 목표설정 후 협의를 통한 목표의 수정 및 공동목표 도출 협의를 통한 공동목표 도출

·일상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어휘 중 교육 가능한 어휘선정

·치료방법에 대한 공유 및 통일

·협력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협의

·부모의 참여 또는 의견반영 고려

↓

교육 및 치료

각 전문가의 개별 수업 형태 유지 개별치료의 내용을 특수교육 환경에서 일반화 유도 부분적 협력교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전재

·교육내용, 방법, 언어적 자극과 반응 통일

·지속적인 중간 협의 필요

·형태1

     : 협력적 자문

·형태2

     : 협력교수

↓

진전평가
개별평가 후 공유

·협의를 통한 진전여부 및 내용 파악

※ 모든 팀 협력의 과정은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Appendix 2. Role of experts in team collaboration between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speech-language pathologists

공통 ·  대상자에게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기 위하여 타 전문가들과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고 협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다른 전문가와 긍정적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신뢰하는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다른 전문가에게 제공하고 다른 전문가의 지식을 받아들인다. 

·  대상자의 배경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한다.

·  진단내용을 바탕으로 협의하여 교육 및 치료 목표를 설정한다.

·  교육 및 치료과정에서의 원활한 팀 협력을 위하여 치료방법, 내용, 언어적 자극과 반응을 다른 전문가와 협의하여 통일한다.

·  학생 진보상황과 프로그램 효과성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한다.

특수교사 ·   장애특성, 특수교육 관련 법률이나 규정, 교육과정, 교수적 수정, 지도방법, 행동수정 전략 등 해당 분야 관련 다양한 정보를  
다른 전문가에게 제공한다.

·  일상 및 학교생활 관찰을 통한 의사소통기능, 자발화 등을 확인한다.

·  언어재활사와 협의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상황과 대상에 적용함으로써 일반화를 이끈다.

언어재활사 ·  언어발달장애특성, 언어발달과정, 언어중재전략, 언어적 자극의 제공 단계 등 해당 분야 관련 다양한 정보를 다른 전문가에게 제공한다.

·  공식적인 검사 도구를 활용한 진단, 전문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을 하고 분석한다.

·  치료의 진보과정을 설명하고 일반화의 시기와 일반화 방법을 제안한다.

·  교실 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의사소통 중재를 할 수 있도록 자문가의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