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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의료 환경에서의 의사소통장애: 
배경, 법적·행정적 쟁점, 전문가 역할 및 
서비스 전달 모델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의사소통장애 전공자든, 교육이나 의료관련 전문분야(예: 물

리치료, 간호, 작업치료) 전공생이든 간에 모두 같은 출발점에 서 있다. 여러분은 아마 

의사소통 과학과 장애에 해 아는 바가 거의 없어 이 분야에 한 개관을 얻기 위해 이 강의

를 듣고자 했을 것이다. 우리는 각 장에서 이 분야에 한 내용을 폭넓게 다루는 한편 그 깊이

를 조절함으로써 여러분이 압도되지 않게 하려 한다. 최소한의 참고문헌과 전문용어만 포함해 

보다 더 큰 그림에 집중하면서도 일부는 자세히 배울 수 있게 하였다.

배경정보: 의사소통장애와 의사소통장애 전문가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데, 구어를 통해 이뤄질 수도 있고 비구

어를 통해 이뤄질 수도 있다. 언어(language)는 낱말과 그 낱말 구성에 필요한 규칙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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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의사소통 체계의 주요 부분이다. 말(speech)은 말소리를 낱말 등 의미 있는 단위로 

만드는 과정인 반면, 청취(audition)는 말한 것을 듣는 과정이다. 유전적, 출생 전, 출생 중 

여러 요인이 아동의 정상적인 말, 언어 및 청취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 외상성 뇌손상, 질병 

등 후천성 장애 또한 아동이나 성인이 말과 언어를 사용하고 또 그것을 듣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장애는 한 사람의 발달/삶의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소통장애를 이룬다.

청각학(audiology)과 언어병리학(speech-language pathology)은 의사소통장애 아동과 

성인의 교육(훈련) 및 재활을 주로 담당하는 전문분야이다. 이 장에서는 청각학과 언어병리

학, 이 두 전문분야를 실제 범위, 교육/임상 준비과정, 자격증 취득 측면에서 간단히 논하고자 

한다. 이 책의 제10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에서는 언어병리학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후에는 

공간을 절약하고 글쓰기 쉽도록 말과 언어 병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사람(언어치료전문가, 

언어임상가, 언어재활사 등)을 언어치료사라 칭하기로 한다.

업무 환경

청능사와 언어치료사는 다양한 환경에서 내과의사, 신경과 전문의, 치과의사, 학급교사, 심리

학자,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특수교육 전문가와 긴 한 협조하에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소통장애는 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의료 환경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장애이다. 

이는 이 책을 통해 청능사 및 언어치료사와 교육 및 의료 전문분야에 한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의사소통장애를 소개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재활팀의 구성원이 의사소통장애에 

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평가와 치료에 있어 학제적 협력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앞에서 

제시한 의사소통장애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는 전문직종 목록을 통해 언어치료사와 청능사

가 다양한 환경에 고용될 수 있음이 명확해졌을 것이다. 업무 환경은 크게 임상/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나눌 수 있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 논의할 수도 있다. 그림 1-1을 통해 

임상/의료현장에는 급성환자전문병원, 재활병원, 지역사회 클리닉, 사설 치료실, 학부설 클

리닉, 장기요양시설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현장이라는 두 번째 범주에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해당되므로 훨씬 단순하다. 이는 부분의 임상가가 학교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미국에 해당함-역자 주) 언어병리학 분야에서는 다소 기만적이다.

여기서 잠시 임상/의료현장의 특징에 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 시설 사이에는 미

묘한 차이가 있다. 첫째, 급성환자전문병원(acute care hospital)은 치료가 매우 시급한 환자

가 가는 곳이다. 예를 들면, 뇌졸중을 입거나 심장발작을 일으킨 사람은 급성환자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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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청각학 및 언어병리학의 업무 환경 유형

으로 이송하는데, 병원에 머무르는 기간은 짧은 편으로 보통 몇 주를 넘지 못한다. 이 유형의 

병원에서의 주된 목표는 환자를 안정시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다. 재원기

간 이후에는 집으로 돌아가거나 추가적 처치를 위해 재활병원으로 옮겨 가게 된다. 급성환자

전문병원 중에는 소아과가 특화되어 아동병원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시설 중 일부

는 입원환자뿐 아니라 퇴원 이후의 외래환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상/의료현장의 두 번째 유형은 재활병원(rehabilitation hospital)이다. 재활병원에서는 

환자가 의료적 처치뿐만 아니라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호흡치료 등 필요한 기타 방

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재활병원에서의 재원기간은 일반적으로 2개월 이하이다. 임상/의

료현장의 세 번째 유형은 지역사회 클리닉(community clinic)이다. 특정 단체(조직)(예: 

Sertoma International, Easter Seals)가 여러 도시에 지역사회 클리닉을 설립하기도 한다. 

이런 클리닉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같은 서비스는 제공하지만, 내담자가 입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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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프로그램은 부분 없다. 보통은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환자가 지역사회 클리닉을 

외래로 방문한다.

임상/의료현장의 네 번째 유형은 사설 치료실(private practice)이다. 이는 1명 이상의 청

각학 또는 언어병리학 전문가가 설립하여 외래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언어치료사가 ‘간판을 걸고’ 말-언어 평가와 치료 서비스를 광고하고 있는 복합 사무실을 떠

올리면 된다. 이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실(개업의 진료실)과 비슷하다. 

때로는 사설 치료실에 있는 전문가가 다른 병원이나 주간보호 프로그램 또는 헤드스타트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사설 치료실은 개 1~5명의 제한

된 수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서로 다른 전문분야 출신의 전문가 여러 명을 고용할 정도

까지 발전하면 지역사회 클리닉으로 바뀌기도 한다.

임상/의료현장의 다섯 번째 유형은 대학부설 클리닉(university-based clinic)이다. 의사소

통장애 전공자라면 학 캠퍼스에서 본 적이 있을 것인데, 이는 여러분의 훈련 프로그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학부설 클리닉은 훈련과정 중에 있는 학생이 청능사 및 언어치

료사가 되는 데 필요한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 클리닉에서는 개 모든 유형의 

내담자를 볼 수 있지만, 의료시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담자는 없고 의사가 상주하지도 않는

다. 그러므로 학부설 클리닉에서 볼 수 있는 내담자는 평가와 치료 서비스를 위해 외래로 

방문하는 아동과 성인이 부분이며, 훈련 중인 학생들이 의사소통장애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

한 전문가의 지도감독하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상/의료현장의 여섯 번째 유형은 장기요양시설(long-term care facility)이다. 이 시설은 

요양원(nursing home) 또는 장애인 유료 거주시설(assisted living center)로도 알려져 있다. 

개 의학적 상태가 지속되어 독립적인 생활로 복귀하기가 어려운 환자가 거주한다. 그러나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 물리

치료, 작업치료, 호흡치료 또는 언어치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청각장애가 있어 정기적인 재평

가와 보청기 유지가 필요한 환자들도 있다.

임상/의료현장의 나머지 두 유형은 주로 청각학 분야의 전문가에 해당한다. 청능사는 이비

인후과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청각평가와 모니터링은 진단 및 치료 

모니터링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개업의 진료실에 고용되는 경우는 언어치료사보다 청능사

가 훨씬 더 많다. 마지막으로 많은 회사가 큰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청취능력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청각사를 고용한다. 산업청각사(industrial audiologist)는 청력 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청력을 평가하고 청각 보호방법을 처방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청능사와 언어치료사는 다양한 임상/의료현장에 고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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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은 표면적으로는 다양성이 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 분야는 눈에 보이는 것보

다 훨씬 더 크다. 첫째, 교육현장은 도시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도시

의 학교에서 일하는 것은 작은 마을의 학교에 임용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차이점 중 하나는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동료 수의 차이이다. 도시 학교 체제에는 도시 지역의 여러 학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어치료사가 100명 이상 있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여러 지역의 전문가가 

연구를 위해 협력하고 직무/보수 교육에 참여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고안하게 될 기회가 

많다. 생후~3세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도 있으나 모든 학교 체제가 3~5세 아동에

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지방 학교 체제의 경우 1명 또는 2명의 의사소통장애 전문

가만이 고용된다. 많은 주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군에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의사소통장애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의 연령 범위는 개 출생~21세이다. 그러므

로 아동뿐만 아니라 청년층도 학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립학교 서비스의 또 다른 

측면은 언어치료사가 모든 장애영역을 아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립학교에서는 

음성장애, 말더듬, 조음장애, 언어장애, 삼킴장애 모두 볼 수 있다. 게다가 뇌성마비, 뇌손상 

등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학생도 공립학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부 학교 체제에서는 

임상가가 학교와 아동의 가정에서 치료와 평가를 실시하기도 하며, 때에 따라 공립학교의 보

호 아래 병원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공립학교에서는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임상/의료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공립학교에서 보게 되는 사례의 

장애, 연령, 환경 측면에서의 다양성은 임상/의료현장에 필적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한 연구(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ASHA, 2003)에 의하

면, 언어치료사의 약 56%가 학교에서 일하며, 35%가 병원 및 기타 입원시설과 같은 의료 시설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 정도는 사설 치료실이나 학부설 클리닉에서 일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54%의 청능사가 비입원 의료시설에 고용되어 있고, 

나머지 26%는 병원, 11%는 학교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SHA, 2003).

청각학과 언어병리학 전문직종

청능사는 청각 문제에 주력하며 크게 아동과 성인의 진단, 교육(훈련) 및 재활 서비스를 담당

한다. 미국 말언어청각협회(ASHA, 2004)는 청각학과 언어병리학 분야의 업무 범위를 요약하

여 제시하였다. 전반적인 영역에서 두 전문직종의 구체적 업무를 기술하였으나 이 책에서는 

아주 간단히 살펴보려 한다. 다음과 같은 6개의 업무가 청각학 분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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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방: 청능사는 청각장애를 예방하고 청각 복지 촉진을 위한 노력으로 청각 보호, 선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청력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음향 환경을 찾아내는 

것도 예방에 해당된다.

2. 확인(선별): 청능사는 출생에서부터 생애 전반에 걸쳐 청력손실이 있는 사람을 최초로 찾아

내려 한다. 평형장애와 이명(귀가 울리는 증상)이 있는 사람도 선별한다.

3. 평가: 선별검사가 청각장애인을 처음으로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면, 평가는 외이도에서부터 

청각의 신경학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전체 청각기제를 자세히 검사하는 과정을 말한다. 청

능사는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여러 장비를 이용하여 청각기제의 여러 부분을 검사한다. 

환자가 들을 수 있는 신호 유형과 현재 문제를 보이는 신호 유형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

해 순음이나 어음 자극을 이용하는 장비도 사용한다. 면 한 평가 결과는 포괄적인 치료 

계획 개발에 이용한다.

4. 재활: 청능사는 관리 프로그램의 일부로 청각보조체계와 보청기 등 적절한 청각 테크놀로지 

장비를 맞춘다. 청능사는 또 인공와우 이식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하며, 인공와

우 이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인공와우 맞춤과 최적화에도 참여한다. 청능사는 청각재활/

교육, 청능훈련, 독화술(speech reading) 지도,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 훈련도 실시한다.

5. 지지/자문: 청능사는 청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단체의 권리를 옹호하고 테크놀로지와 

치료를 위한 기금 마련을 돕는다. 또한 청각, 청각장애, 관리 서비스에 관한 자문을 통해 

다른 전문가, 내담자, 가족, 기관, 정부, 산업체를 지원한다.

6. 교육/연구/행정 관리: 청능사는 훈련 중인 학생들이 의사소통장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전문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업 및 임상 기술을 가르친다. 또 청각, 청각장애, 

평가, 치료에 관한 기초 연구 및 응용 연구를 통해 평가 및 치료 프로토콜의 효율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청각장애인의 선별, 평가, 치료에 관한 전반적 설명은 제10장을 참조하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각학 분야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전문직 종사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맛보기 정도로만 살펴볼 것이다. 전문분야로 청각학에 관심이 있는 의사소통장애 전공

생들은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동안 이 분야의 여러 전공과목을 수강해야 할 것이다.

언어치료사는 말과 언어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한다. 언어치료사가 다루는 장애는 몇 가지 

큰 영역으로 나뉘는데, 여기에는 음성, 언어, 유창성, 조음, 삼킴에서의 장애가 포함된다. 각 

영역 내에 세부적인 의사소통장애 유형도 많은데, 이는 개별 장애에 관한 장에서 따로 다룰 

것이다. 지금은 전반적인 영역을 아는 것만으로도 언어치료사의 업무 범위에 한 개요를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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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충분할 것이다. 청각학 분야처럼 ASHA(2004)가 언어치료사의 업무로 문서화한 6개의 

전반적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방: 언어치료사는 건강한 방식의 삶을 장려함으로써 의사소통 복지를 촉진한다. 금연과 

스포츠 중 머리 보호  착용 등은 의사소통장애를 유발하는 후두암과 뇌손상의 위험을 줄

여 준다. 영유아를 상으로 하는 조기 발견과 조기 중재 프로그램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극 화시켜 주고 중증도를 감소시켜 준다.

2. 확인(선별): 언어치료사는 의사소통장애인을 최초로 찾아내는 선별과정에 참여한다. 선별

은 의사소통장애 아동을 조기에 확인(발견)하는 데 특히 중요하나 여러 의학적, 신경학적 

상태의 결과로 말, 언어 또는 청각에 문제를 보이는 성인을 발견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

다.

3. 평가: 어떤 사람이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언어치료사는 장애의 정도를 판

단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고안하기 위해 심도 있는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에는 전기적 장치

(전자장비)를 이용한 검사, 의사소통 샘플 수집, 표준화 검사의 시행도 포함된다.

4. 치료: 언어치료사는 말장애나 언어장애 진단을 받은 성인과 아동을 중재하며, 중재에서는 

조음장애, 말운동장애, 말실행증, 공명장애, 음성장애(예: 음도, 강도, 음질의 장애), 유창

성장애(예: 말더듬, 말빠름증), 언어장애(구문, 의미, 형태, 음운, 화용, 문해, 말이전 의사

소통 포함), 인지장애(예: 주의력, 기억, 문제해결), 섭식/삼킴장애와 관련된 목표를 관리

한다. 치료에는 음성합성기나 단순한 의사소통판이 있는 노트북 컴퓨터 등 기초 공학이나 

첨단 공학 기술을 이용한 보완 의사소통 체계도 이용할 수 있다.

5. 지지/자문: 언어치료사는 협력팀의 일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비/서비스를 위한 기금 확

보를 돕고, 다른 전문가의 자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말, 언어, 삼킴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한다.

6. 교육/연구/행정 관리: 언어치료사는 정상 의사소통, 의사소통장애, 삼킴장애에 한 중 

인식제고 프로그램과 장애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언어치료사는 다른 전문

가를 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의사소통장애 전문요원의 교육과 훈련에 참여한다. 

행정 업무에는 임상 및 학업 프로그램 관리가 있다.

청능사와 언어치료사는 업무현장과 업무 범위의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음을 쉽게 알 수 있

다. 두 전문직종은 예방, 확인, 평가, 치료, 상담, 지지, 행정,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청능사가 청각, 평형, 이명을 주로 담당한다면 언어치료사는 특정 말장애와 언어장애에 주로 

관여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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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학 및 언어병리학에서의 자격 증명

청능사나 언어치료사가 되는 것은 전문가협회의 요구가 복잡한 과정이다. 미국 말언어청각협회

(ASHA)는 언어치료사와 청능사로 구성된 주요 전문가 조직 중 하나이다. ASHA 산하에는 의사

소통장애 전공생 모임인 전국 말언어청각학생회(National Student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NSSLHA)도 있다. ASHA는 이들의 훈련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는 

학업 기술과 임상 기술 둘 다 포함되어 있다. 의사소통장애 전문가가 되는 데 필요한 학업 

및 임상 요구사항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전반적인 과정만 논의하고자 한다. 

자세한 조건에 해서는 http://www.asha.org/certification에 접속하여 살펴보기 바란다. 

필요한 학위는 언어치료사의 경우 반드시 언어병리학 전공의 석사학위(이학석사, 문학석사, 

의사소통장애학 석사)를 취득해야 하며, 청능사는 박사학위(AuD, 청각학 박사)를 반드시 취

득해야 한다(이는 ASHA가 규정한 학위 조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문학사가 최소 학위 

조건임-역자 주). 학위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요건을 갖추었음을 보증하는 ASHA의 인증을 받

은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또한 언어치료사와 청능사가 구체적인 학업 기술(전공 교과목 이수)

을 갖추고 전문감독자의 감독하에 이뤄지는 실습 경험을 통해 임상 기술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도 예상할 수 있듯이 청각학 프로그램은 정상 청력, 

청각장애, 청각평가, 청각 재활과 함께 평형장애 관련 과목의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언어

병리학 전공생은 정상적인 말, 청각, 언어에 해 배운 후 어떻게 이 영역에 장애가 생기고, 

어떻게 이 영역을 평가하고 치료하는지에 관한 교과목을 뒤이어 배우게 된다. 훈련 프로그램

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면 청각학 및 언어병리학 전공생은 자기 전문분야의 국가시험에 합격해

야 한다. 학생은 또 자격증을 소지한 언어치료사나 청능사의 지도감독하에 1년 동안 전문직종

의 임상 경험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데, 이를 임상수련과정(clinical fellowship year, CFY)

이라 한다. 언어치료사는 개 유급으로 고용된 첫 1년 동안 CFY를 마치게 되는데,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그 기간 동안 임상 감독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ASHA로부터 자격 

인정을 받으려면 학생은 (1) 인증된 학교 프로그램에서 전공분야에 필요한 학위를 받아야 

하고, (2) 인증받은 프로그램의 부분으로 모든 학업 및 임상 요건을 마쳐야 하며, (3) 전공 

분야의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4) 전공분야에서 1년간 임상수련과정을 마쳐야 한다. 이 

모든 자격 요건을 다 갖추고 나면 ASHA가 청각학 또는 언어병리학 분야의 임상능력 자격증

(Certificate of Clinical Competence, CCC)을 발부한다. 청각학 분야에는 ASHA 외에도 학

생 훈련과 전문영역 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러한 단체 중 하나가 미국 

청각협회(American Academy of Audiology, AA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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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사와 청능사에게 자격증 취득은 매우 중요한데, 실무에 필요한 또 다른 자격증도 

있다. 미국은 각 주별로 청능사와 언어치료사에 한 자격 요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거의 

모든 주에서 임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가는 반드시 해당 주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행히도 면허 요건이 자격증 취득 조건과 동일하므로 임상능력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가는 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전문가 단체의 영향

앞에서 언급했듯이 ASHA와 같은 단체는 학교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업 및 임상 경험을 규정함으로써 의사소통장애 전문가의 훈련에 필요한 조건(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ASHA는 또 모든 언어치료사가 준수해야 할 전문가 윤리강령을 수립하는 역

할도 한다. 윤리강령은 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보호하고, 임상가로 하여금 임상 업무를 행함에 있

어 반드시 전문가답게 윤리적으로 행동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윤리강령은 http://www.asha. 

org/docs/html/ET2010-00309.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ASHA는 또 전문학술지를 발간하

고 연구비를 지원하며 보수교육 워크숍과 학술 회를 개최하는 등 연구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학교 및 의료현장 언어치료사의 담당사례 관련 쟁점

교육현장

이 책이 의도한 바 중 하나는 학급교사와 특수교사 그리고 학교 환경에서 일하는 데 관심 있는 

언어치료사에게 의사소통장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말, 언어, 청각 문제가 있는 학생

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은 아마도 학교에 얼마나 많은 

의사소통장애 학생이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2000~2001학년도에 50개 주와 컬럼비아 교육구

에서 총 5,775,772명의 학생(6~21세)이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았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0). 공립학교에서 특수교사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학생의 50% 이상이 학습장애

를 주 장애로 가지고 있었다. 주 장애(1차 장애)가 말장애나 언어장애인 학생은 18.9%, 청각장애

인 학생은 1.2%로 집계되었다.

그렇다면 학습장애와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교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 학생

의 상당수를 차지하며, 기타 장애 범주(즉, 인지장애, 정서장애, 복합장애, 지체장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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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련 장애 및 시각장애)는 다소 적음이 분명하다. 명민한 독자는 여기에 보고된 발생률 

수치가 5세 이상의 아동에만 해당되는 것임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법적으로, 학교는 생후부터 

3세까지의 아동들에게까지 서비스를 확 하여 제공해야 한다. 말/언어장애는 학령전 아동에

게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연령층의 아동들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언어치료사의 

잠재적 담당사례 수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학습장애, 지적장애, 복합장애, 지체장애로 분류된 학생 중 상당수가 말, 청각 또는 언어에 

있어 의사소통장애를 동반함을 언급해야 한다. 이 학생들은 주 장애(예: 인지장애)에 따라 분

류되어 앞에서 언급한 말/언어장애 발생률 18.9%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주 장애가 

말/언어장애인 학생들만 보고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어치료사가 담당하는 사례에

는 말, 언어 또는 청각장애가 주 장애인 경우도 꽤 많지만, 말/언어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주 

장애는 아니지만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 말/언어 치료를 받는 사례도 많다.

담당사례가 많기 때문에 공립학교 체제에서 언어치료사의 자리는 전국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미국 노동통계국(U. 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언어치료사의 

고용률은 차후 10년 동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가 27%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

고 있는 아동 및 성인 사례 수 비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언어치료사의 공급부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교사, 특히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언젠가는 자기 학급에서 의사

소통장애가 심한 학생을 만나게 될 것이다.

2003년에 ASHA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실시한 조사연구(2003 ASHA Omnibus Survey)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전일제로 일하는 언어치료사의 평균 담당사례 수는 53명, 그 범위는 

15~110명이었다. 평균 담당사례 수는 주별로 크게 차이가 났다. 예를 들면, 북 다코타 주는 

평균 32명으로 가장 적은 수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디애나 주는 평균 75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중에 논의하겠지만 언어치료사는 몇 가지 이

용 가능한 서비스 전달 모델 중 그 어떤 모델을 적용해도 된다. 개별적으로 담당하거나 집단으

로 담당할 수도 있으며, 학급 활동 안에 치료를 통합시킴으로써 몇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도 

한다. ASHA의 2003년 옴니버스 조사연구에서는 언어치료사가 월 평균 49회의 개별회기, 83

회의 집단회기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치료사가 담당한 사례의 약 71%가 6세 이상의 

아동이었고, 26%가 3~5세 아동이었으며, 약 3.5%가 출생~2세의 연령층으로 나타났다. 언

어치료사가 담당한 사례의 의사소통장애 중증도 또한 매우 다양했는데, 23%가 중도장애, 

51%가 중등도장애, 26%가 경도장애였다.



11제1장 교육 및 의료 환경에서의 의사소통장애

진단 범주 정기적 서비스 제공 % 평균 사례 수

실어증

조음/음운장애

주의력결핍장애

자폐증/전반적 발달장애

인지장애

삼킴장애

유창성장애

청각장애

학습장애

인지손상

말운동장애

체 의사소통

읽기/쓰기

언어장애

말실행증

음성장애

 6.0

91.8

65.4

77.4

43.6

13.8

67.5

45.8

72.4

70.9

 4.7

50.8

37.7

61.1

59.4

33.8

 4.5

23.9

 7.5

 5.0

10.6

 4.0

 2.5

 3.2

16.5

10.8

 4.1

 4.8

14.0

17.2

 3.1

 1.9

표 1-1  학교 언어치료사가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 유형별 백분율과 담당사례 중 각 장애 유형별 
평균 내담자 수 

 
 출처: ASHA(2006)에서 수정 인용함

이후의 장에서 각 의사소통장애 유형별 출현율 수치를 보게 될 것이다. 언어장애의 출현율

은 음성장애의 출현율과는 매우 다르게 보고된다. ASHA의 학교 조사연구(ASHA School 

Survey)는 언어치료사의 표적 담당사례 중 각 장애 유형별 비율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ASHA, 2006). 표 1-1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중복되어 나타나는 장애도 있기 때문에 

100%가 넘는다. 예를 들면, 한 아동이 언어장애와 동시에 조음장애를 보일 수도 있다. 표 1-1

에서 언어치료사는 서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영역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춰야 함을 쉽게 알 

수 있다. 교사도 다양한 진단범주의 학생이 자신의 학급에도 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의료현장

ASHA는 임상/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언어치료사들의 표적인 담당사례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매우 간단한 통계치를 보고하였다(ASHA, 2007b). 2007년의 의료 조사연구에 따

르면, 임상/의료현장의 내담자 중 60%가 성인, 12%가 학령기 아동, 13%가 학령전 아동, 

16%가 영유아였다. 표 1-2에는 임상/의료현장에서 성인 및 아동을 상으로 일하는 언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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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범주 성인 % 아동 %

외국 말씨(악센트) 교정

실어증

인지-의사소통

말운동

삼킴/섭식

음성/공명

조음/음운

유창성

언어

기타

 1

17

21

 8

46

 5

-

-

-

 2

-

-

14

-

17

 3

24

 3

35

 1

출처: ASHA(2007b)에서 수정 인용함

표 1-2 의료현장 언어치료사가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별 담당사례 백분율 

료사의 담당사례를 장애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교육 및 의료현장에서의 법적·행정적 쟁점

교육현장: 의사소통장애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법

여기서는 학교에서 의사소통장애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초가 되는 법적·행정적 

명령 각각에 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법에 한 이해는 언어치료사와 교사가 한 학년 

동안 담당하는 학교업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장애인교육법 전장애아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PL  94-142)은 

1977년에 3~21세의 모든 장애아동은 자신의 필요에 맞는 공교육을 무상으로 받음을 명령하

였다. PL 94-142는 수년 동안 다섯 차례 개정되었으며, 1977년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그 지침이 포함되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의사소통상의 장애는 교육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말, 언어 또는 청각에 장애가 있는 학생은 IDEA에 의해 비용을 지원받으며 자신에 맞게 개별

화된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 법에 의해 장애가 있는 모든 학생과 그 부모는 평가 

및 배치에 있어 적법 절차(due process)가 보장된다. 여기에는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기타 장

애의 확인, 평가 및 배치도 포함된다. 이 적법 절차는 학교 전문가팀과 부모의 협력하에 이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