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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언어치료는 국내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제공되기 시작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재가를 얻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언어치료의 

전문성과 전문성 향상방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방법:  
전국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사설치료기관, 특수학교 등 300개의 기관에 

(1)언어치료사의 일반적 특성과 (2)전문성에 한 인식 및 (3)전문성 증진 방안에 한 설문지

를 보냈으며, 이 가운데 213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문성에 한 인식은 요인분

석을 통해 ‘실천기술’요인과 ‘조직업무’ 요인으로 나눌 수 있었다. 결과:  언어치료사들은 전반

적으로 전문성에 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문제해결과정에 

필요한 ‘실천기술’에 한 전문성이 ‘조직업무’의 전문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언어치료사

의 경력, 직위, 학력, 연령요인이 전문성 인식에 의미 있는 요인이었다. 전문성 증진을 위해 

가장 많이 찬성한 방안은 국가의 자격관리 항목이었다. 논의 및 결론:  언어치료사의 전문성에 

한 개념정리 및 전문성 인식에 한 평가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성에 한 

자신의 평가 외에도 상사와 동료의 평가 혹은 서비스 상자와 보호자로부터의 다면적 평가도 

필요하다. 학과 학회 및 협회차원에서 언어치료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1;16:397-407.

핵심어:  언어치료사, 전문성, 설문조사 

 

Ⅰ. 서론

국내에서 언어치료가 학문분야로 자리 잡을 수 있

도록 학회가 창설된 지 25년, 학에서 정식 학과가 

개설된 지 23년이 되었다. 또한 장애아동에 한 언어

치료 수요는 다양한 재활분야에서 가장 높으며, 장애

아동재활치료사업이 전국적으로 확 실시된 것도 언

어치료의 양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수진, 2008; 김수진 외, 2008). 언어치료의 

급격한 양적 성장과 함께 꼭 필요한 일은 내부적으로 

언어치료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이다. 이를 반영하듯 2011년 언어치료사

는 언어재활사라는 국가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영역의 직업군이 되었다. 그러나 언어치료사가 전문

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언어치료의 전문성에 

한 사회적 인정과 함께 치료사들 스스로 언어치료

의 전문성에 한 인식을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현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직업적 전문성

의 개념에 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이

를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전문성에 한 연구는 1960년  중반이후 미국을 중

심으로 컴퓨터과학, 인지심리학 등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연

구주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교육학과 의학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전문가의 발달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윤영한, 2008). 특히 의료현

장에서의 전문성에 해서는 의료분야 내부뿐 아니라 

그 서비스의 상자가 되는 사회전체에서 관심을 갖

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진의 전문성은 교육과정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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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van Mook et al., 2009).

전문성에 한 정의가 어려운 까닭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직종들이 너무나 다양하며, 이

들 전문직이 지향하는 가치나 신념, 직업윤리, 사회적 

책임, 독특한 지식체계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문직의 기준도 사회적 합의를 얻

기 위한 과정에서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최재성․

임진섭, 2009). 이러한 다양성을 전제로 하기는 하지

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갖는 전문성에 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특정 영역에 해 독점적인 권력

과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전문직 군을 형성하며, 자격

제도와 같은 법적인 제도에 의해 보장받고 사회적으로 

권한과 지위를 갖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박종우, 

1994). 전문가는 특정 분야를 연구하면서 상당한 지식

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윤영한, 2008), 전

문직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Greenwood (1957)

는 전문직이 체계적인 이론과 기술, 전문적 권위, 해당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특권, 전문직의 윤리강

령, 고유의 문화 등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따

라서 전문직은 일반적으로 관련 분야에 한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독점권, 면허와 자격기

준, 자율성, 자기규율 등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성의 

개념은 특정 분야에 관한 지식과 숙련된 기술 등과 함

께 직업으로서의 독특한 자기규율 체계를 가지는 것

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치료사의 전문성이 무엇인가에 해서 정의

를 내리고 평가하는 일 역시 간단하지 않다. Schuell, 

Henkins & Jimenez-Pabon (1964)은 ‘언어치료사에

게 전문성이란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것을 의미하

며, 절 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마해야 하는 

의무’라고 하였다. 이는 비공식적으로 매우 적절한 정

의라고 생각되지만, 개념적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평

가하여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전문성에 한 

개념화 과정을 통해 언어치료사가 지녀야 하는 고유

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수준과 함께 이를 실천하는 과

정에서 드러나는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성과 사회적 책

임 등에 해서도 충분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언어치료는 국내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제공

되기 시작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전문직으로서의 사

회적 재가를 얻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요청되

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언어치료의 전문성에 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증

적인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언

어치료사의 전문성에 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점

차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언어치료사의 전

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언어치료분야

와 유사한 교육, 복지, 의료 서비스 현장에서 이루어진 

전문성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 가운

데 사회복지 공무원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직무수행 요인, 조직환경, 개인적 유능감, 가치요

인 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상현․안순엽, 

2002). 특히 직무와 관련된 요인으로 전문가로서의 

자율성, 인간관계, 인정, 성취감, 책임감, 승진 등이 영

향을 미쳤고, 지식과 기술의 보유, 숙련도, 문제해결능

력 등도 전문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재, 1993). 또한 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 수준에 

관한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학력과 전공, 자격유형, 

과거 직업유형 등 개인적 변인에 따라 전문성 발달 수

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진, 2008). 간

호사를 상으로 한 전문성에 한 인식점수와 의미 

있는 상관을 보인 요인으로는 경력, 학력, 소속감, 직

위, 전문자격증 소지여부였다(Wynd, 2003). 

한편 전문성에 한 인식이 높으면 무엇이 좋은가

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성은 

특히 직무만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사회

복지사, 보육교사, 장애아 보육교사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사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자신의 전문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

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예란, 2006; 김예경, 2000; 정혜영․이경화, 2007), 

특히 교사들의 전문성 인식에서 전문적 자율성과 봉

사적 사명감이 높을수록 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이규식, 2007). 병원에

서 일하는 중견급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

문성에 한 인식과 보상(급여)이 직무만족과 강한 정

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Hampton & Hampton, 

2004). 그러나 Worrall (2006)은 지나치게 전문성 을 

강조하게 되면 ‘ 상자 중심 치료접근’에서 언어치료 

상자들의 욕구를 치료과정에 반영하는데 방해가 되

기도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언어치료 임상현장에 있는 언어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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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요인1: 실천기술 요인2: 조직업무 공통성

2) 이용자와 계형성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

3) 이용자의 다양한 행동양식에 한 이해

4) 문가로서 성장하려는 동기와 문  책임감이 확립

1) 기 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록을 작성, 유지하는 능력

5) 클라이언트(이용자)의에 한 정보수집  사정기술

8) 동료 직원들과 바람직한 인간 계 유지

.863

.795

.771

.706

.690

.593

.760

.680

.629

.547

.571

.531

.663

.604

.597

.545

10) 수행하고 있는 로그램에 해 체계 인 검과 평가

7) 지역사회 서비스 달체계를 이해하고 있음

9) 업무와 련하여 필요한 수퍼비 을 받고 있음

6) 기 의 사명과 철학, 정책들에 한 충분한 이해

.770

.759

.754

.696

고유값(eigen value)

분산치(%)

분산치(%)

4.787

47.870

47.870

1.341

13.406

61.276

<표- 1> 문성에 한 인식 요인분석 결과

를 상으로 언어치료 자신이 전문성에 한 인식과 

전문성 향상방안에 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물론 언

어치료사의 전문성은 사회적 재가를 필요로 하지만 

이보다 먼저 치료사 스스로가 자신의 업무에 한 전

문성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

은 향후 언어치료사에 한 사회적 재가를 확보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어

치료와 유사한 분야에서 논의된 전문성 평가 방법 등

을 기반으로 우선 언어치료사의 전문성에 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다음으로는 언어치료사의 특성에 

따라 전문성에 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

다. 이와 함께 언어치료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한 의견도 분석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조사연구의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의 우편조

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전국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사설치료기관, 특수학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언어치료사를 상으로 300부의 설문

지를 배포하고 메일 혹은 전화를 통해 설문지에 응답

해줄 것을 의뢰한 뒤 회신을 통해 230부를 수거하였

으며,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후 모두 213부를 분

석에 사용하였다. 수거율은 71.0 %였으며, 병원으로

는 설문지를 발송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 상에서 

병원언어치료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참여자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여성의 비율이 93.4%

로 남성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30.05세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는 4년제 학

사가 40.0%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 이상의 경우도 

37.6%로 높은 학력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혼인여부의 

경우는 미혼이 65.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채용방법

은 공개채용을 통해 고용된 경우가 76.6%, 정규직인 

경우의 비중은 50.0%로 나타났다. 치료사의 직위는 

일선 치료사가 79.9%로 가장 많았으며, 팀장이상의 

경우는 21.1%로 나타났다. 언어치료 경력은 평균 약 

5년이고, 3년 미만의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4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수입평균은 약 173만원

이었으며, 1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만의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68.4%를 차지하고 있다. 본 설문에 참

여한 언어치료사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35.7%, 전, 구, 부산 등 도시가 19.5%, 

그 외 지역은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이 

전체 응답자의 44.8%로 참여자들은 전국적으로 비교

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2. 설문지 구성 및 요인분석

설문지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근무경력 등 일반적 사

항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언어치료사의 전문성에 

한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로 최성재(1998)가 사회복

지사의 전문직업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

도를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서비스 제공에서 관련 업무에 한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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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에 한 인식 평균 표 편차

실천

기술

이용자와 계형성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

이용자의 다양한 행동양식에 한 이해

문가로서 성장하려는 동기와 문  책임감이 확립

우리 기 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록을 작성, 유지하는 능력

클라이언트(이용자)에 한 정보수집  사정기술

동료 직원들과 바람직한 인간 계 유지

3.91

3.81

4.08

3.89

3.85

3.90

.588

.604

.561

.725

.596

.643

실천기술 평균 3.91 .478

조직

업무

수행 로그램에 해 체계 인 검과 평가

지역사회 서비스 달체계 이해

업무와 련하여 필요한 수퍼비

기 의 사명과 철학, 정책들에 한 충분한 이해

3.68

3.45

3.38

3.74

.667

.704

.899

.686

조직업무 평균 3.56 .577

체 문항 3.77 .457

<표- 2> 언어치료사의 요인별 문항별 문성에 한 인식 평균  표 편차

기술의 활용, 행정적․정책적 기술과 지식활용정도, 

실천방법에 한 지식과 기술활용정도를 측정하기 위

해 고안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문성은 모두 10문항으

로 재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업무에 

한 전문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문항은 5점 리커

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71

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언어치료사 전문성 영역을 세분화시키

기 위해 본 연구에 응답한 213명의 치료사들이 응답

한 결과를 토 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통한 직각회전법을 적용하였

다. 요인수는 고유값 1.0 이상, 요인점수 0.4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요인분석 결과의 적합성은 KMO 값이 

.870이었으며, 바트레트(Bartlett) 검증은 유의미하게 

나타나 요인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요인

분석결과는 실천기술요인과 조직업무관련 등 두 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요인의 총 설명력은 61.276%

로 나타났다(<표 - 1>참조).

전문성 증진 방안 7문항에 하여 찬성과 반  혹

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통해 각 방안에 한 동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이 문항은 김수진 외(2008)에서 

재활치료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서비스 상아동 부모

들이 규모로 참여한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 중 선별

하였다. 일곱 가지 전문성 증진 방안은 (1) 학의 인

력 양성기간 연장, (2)발달 시기별 장애 관련 이수과

목 확 , (3)국가자격증 관리, (4)철저한 정기적 보수

교육 강화, (5)자격증갱신제도 도입, (6)전문 치료사

제도 도입, (7)서비스기관 평가인증제도 도입이며, 

이에 한 동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부록 - 1>과 같다. 

자료분석은 언어치료사의 일반적 특성과 전문성 

인식에 한 기술통계치를 구하였다. 치료사의 특성

에 따른 전문성 인식의 차이를 교차분석하고 독립 t검

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1. 언어치료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언어치료사의 전문성에 한 인식에서 상자 213명

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77점으로 전문성에 한 

인식이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별 평

균과 개별 문항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문성

의 인식에서 실천기술과 관련된 하위영역은 3.91점으

로 조직업무와 관련된 하위영역 평균인 3.56점에 비

해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언어치료사들의 

전문성에 한 인식이 조직업무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실천기술 부분과 

관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문성에 한 인식 개별 문항에서는 ‘전문가로 성

장하려는 동기가 있고 전문적 책임감이 확립되어 있

다’는 내용이 4.08점으로 전체 문항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이용자와 관계형성 및 의사소통 기술’, ‘동

료 직원과의 바람직한 인간관계 유지’ 등 실천기술과 

관련된 내용에서 전문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김수진․유영준 / 언어치료사의 전문성 인식 연구 

401

찬성(%) 반 (%) 잘 모름(%)

(1) 학의 인력 양성기간 연장

(2) 발달 시기별 장애 련 이수과목 확

(3) 국가의 앙 리(국가자격증 등)

(4) 철 한 정기  보수교육 강화

(5) 자격증 갱신제도 도입

(6) 문 치료사제도 도입,

(7) 서비스 제공기  평가인증제도 도입

124(59.9)

171(81.4)

195(92.9)

168(80.4)

131(63.0)

153(73.6)

104(49.8)

46(22.2)

15(7.1)

2(1.0)

26(12.4)

54(26.0)

23(11.1)

55(26.3)

37(17.9)

24(11.4)

13(6.2)

15(7.2)

23(11.1)

32(15.4)

50(23.9)

<표- 4> 문성 확보 방안별 동의 수  분석

사례
수a

사례
%

문성
인식
평균

t / F
사후
검증

(Scheffe)

성별
남

녀

14

194

6.6

93.4

3.85

3.76
.696 -

연령

20-29세(a)

30-39세(b)

40-49세(c)

111

52

27

58.2

27.8

13.9

3.67 

3.86 

3.98 

6.57
** a<b,c

학력

문학사(a)

학사(b)

석사이상(c)

46

82

77

22.4

40.0

37.6

3.59

3.73

3.90

7.44
*** a,b<c

혼인

여부

미혼

기혼

134

70

65.1

34.9

3.72

3.87

-2.256
* -

채용

방법

공개채용

기타

152

48

76.6

23.4

3.75

3.79
-.526 -

근무

형태

정규직

계약직/기타

101

90

50.0

50.0

3.76

3.72
.537 -

직

부장  이상(a)

장 이상(b)

일선 치료사(c)

22

17

160

11.3

8.8

79.9

4.12

3.71

3.73

7.94
*** a>b,c

경력

3년미만(a)

3년-5년미만(b)

5년-10년미만(c)

10년 이상(d)

82

41

47

25

41.5

21.0

24.0

13.5

3.69

3.81

3.73

4.10 

6.12
*** a,c<d

수입

100만원 

미만(a)

100-200만원 

미만(b)

200-300만원 

미만(c)

300만원 

이상(d)

7

127

39

12

3.7

68.4

20.5

7.4

3.79

3.72

3.83

4.13

3.24* b<d

a항목별 무응답이 있어 사례수의 합이 213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p<.05, **p<.01, ***p<.001

<표- 3> 치료사의 특성에 따른 문성에 한 인식 
비교

‘프로그램에 한 점검과 평가’, ‘지역사회 서비스 전

달체계에 한 이해’, ‘업무와 관련된 수퍼비전 실시’, 

‘기관의 사명과 철학, 정책에 한 이해’ 등 조직업무

와 관련된 내용은 상 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2. 치료사 특성에 따른 전문성에 대한 인식 

언어치료사의 특성에 따른 전문성에 한 인식은 

<표 - 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치료사의 성별, 채

용방법, 근무형태 등에서는 전문성에 한 인식의 차

이가 뚜렷하지 않으나 연령, 학력, 직위, 경력, 수입, 

혼인여부, 근무지 등의 요인에 따라 전문성에 한 인

식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의 경우는 20 의 경우 전문성에 한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30 와 40 와 비교하였

을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치료

사의 직위와 경력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

며, 부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지거나 경력이 10년 이상

인 경우 전문성에 한 인식이 다른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의 경우에도 전문학사나 학사에 

비해 석사 이상의 경우 전문성에 한 인식이 높게 나

타났다. 한편 언어치료사의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는 

채용방법이나 근무형태에 따라서는 전문성에 한 인

식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3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 전문성에 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3.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

언어치료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 방안에 

한 의견은 <표 - 4>와 같다. 전문성 확보 방안에서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내용은 언어치료사의 국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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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증제도 도입으로 응답자의 92.9%가 찬성을 보였으

며, 반 의 경우는 1%에 그쳐,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

격 관리를 통해 언어치료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

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발달

시기별 장애 관련 이수과목을 확 하는 것에는 81.4%

가 찬성하였고, 철저한 정기적 보수교육 강화에는 

80.4%가 찬성하였다. 따라서 언어치료사의 전문성 확

보방안은 주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

에 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전문 치료사제

도는 언어치료를 전공한 치료사가 일정정도 임상경험

을 거친 후 별도의 자격시험을 거쳐 전문 치료사 자격

증을 획득하는 방안이며, 언어치료사의 전문성을 확

보할 수 있는 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한 응답결

과는 응답자의 73.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 

치료사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한 평가인증제도, 

학의 인력 양성기간 연장, 자격증 갱신제도, 전문치

료사제도 등의 도입은 상 적으로 찬성하는 정도가 

낮거나 잘 모름을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조를 

보이고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언어치료의 전문성에 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증

적인 분석을 목표로 진행한 위 연구 결과는 국내 언어

치료사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업무에 한 전문성을 

어느 정도 높게(5점 만점에 평균 3.77)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구분한 두 가지 요인 가

운데 ‘실천기술’과 관련된 요인이 ‘조직업무’와 관련된 

요인보다 상 적으로 전문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언어치료사들이 

중간관리자보다 일선 치료사의 응답비율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으나, 직위와 관련 없이 언어치료

사의 전문성을 조직업무보다는 직접적인 이용자의 치

료과정에서 확립하려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여기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전문성의 두 가지 

하위 영역은 개념적으로는 엄밀하게 구별되기는 어렵

지만, 상 적으로 ‘실천기술’과 관련된 요인은 개인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반면 ‘조직업무’와 관련된 요인은 기관에서 공식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성에 

한 인식 개별 문항에서는 ‘전문가로 성장하려는 동

기가 있고 전문적 책임감이 확립되어 있다’는 문항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자와 관계형성 및 의사

소통 기술’, ‘동료 직원과의 바람직한 인간관계 유지’ 

등 실천기술과 관련된 내용에서 전문성이 높게 나타

났다. 이는 언어치료사들이 전문가가 되기 위한 성장 

동기와 전문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용자와의 관계형

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사정기술 등을 치료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언어치료사의 전문성 인식에 한 개별문

항 분석에서 ‘프로그램에 한 점검과 평가’, ‘지역사

회 서비스 전달체계에 한 이해’, ‘업무와 관련된 수

퍼비전 실시’, ‘기관의 사명과 철학, 정책에 한 이해’ 

등 조직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상 적으로 낮게 나타

났다. 이는 언어치료 서비스 제공 과정이 자신이 소속

된 기관이나 조직과의 관계성보다는 이용자와 개별적

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치료사가 수행하

고 있는 프로그램에 한 체계적인 점검과 평가, 업무

와 관련된 수퍼비전에 한 전문성을 낮게 평가한 것

은 이들 요인이 장기적으로 치료사의 전문성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성에 한 인식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에 한 이해 문항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반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문

항이다.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에 한 공식적 교

육경험이 없는 언어치료사들은 스스로 전문적이지 않

다고 평가했을 수 있다. 그러나 치료사의 치료과정과 

관련성은 낮지만 상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 활용과 연계해야 한다

는 점에서 이에 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언어치료사의 특성에 따른 전문성 분석결과, 치료

사의 성별, 채용방법, 근무형태 등에서는 전문성에 

한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으나 연령, 학력, 혼인여

부, 직위, 경력, 수입 등의 요인에 따라서는 전문성에 

한 인식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언어치료사로서의 경력이 많거나 직위가 높은 경우 

스스로 치료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이 높다고 평

가하였다. 학력의 경우에도 전문학사나 학사에 비해 

석사 이상의 경우 전문성에 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

으며, 이는 언어치료에 한 정규 교육과 지속적인 수

퍼비전과 재교육 및 실무경험이 전문성에 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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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Schuell, Henkins & 

Jimenez-Pabon (1964)이 언어치료사에게 있어 전문

성은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

다고 언급한 것처럼 치료사들은 치료와 삶의 경력이 

늘어가면서 뚜렷하게 자신에 한 전문성을 높게 평

가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Wynd (2003)의 결과와 매

우 유사한데, 간호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학력과 직위, 경력과 함께 전문자격증의 

유무였다. 전문자격증의 도입은 내외적으로 언어치

료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

겠다.

한편 언어치료사의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는 채용

방법이나 근무형태에 따라서는 전문성에 한 인식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월평균 수입이 

300만원 이상의 경우 전문성에 한 인식이 가장 높

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으나 사례수가 12명에 불과

하였으며, 연령도 높고 직위도 높고 경력도 많은 사람

이므로 수입에 따라 전문성에 한 인식이 높다고 해

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응답자 전체를 볼 때 

언어치료사는 평균연령이 30세임에도 불구하고 평

균 수입이 17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은 전문성과 함께 직무만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

(Hampton & Hampton, 2004), 이후 언어치료사의 

전문성과 수입,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언어치료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경력이 길어지고, 이와 함께 수입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에 한 인식은 임상경험이 풍부

하고 오랜 기간 현장에 있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측면

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성 확보 방안에서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내용

은 언어치료사의 국가자격증제도 도입이었다. 설문연

구를 진행할 당시(2011년 1월부터 4월)에는 언어치료

사 자격증이 민간자격증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

기되고 있던 시기였으며 전반적으로 치료사들이 염원

하고 있던 전문성 확보 방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

편 언어치료사의 전문성을 국가가 관리하는 자격증 

제도로 확립하려는 외부적인 노력과 병행하여 ‘정기

적인 보수교육의 강화’와 ‘관련 이수과목의 확 ’ 등 

언어치료사의 내적인 측면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부모들이 중요하게 여긴다고 응답했던(김수진 

외, 2008)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

거나 ‘ 학의 인력 양성기간을 연장’하자는 내용은 다

른 문항에 비해 상 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낮게 나

타나 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관 평가인증제도나 

전문 치료사 제도 도입 등은 학회나 협회 등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정에 참고가 될 만하다. 전문성에 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 역시 언어치료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된 문항이 아니고 서비스 상

자와 보호자 및 언어치료사를 포함하는 재활 관련 서

비스 전문가 전체를 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

과를 토 로 제작된 것이다. 언어치료 분야의 전문가

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

해 필요한 방안을 개발하고 확립시켜갈 필요가 있다. 

최근의 민주적인 사회분위기는 아무리 국가자격증 분

야라고 하더라도 전문가들 스스로 전문성을 향상시키

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천하고 책임지도록 하고 있

다. 실제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고 하더라도 언어치료사들이 동의정도가 낮다면 그 

인식개선과정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언어치료사의 전문성을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에 필요한 1차적인 정보들을 수집한 것과 전문성

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한 실증적인 방식으로 접근한 

연구라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을 통

해 언어치료사의 전문성을 ‘실천기술’과 ‘조직업무’로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며, 언어치료사들은 서비스 이용

자와의 직접적인 문제해결과정에 필요한 ‘실천기술’에 

한 전문성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언어치료

사의 경력, 직위, 학력, 연령요인이 전문성 인식에 영향

을 미치는 의미 있는 요인이었다. 셋째, 전문성을 향상

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국가자격증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 이외에도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이수과목을 확

하는 등 언어치료사의 내적인 측면을 향상시켜야 한

다는데 가장 많은 치료사가 찬성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에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로 전문성에 한 인식의 평

가문항이 복지관과 병원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평가하

는 문항으로 제작한 것이어서 세부적인 언어치료사의 

직무분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아쉬움이 있다. 둘

째로 병원언어치료사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우편설문

을 통한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응답에 참여하지 않은 

상자들이 무조건 배제되어버린 점이다.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

째로 언어치료사의 전문성에 한 개념정리 및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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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에 한 평가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는 전문성에 한 자신의 평가 외에도 상사와 동료의 

평가 혹은 서비스 상자와 보호자로부터의 다면적 평

가도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 자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전문성에 한 인식과 객관적 인식간의 관계에 

해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셋째로는 전

문성 함양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긍정적 요인 즉 서비

스만족도와 직무만족도와 같은 요인들과의 관련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전문성 강

조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요인 즉 상자 중심의 

치료접근을 방해하는 정도에 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규교육과정 중에 전문성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또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평가할 것인가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 전문성은 사회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언어치료사 자신의 

만족스러운 삶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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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문성 인식  문성 향상 방안 설문지 형태

* 다음은 귀하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에 한 내용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무자로서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그 다
매우 
그 다

1) 우리 기 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록을 작성,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클라이언트(이용자)와 계형성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클라이언트(이용자)의 다양한 행동양식에 해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문가로서 성장하려는 동기가 있으며 문  책임감이 확립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클라이언트(이용자)에 한 정보수집  사정기술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기 의 사명과 철학, 정책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지역사회 서비스 달체계를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동료 직원들과 바람직한 인간 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업무와 련하여 필요한 수퍼비 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수행하고 있는 로그램에 해 체계 인 검과 평가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아래의 방안에 찬성하십니까? 해당되는 한 곳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찬성이나 반 한 이유에 해 간략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찬성 반 모르겠다

1) 학의 인력 양성기간을 4년 이상으로 늘인다. ① ② ③

2) 학에서 발달 과정별 장애 련 이수과목을 늘인다. ① ② ③

3) 국가자격증제도를 도입한다. ① ② ③

4) 치료사 보수교육을 정기 으로 수료하도록 의무화한다. ① ② ③

5) 치료사 자격증 갱신을 일정기간마다 하도록 제도화한다. ① ② ③

6) 문치료사제도를 도입하여 특정치료방법의 문성을 키운다. ① ② ③

7) 치료서비스기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치료사의 질을 리한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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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The profession of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is currently 
evolving as a valuable public service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level 
of professionalism in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A descriptive and comparative design was 
us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professionalism depending on gender, educational degrees, 
years of experience, salary, and status in the organization. Methods: A total of 213 speech and 
language pathologis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rough the mail. An inventory scale was used 
to measure professionalism on two main dimensions (practical skills and organizational 
membership levels). Results: A series of statistical analyses revealed that professionalism varied 
depending on years of experience, higher educational degrees, and service as an officer in the 
organization (p<.001). Discussion &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highlight the 
factors contributing to professionalism in the field of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This 
study provides an initial look at professionalism in the field of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while making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1;16:397-407)

Key Words: professionalism,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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