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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 거

한국에서 언어병리학/ 언어치료학 및 청각학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

터이다.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언어병리학/ 언어치료학의 대학 강좌가 처음 개설된 곳

은 1968년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였다. 언어와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치료실은 1969년 1월에

개설된 연세의료원 이비인후과의 언어치료실이 처음이다. 개설 당시에는 언어청각연구소

라 하였고 연구소 안에 언어교정실 과 청력검사실 을 두었다. 후에 언어교정실은 언어치료

실로 이름을 바꾸었고, 지금은 재활병원으로 이전하여 의료원의 중앙 언어치료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세의료원 이비인후과의 언어치료실은 당시 김기령 교수님과 김영명 교수

님의 선구자적인 노력으로 가능하였다. 한편,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의 학계와 사회의

인식이 부족했던 어려운 여건에서 대구대학교의 이규식 교수님이 청능재활교육의 발판을 마

련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의 언어병리학 또는 청각학(청능재활학 포함)은 특수교육과에서

산발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졌을 뿐, 학문적인 기반이 거의 없었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태는

1970년대까지도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언어장애인들과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체계적인 학문적 노력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학문적인 노력과 장애인 복지에 대

한 국가와 사회적인 관심의 고조에 힘입어 대한적십자사가 1980년 11월부터 언어치료사 양

성과정을 설치하기에 이르렀고,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몇몇 복지기관에서 언어치

료실을 설치하게 되었다. 대한적십자사의 언어치료사 양성과정이 당시로서는 시대에 앞선

것이었으나 기초 교육과정이 1 - 3개월, 재교육과정이 1주일 내외에 불과하였으며, 대구대학

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대학에 언어병리학/ 언어치료학의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이 생기면서

1990년 중반에 양성과정을 중단하였다.

한편, 1984년부터 1986년까지 3년간 매년 8월에 4일씩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임상

현장에 종사하는 언어임상가들을 위한 재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다. 당시, 언어임상가의 직분

으로 임상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주로 특수교육과의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자들로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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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 요구에 따라 언어치료를 담당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좀더 체계적이고 폭

넓은 언어병리학에 접근하려는 욕구가 강했고 학문적 토대 위에서 언어치료 임상기법을 닦

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단편적인 교육 또는 연수로는 언어임상가의 현실적 수요를 충족시

키지 못한 것은 당연하였다. 1988년에 대구대학교에 언어치료학과가 설치되고 1992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나 이들만으로는 부족하였다. 당시, 단국대학교와 대구대학교 대학원

에 언어치료교육 또는 언어치료 전공과정이 있었으나 졸업생이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따라

서, 현실적인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1994년 3월에 연세대학교 의학기술수련원 안에 2년 과정

의 언어치료사교육과정 이 설치되어 1999년 2월까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1기부터 4기까지

총 61명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는데, 이들로 인하여 언어임상현장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었으며, 이들이 언어임상의 질적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교육과정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언어병리학협동과정이 생기면서 폐지되었다.

Ⅱ. 대학의 언어병리학 및 청각학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도 언어병리학 및 청각학의 대학/ 대학원 과정이 설

치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 11월 현재 대구대학교와 대불대학교에 각각 학부 언어치료학과

가 설치되어 있고, 대학원 과정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언어병리학협동과정, 연세대학교의

언어병리학협동과정, 단국대학교의 대학원, 특수교육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각각의 언어치료

전공과정,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재활학과의 언어병리학 과정과 청각학 과정, 대구대학

교의 대학원, 재활과학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각각의 언어치료 전공과정, 전북대학교 대학원

의 언어병리학협동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이로써, 학부의 2개 학과와 6개 대학교 9개 대학원

에 언어병리학/ 언어치료학/ 언어치료전공 등 9개 과정과 청각학 1개 과정이 설치 되었다. 이

들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의 설립년도, 학과·과정·전공의 명칭, 연간입학생수 등을 요약하면

<표 - 1>과 같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7개 대학에 언어병리학 과정이 생겼으며, 한 곳에 불과하지만 청각

학의 대학원 과정이 설치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이들 학과·과정·전공들이 대

부분 1990년대에 탄생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언어병리학·청각학이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라고 할 수 있다. 불과 15년 전에는 대학의 언어병리학 과

정이 전무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진정 격세지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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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언어병리학 및 청각학의 현황(1999년 11월 - 2000년 3월 현재)

구분 대학교 이름
단과대학 또는

학부 이름
학과/과정/전공의 이름 설립년월 연간 입학생수

학부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 1988. 3. 40명

대불대학교 보건학부
언어치료학과 (2000년 3월

에 언어청각학과 로 개칭)
1999. 3.

40명, 2000년

부터 60명

대

학

원

단국대학교

대학원* 청각·언어장애아교육전공
1977. 3. (석사)
1982. 3. (박사)

재학생수: 석사

36, 박사 11
특수교육대학원 언어치료교육전공 1998. 3. 16명

교육대학원 언어치료교육전공

1997. 3. (특수교육

대학원 설립으로

전공을 없앴음)

9명 입학,
모두 졸업

대구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 언어치료전공
1997. 3. (석사)
1998. 3. (박사)

재학생수:
석사 10, 박사 3

재활과학대학원 재활과학과 언어치료전공 1992. 3. 재학생수: 61

교육대학원 언어치료교육전공 1997. 9. 재학생수: 9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1997. 9. 10명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1995. 9.

석사 10명,
박사 5명

전북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2000. 3. 5명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재활학과 언어병리학전공

재활학과 청각학전공

언어병리: 1999. 3.
청각: 1998. 3.

언어병리 10명,
청각 20명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음.

잠시, 미국 대학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말언어청각협회(American Speech -

Language- Hearing Association ; 약자로는 A sha라고 한다)의 Internet Homapage(http :/ / ww

w .asha.org )에 1999년 11월 현재 들어가 보면 205개의 대학원에서 언어병리학/ 청각학, 언어

병리학 또는 청각학을 개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부가 아닌 205개 대학원이 석사 또

는 석사와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이들 205개 대학원은 Asha의 교육과정인증위원회

(Council of Academic Accreditation/ CAA ) 의 평가를 거쳐서 인증(accreditation ) 을 받은

대학원 프로그램들이다. 인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원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250여

곳이 된다. ASHA의 인증을 받은 205개 대학원 중 97개는 언어병리학 및 청각학의 두 전공

프로그램을 모두 교육하고 있으며, 107개는 언어병리학만을 교육하고 있고, 청각학만을 교육

하는 대학원이 한 곳이다. 인구 2억 5천만의 미국이 250개의 대학원 과정을 가지고 있다면

인구 5천만인 우리나라는 50개의 대학원에 언어병리학 또는 청각학이 개설되어 있어야 산술

적인 비율에 맞는다. 최소한 그것의 반인 25개 대학원에 의사소통장애와 관련된 학문을 연구

하고 임상기술을 개발하는 교육과정이 마련될 법하다. 우리나라에 지난 13년 사이 6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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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언어병리학·청각학 과정이 설치되었고, 그중 5개 대학교의 과정은 1995년 이후에 설치

되었다. 앞으로 10년이 가기 전에 25개 대학교에 설치될 것 같은 희망이 생기기도 한다. 물론

숫자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들 대학원 교육의 질적인 수준이라

고 생각한다.

Ⅲ. 언어병리학 및 청각학의 학회

언어병리학 및 청각학의 학회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986년 2월 22일에 한국언어병

리학회(서울 소재)가, 1990년 5월 12일에 한국언어치료학회(대구 소재)가 창립되었다. 한편,

1998년 7월 18일에는 한국청각임상가회가 창립되었다. 한국언어병리학회가 학회의 영역을

청각학까지 넓히기 위하여 1998년 9월 19일에 그 이름을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로 바꾸었다.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와 한국언어치료학회는 나름대로 각각 언어임상가/ 언어치료사 및 청각

임상가의 자격증 제도를 마련하여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그러나 두 학회가 개별적으로 자

격증을 수여하는 일이 대외적인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국가자격증의 법제화의 필요

성이 대두되면서, 세 학회 1년여의 협의와 협력과정을 거쳐 1999년 9월 16일에 공동의 자격

증수여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어서 세 학회는 국가자격증의 법제화를 위한 계속적인 노

력을 하였고, 이를 추진·실천하기 위해서는 단일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하여 1999년

11월 6일 오후 3시에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교수연구관 111호에서 한국언어청각임

상가협회 를 창립하기에 이르렀다. 170명의 발기인이 뒷받침된 창립총회에서 단국대학교 총

장이신 김승국 교수님, 연세의료원 재활병원장이신 전세일 교수님, 그리고 우리나라 청각학

의 선도자이신 대구대학교 이규식 교수님의 축사 속에서 협회가 탄생하였다.

이 협회는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와 한국언어치료학회를 후원학회로 하고, 그 동안 두

학회가 수여한 자격증을 소지한 언어임상가 및 청각임상가(1급 및 2급)와 언어병리학/ 청각

학 및 관련 학문분야의 대학 교수들을 회원으로 하며, 자격증의 수여와 이와 관련된 업무

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조직체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를 통한 국가자격증의 실

현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앞으로 언어임상가와 청각임상가의 합리

적이고 질적인 관리를 위해 이와 관련된 제도를 세부화 하고 시행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

으로 생각한다.

한국언어청각임상가협회가 창립됨으로써, 지금까지는 두 학회(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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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한국언어치료학회)가 각각 수여하던 자격증을 2001년부터는 국가자격증이 법제화될 때까

지 협회에서 수여한다. 또한 자격증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와 기능(자격증시험의 출제, 채점,

합격판정 등 포함)을 협회가 수행하게 된다.

Ⅳ.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가 1986년에 창립된 이후 금년으로 13년이 되었다(1998년까지는

학회의 이름이 한국언어병리학회였다). 현장의 언어임상가들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모여서

서로 돕고 필요한 정보를 나누자는 강력한 동기가 학회를 만드는 원동력이었다. 우리나라의

언어병리학이 황무지였기 때문이다. 처음에 모인 사람들은 불과 57명이었는데, 학회가 처음

시작한 일은 월례연구발표회 였다. 여기에서 무엇이던 배워보겠다는 것이었다. 월례연구발

표회가 횟수를 거듭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기자 언어치료실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거

나 언어치료실에 갈 수 없는 장애아동 부모들에게 집에서 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가

르쳐 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두번째로 시작한 일이 언어장애아동 부모교

실 이었다. 부모교실을 열 때마다 200명이 넘는 엄마 들이 참석하였고, 강의를 맡은 학회의

언어임상가들은 정성을 다 하여 교재를 만들고 열성을 다 하여 강의를 하였다. 엄마들이 자

기 자식을 위하여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 하나라도 배워가기를 바랬기 때문이었다. 핏기

없는 얼굴로 부모교실을 찾아와 침묵으로 교실에 앉아 있던 엄마들이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에는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월례연구발표회를 계속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이 언어치료 전문요원 교육 이

었다. 말-언어장애의 증상별로, 좀더 체계적으로, 문제에 접근해 보자는 욕구에서였다. 여기

에도 매번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임상현장에서 부딪치는, 풀기 어렵고,

고민스러운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어볼 수 있을까 하는 언어임상가들이었다. 현장경험이 조

금은 더 있고 이 분야에서 선배가 되는 언어임상가들이 후배·후학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를 제시하고 토의하는 자리가 전문요원 교육이었다.

최근에 와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언어장애 연수회 까지 개최하게 되었

고, 지금은 의학분야와 언어병리학/ 청각학의 전문인들이 서로를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한 학

술회의를 해보자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 진정 장족의 발전이 아닐 수 없다.

학회가 한 일 중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언어임상가 및 청각임상가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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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 규정 의 제정과 이 규정에 따른 자격증 수여의 일이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자격

증 시험을 실시하였고(1997년 7월 20일, 1998년 4월 26일, 1999년 2월 28일), 1999년 11월 현

재 학회의 자격증을 취득한 언어임상가 및 청각임상가의 수는 총 65명이다: 1급 언어임상가

52명, 2급 언어임상가 10명, 2급 청각임상가 3명.

여기에 지난 13년간 학회의 주요 업적 을 나열해 보고자 한다.

가. 월례연구발표회: 총 57 회 (총 발표자 수 97명)

나. 언어장애아동 부모교실: 총 8 회 (총 참가자 수 1,089명)

다. 언어치료 전문요원 교육: 총 7 회 (총 참가자 수 1,107명)

라. 초·중·고등학교 교사연수: 1회 (참가자 수 179명)

마. 보수교육: 총 5 회(총 9 강좌; 총 수강생 수 337명)

바. 수련과정(Clinical F ellow ship Year/ CFY) 시행

사. 언어임상가/ 청각임상가 윤리강령 제정

아. 학회소식: 제 39 호까지 발행

자. 학회 학술지( 언어청각장애연구 (K orean J ournal of Com m unication D is orders ):

제 4 권까지 발간

차. 학술지 이외의 언어병리학/ 청각학 관련 책 발간: 총 21 종

Ⅴ. 언어치료실/ 난청치료실의 현황

필자가 1992년에 조사한 바(이승환, 1992)에 따르면 당시 국내에는 대학, 복지관, 사설

언어치료실 등을 모두 포함하여 언어치료실이 26곳에 불과하였다.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대

학병원의 청능검사실 등을 포함한 난청치료실은 10곳 내외였다고 추측된다. 언어치료실만

본다면 7년 전의 26개소가 1999년 현재는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숫자

만도 155곳에 이른다. 7년만에 6배의 수로 증가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언어치료실이 300곳이 넘는다고 본다. 이는 특수학교와 조기

교육기관을 제외한 숫자이다. 300이라는 숫자도 따지고 보면 보수적인 수라고 생각한다.

공식적으로 파악된 155개 언어치료실을 주체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설 언어치료

실 67곳 (43 % ), (2) 병원 언어치료실 35곳 (23 % ), (3) 복지관 언어치료실 33곳 (21 %),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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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開業醫) 언어치료실 6곳 (4 %), (5) 기타 14곳 (9 %).

개인개업 언어치료실이 전체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43 %인 67곳이라는 것이 언어치료

실의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2년의 26곳의 언어치료실 중에는 사설

언어치료실이 한 곳도 없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사설 언어치료실의 증가는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나 사설 언어치료실의 수는 67곳을 훨씬 넘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 이

유는 우선 사설 언어치료실은 공식집계에서 누락되기 쉽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구대학교 학부 언어치료학과가 1992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한 학년의 정

원이 40명이지만 첫 졸업생의 수는 23명이었다(권도하, 1992). 그러나 지난 8년 동안 매년 평

균 30명이 졸업하였다고 가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대구대학교 학부 졸업생만도 240

명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 수가 사설 언어치료실을 하고 있을 수 있고 그들 중 많은 숫자가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의 공식집계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의 현실에서 볼 때, 언어임상가의 취업경향이 사설 언어치료

실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시대적·경제적·환경적 요인에 있는 것

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언어병리학·언어장애임상 자체의 특성이 사설 언어치료실

의 개업에 적합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병원 또는 복지관의 언어치료실

의 수 역시 급증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설 언어치료실을 포함한 많은 언어치료실의 의사

소통장애인 대기자명단은 3- 6개월에 걸쳐 있다. 그런가 하면, 하루에 두세명의 케이스(case)

도 없는 언어치료실도 꽤 있다고 한다.

언어치료실과 관련해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부모의 식

견과 판단능력이 10년, 15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부모들이 언어임상가의 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언어임상

가들도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실어증을 주로 치료하는 언어임상가, 말더듬을 주요 케이스로

하는 언어임상가 등. 바람직한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난청치료실과 청능검사실에 대한 자료는 얻지 못하였다. 기억하건데, 15년 전에는 연세

의료원 이비인후과의 청능검사실을 비롯하여 큰 병원 몇 곳을 제외하고는 이비인후과가 있

는 병원들 조차도 청능검사실을 갖추지 못한 데가 많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

이비인후과 병원까지도 청능검사실 또는 청능검사 기기를 갖추는 것이 상식화되었다. 문제

는 청능검사를 누가 하며, 청능검사 후 청능의 생성(habilitation )과 재활(rehabilitation )은 누

가 담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청각학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료기사, 간

호사 등이 기계적으로 청능검사를 하고 있을 뿐이며, 검사의 후속조처는 더더욱 예비되어 있

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청각학을 대학원에서 정상적으로 교육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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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는 손에 꼽히는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 보청기를 판매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청능검사

를 하여, 보청기를 맞추어 주고(fitting ), 보청기의 관리·유지를 교육하는 보청기상(補聽器

商)은 300곳이 넘는다고 한다. 우리들의 귀의 안위(安危)가 상인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져버렸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야 겨우 청각학의 대학원 과정이 한림대학교

한 곳에 생겼을 뿐이다. 청각학의 험한 앞날이 숨가쁘게 느껴진다. 그러기에 수년 안에 적어

도 10곳 정도의 대학원에 청각학 과정이 설치되기를 바랄 뿐이다.

Ⅵ. 전 망

1998년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400만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통계청의 인구

추정(통계청, 1997)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게 되는 2015년에는 노인인구가 급

증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때가 되면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가 50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신지체, 치매성 Alzheimer s Disease를 비롯한 특수장애는 말할 나위가 없으며, 언어장애

자의 수도 급증하리하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수교육학, 언어병리학 및 청각학은 복

지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21세기에는 그 중요성이 배증하리라고 생각한다.

노인인구의 70 %가 장애인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학령기 이하(12세 이하)의 영아, 유아,

어린이의 15 % 내외가 언어장애를 포함한 각종 장애의 장애위험 대상자 (children at risk )

라는 사실을 사회와 국가가 깨닫는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때에 이르면 미국과 같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언어임상가를 배치하는 교육제도가 필연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본다.

현재의 요육교사(療育敎師)의 배치와 특수학급 운영만으로는 장애위험 대상자를 모두 담당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언어임상가를 배치하게 되는 경우 언어임상

가의 수요는 당장 20,000명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병원, 장애인복지기관, 노인복지관까지 포

함한다면 언어임상가의 임상활동 및 연구영역은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 확실하다. 미국의

예를 자주 드는 것이 마땅치는 않지만 우리가 현재로서는 모델로 할 수 밖에 없는 나라가 미

국이기 때문에 다시 미국의 현실을 보면, 언어임상가의 50 %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언어임상가 이며 15%의 언어임상가들이 사설 언어치료실(private clinic)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청각임상가의 경우는 50 %가 개업해서 임상실을 운영하고 있다.

1997년 현재와 2010년 및 2020년의 우리나라의 인구추계에 비추어 장애자의 수를 추산

하면 <표 - 2>와 같다. 1997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45,991,000명이며 이중 14세 이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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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인 10,292,000명이고,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6.3 %인 2,908,000명이다. 학령기를 포함

한 14세 이하 인구의 15 %가 장애위험 대상자로 볼 때 그 수는 1,544,000명에 이르고,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가 장애인이라고 볼 때 그 수는 2,936,000명이 된다. 따라서 1997년 현

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를 제외하고, 보수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총 인구의 7.8 %인 3,580,000명이 된다. 이러한 계산에 따르면 2010년에는 총인구의

9.9 %인 5,034,000명이, 그리고 2020년에는 총인구의 11.8 %인 6,181,000명이 장애인이다.

<표 - 2> 우리나라 인구추계와 장애위험 대상자 및 장애자의 예측

(단위: 1000명; %는 총인구의 퍼센트)

1997년 2010년 2020년

전체 장애자 전체 장애자 전체 장애자

총인구 45,991 50,618 52,358

14세 이하 (A)
10,292

(22.4 %)
1,544 10,081

(19.9 %)
1,512 9,013

(17.2 %)
1,352

65세 이상 (B)
2,908

(6.3 %)
2,036 5,032

(9.9 %)
3,522 6,899

(13.2 %)
4,829

(A) + (B)
13,200

(28.7 %)
3,580
(7.8 %)

15,113
(29.8 %)

5,034
(9.9 %)

15,912
(30.4 %)

6,181
(11.8 %)

장애인 : 14세 이하 의 경우는 해당 연령층의 15 %를, 65세 이상 은 해당 연령층의 70 %를 계산한
것임. 14세 이하 의 15 %는 장애위험 대상자 를 뜻하고 65세 이상 의 70 %는 실제의 장애인을 뜻함.

따라서 2020년에 이르면 장애의 예방, 장애인의 치료임상 등 장애복지를 위한 전문인

의 수가 123,620명(장애인 50명 당 1인)(현재 우리나라의 복지기관 등에서는 한 명의 특수 교

사 또는 언어임상가가 평균 20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음)이 필요하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

다. 이중 반 이상에 해당하는 60,000명 이상이 언어임상가 및 청각임상가가 될 것이라고 판단

된다. 장애의 종류(실어증, 조음음운장애, 말더듬 등), 심도(深度, severity ), 치료방법 등에 따

라 한 명의 임상가가 담당할 수 있는 장애인 수가 다양하다. 정신지체 등 특수장애를 중복장

애로 가지고 있는 말- 언어장애인의 경우에는 케이스로우드(caseload)의 수가 5명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반하여 그룹치료를 겸한 말더듬치료의 경우는 5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무리한 숫자이지만 개인당 케이스로우드를 50명으로 계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년에는 필요한 장애임상가의 수가 12만명을 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근에 발간된 US N ews and W orld R ep ort (October 26, 1998, p. 86)의 T wenty Hot

Job T racks ( 인기가 치솟는 직업 20개 )라는 기사에 따르면 언어임상가(speech -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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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ologist )가 8번째로 올라 있다. 또한 이 기사에서 1994년 현재 미국의 언어임상가들이 종

사하고 있는 직장의 수가 85,000개이며 이 숫자는 2005년이 되면 125,000개(청각임상가의 직

장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임)로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미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21세기의 인구추계와 이에 따라 예상되는 장애인구의 증가

를 볼 때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전문적 능력을 갖춘 언어임상가와 청각임상가의 수요가 급증

할 것이 확실하다. 또한,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21세기에는 언어임상가 및 청각임상가의 역

할과 기능이 더욱 다양화·전문화될 것이 자명하다.

14



한국의 언어병리학 및 청각학의 발자취와 전망

참 고 문 헌

권도하(1992). 한국에서의 언어치료사 양성. 한국언어병리학회·한국언어치료학회 (공편). 언어병리학

심포지움 (pp. 34- 36). 서울: 한국언어병리학회.

이승환 (1992). 우리나라 말- 언어치료 및 언어병리학의 현황과 국민 언어복지를 위한 제언. 한국언어병리

학회·한국언어치료학회 (공편). 언어병리학 심포지움 (pp. 1- 33). 서울: 한국언어병리학회.

통계청 (1997). 한국통계연감 , 제 44 호. 서울: 통계청.

한국교육개발원 (1998). 교육통계연보 .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신문사 (1998). 한국교육연감 . 서울: 한국교육신문사.

US N ews and World R ep ort (October 26, 1998), p. 86.

15


	한국의 언어병리학 및 청각학의 발자취와 전망
	Ⅰ. 과 거
	Ⅱ. 대학의 언어병리학 및 청각학   
	Ⅲ. 언어병리학 및 청각학의 학회  
	Ⅳ.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Ⅴ. 언어치료실 /난청치료실의 현황  
	Ⅵ. 전 망  
	참 고 문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