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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actual conditions of clinical practicums in
departments of communication disorders in graduate schools and considers how they can
be improved. Methods: A questionnaire composed of 24 questions was sent to 27 graduate schools as an online survey. Results: Of the 25 schools that responded, 21 had clinical
practicums in their curriculums. Clinical practicums were usually open to students in their
3rd semester. Most students were trained in practical training centers on campus or speech
& language clinics cooperating with academic institutions.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language delay and speech sound disorders were the patients who participated in the
practicums most frequently. Supervisors were usually professors of the schools and/or
speech-language pathologists belonging to an outside institute. They usually supervised 1
to 10 students in a semester and spent 5 or 6 hours on supervisory work in a week. Most of
the schools made their students evaluate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training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practicum. Conclusion: Clinical practicums in graduate schools usually involved various patients with different communication disorders and placed students
under experienced supervisors. However, there were also some problems, including scheduling for students with jobs and supervisors’ heavy workloads. These issues can be addressed
through closer cooperation between faculties, students, and supervisors.
Keywords: Graduate school, Clinical practicum, Survey

Kim 등(2014)은 언어재활사에 대해 “생애 전반에 걸쳐 나타날

애에 대한 기초적, 전문적 이론지식은 물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수 있는 말, 언어, 의사소통 문제를 진단평가, 중재, 예방하는 전문

있는 충분한 실습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

가”로 정의하고 있다.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

분의 국가가 이런 역할을 학부 및 대학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렇

tion Institute (2017)는 ‘언어재활사 직종안내’ 중 ‘개요’에서 “언어

기 때문에 현재 전국 학부 및 대학원의 언어치료(혹은 병리)학과(이

재활사란 생애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

하, 언어치료학과)는 훌륭한 언어재활사 양성에 막중한 책임을 지

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라고 제시하였으

고 있다.

며 ‘수행직무’에서 “언어재활사는 언어습득 과정이나 언어처리 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중 별표6의 2는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으

정에 결함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어

로 모두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 10개 과목과 9개 과목 이상 이수

려운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훈련을 실시하는 전문가를 말

해야 하는 선택과목 23개 과목을 제시하고 있다. 필수과목은 소위

한다”고 하였다. 여기 언급된 대로 언어재활사가 의사소통에 문제

의사소통장애의 5대 영역에 해당되는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

를 보이는 대상자를 진단하고 중재하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와, 현장실무에 관련된

그전에 언어재활사 양성 교육기관에서 양적, 질적으로 적절한 교육

‘의사소통장애 진단평가, 언어재활 현장실무, 언어재활관찰, 언어

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언어재활사 양성 교육기관은 의사소통장

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이 포함되어 있다(National Law Info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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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2017a). 이중 대부분의 학과가 이론과목으로 개설하는 5대영

설문지 내용구성을 제외한 모든 연구방법은 상기 연구와 동일하

역 관련 교과목 및 의사소통장애 진단평가는 학교마다 세부적인

다. 그러므로 여기서 설문지 내용구성을 제외한 다른 연구방법은

내용과 형식은 다르더라도 기본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은 크게 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간략히 소개하도록 할 것이며 설문조사에 응

르지 않다. 그러나 Kim과 Shin (2015)이 실습과목의 경우, 실습과

한 학과의 배경정보 역시 선행연구와 동일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연

목의 형식은 대체로 통일된 것처럼 보이나 내용은 대학마다 매우 다

구대상 부분에서 간략한 소개만 할 것이다.

양하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마다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2011년 8월 4일 공표된 장애인복지법은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연구대상

취득 자격으로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한국언어치료학회, 한국언어재활사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언어치료학과에 대학원 석사과정이 개설

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

된 전국 27개교의 임상실습 담당교수에게 임상실습 현황에 대해

에따
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고등교육법」

질문하는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배포하였다. 모집단의 수가 매우 적

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어 설문지의 타당성을 검증해준 교수가 소속된 2개교도 여기 포함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National Law Information

시켰다. 이중 25개교에서 응답을 회신하였다.

Center, 2017b)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원 진학이 1급 자격

설문에 응해준 25개교 중 9개교는 일반대학원, 15개교는 특수대

증 취득의 필수조건이 아닌 지금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재활

학원에 속해있었다(1개교는 무응답). 계열별로는 자연계열이 10개

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의 다양성은 더욱 커졌다. 학부

교로 가장 많았고 인문사회계열이 9개교, 기타 계열이 4개교(보건

와 똑같이 자격증 취득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주도록 교과과정을

계열 2개교, 사범계열 2개교)였다. 학부 전공자가 50% 이상인 경우

정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자격증 취득이 아닌 연구중심의 교과

가 12개교, 이하인 13개교로 학부 전공자의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과정에 중점을 두어 교과과정을 정하는 학교도 있다. 내용은 매우

나타났다.

다양하나 형식은 비슷한 학부와 달리 대학원의 언어진단실습과 언
어재활실습(이하, 임상실습) 과목 운영은 형식조차도 매우 다양하

실험방법

다. 이런 상황을 보면 대학원의 임상실습운영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설문지 작성

가 필요하고 이미 선행되었어야 하지만 1992년에 대구대학교 재활

언어치료학과는 물론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과(가정

과학대학원에서 처음 언어치료학과 대학원 과정이 개설된 이후 25

교육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계열, 식품영양학과, 안경광

년이 지난 역사에 비하면 그 연구는 극히 적다. 각 학과에서 운영되

학과, 작업치료학과, 치기공학과, 특수교육학과)에서 조사된 실습

는 임상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

현황 연구에 기초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1차적으로

루어지지 않았다.

임상실습 관련 설문 문항 25개가 작성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원의 임상실습 교과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

이를 대학원이 개설된 언어치료학과 전임교수로서 1급 언어재활

로서 언어치료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운영되는 임상실습 현황

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현재 임상실습을 담당하고 있고 평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학원 언어치료학과의 임상실습 담당교수

균 12년 이상 임상 및 임상실습지도의 경력을 가진 2명의 교수에게

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원에서 임상실습이 어떻게

설문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2명의 검증자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각 학과가, 언어재활사 공동체가

제시한 수정제안을 바탕으로 1차 수정본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해

대학원 임상실습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고찰

각 검증자와 본 연구자가 함께 논의하여 2차 수정과정을 거쳤다. 그

해보고자 하였다.

결과 초기 문항에서 임상실습 관련 비용 등 간단히 응답하기 어려
운 2개 문항을 제외하고 임상실습 시간과 관련된 1개 문항을 추가

연구방법

하여 최종 문항 24개를 확정하였다. 최종 설문지의 내용을 Appendix 1에 제시하였는데 Pyo (2017)와 중복되는 배경정보는 제외하고

본 연구는 언어치료학과에 대학원 석사과정이 개설된 학과의 임
상실습 담당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루어졌다. 이

임상실습 문항 24개만 제시하였다. 이 설문지를 네이버 폼 설문조사
양식에 입력하여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는 Pyo (2017)에서 시행된 설문조사와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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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학과 석사과정이 개설된 학교 27개교의 임상실습 담당
교수에게 협조를 구하는 메일에 온라인 설문조사의 URL 주소를
링크하여 배포하였다.
분석방법

회수된 25개교의 응답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각 문항의
응답 빈도수 및 백분율을 구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기 중에

No. of schools

설문지 배포

8
7
6
5
4
3
2
1
0

2 credits

3 credits

4 credits

6 credits

8 credits

Figure 1. Credits for clinical practicum.

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자 스스로가 자유롭게 기록한 경우
비슷한 내용은 하나의 범주에 포함시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응답자

개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4학점, 6학점, 8학점으로 개설되

의 의도와 달리 범주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다르게 해석될

는 경우가 보고되었는데 이는 임상실습이 2학기 이상 개설될 때 전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범주에 포함시켰다

체 학점수를 보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과목 개설 시수는 2시수와 3시수로 보고한 경우가 각각 5개교

연구결과

(각 24%)로 나타났다. 그 외로는 4시수가 2개교(10%), 6시수가 4개

교(19%), 8시수가 1개교(5%)였다. 4개교(19%)는 시수가 아닌 실습

언어진단 및 재활실습(임상실습)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을 통한 이수시간(90시간)으로 응답했는데 이중 1개교는 비전공자

임상실습 시행 여부

는 90시간, 전공자는 53시간을 이수하도록 한다고 했다.

전체 25개교 중 21개교(84%)가 임상실습을 시행한다고 응답했
고 4개교(16%)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임상실습을 시행하지 않는

임상실습 실습생 선정

이유에 대해 1개교는 ‘모른다’고 답했고, 3개교는 대학원에 임상실

임상실습 교과목 수강생, 즉 실습생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습 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대신 학부과정의 임상실습 과목에서 함

는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중복응답한 학교는 없었다. 전

께 실습을 받게 한다고 응답했다. 후자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체 21개교 중 19개교(91%)가 ‘관찰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으로

‘비전공자의 경우 학부의 임상실습 과목을 수강하게 한다’, ‘자격증

규정하고 있었다. 1개교(5%)는 ‘임상실습능력 검증 시험을 통과한

취득을 위한 실습은 학부과정에서 진행하고 소속 랩에서 지도교수

학생’으로 응답했고 ‘기타’로 응답한 1개교(5%)는 ‘3학기까지 졸업

지도 하에 다양한 임상경험을 제공한다’, ‘자격증 취득자가 90% 이

에 요구뒤는 전공필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으로 규정하고

상이라 비전공자가 들어올 경우 학부 관찰과 실습을 수강하도록

있다고 했다.

한다. 대신 임상컨퍼런스를 주내용으로 하는 과목을 개설하여 사
례에 대한 감독을 진행한다’고 했다. 이후의 설문조사 결과는 임상
실습을 시행한다고 한 21개를 총수로 하여 제시할 것이다.

임상실습 면제 및 감면 여부

임상실습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6개교(29%)였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는 15개

임상실습 개설 학기

교(71%)로 나타나 면제해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면제를 해주

임상실습 교과목이 제1학기에 개설한다고 보고한 경우는 없었

는 것으로 응답한 6개교가 제시한 면제기준은 ‘학부 전공자’로 응

다. 제2학기에 개설하는 경우가 3개교(14%), 제3학기에 개설하는

답한 경우가 3개교, ‘학부 전공자로 언어재활사로 근무중인 경우’

경우가 12개(57%), 제4학기 이후에 개설하는 경우가 6개(29%)로 제

가 2개교, ‘2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부에서 임상실습 교과목을

3학기에 개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수한 경우’가 1개교였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중 별표6의 2에 따르면 “언어진단실습

임상실습 교과목 개설 학점 및 시수

및 언어재활실습은 총 9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임상실습 교과목 개설 학점에 대한 결과는 Figure 1에 제시하였다.

(National Law Information, 2017a).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90시간

Figure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2학점 혹은 3학점으로 개설하는 학

에서 일정시간을 감면해주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교가 총 13개교(62%)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2학점 내지 3학점으로

‘예’로 응답한 경우가 6개교(29%),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가 15개교

https://doi.org/10.12963/csd.1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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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였다. 감면 기준으로는 ‘언어재활사 자격증 소지자’, ‘학부 전

대학원 및 학부 임상실습 기관의 중복 여부

공자이면서 자격증 소지자’가 각 1개교였다. ‘학부 전공자’로 보고

전체 21개교 중 8개교(38%)는 대학원의 임상실습이 학부와 같은

한 경우도 4개교가 있었는데 이중 2개교는 ‘학부 전공자의 경우

기관(혹은 센터)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했다. 그렇지 않다고 한 경

50% 감면해준다’고 보고하였다.

우는 2개교(10%)였고 나머지 11개교(52%)는 학제 내에 학부가 없
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학부와 같은 기관에서 임상실습이 이루어진다고 보고한 8개교

임상실습 진행 현황
임상실습 시행장소

모두 학부생과 별도로 대학원생을 위한 실습실이 따로 있다고 보

임상실습을 시행하는 장소에 대한 질문에는 중복응답을 허용했

고했다.

다. 그 결과 가장 많은 곳은 ‘내부 기관(교내 실습센터)’ (20개교,
95%)이었으며 두 번째로 많은 곳은 ‘학과가 협약한 외부기관’(12개

교내 실습기관의 장비 및 지침서 구비 현황

교, 57%)이었다. 그 외 ‘부속기관(학교 부속의 복지관, 어린이집, 병

실습기관에 음성분석기기나 청각검사기기 등의 검사기기(장비),

원 등)의 언어치료실’이 4개교(19%), ‘학과가 운영하는 외부 치료실’

임상실습 감독 및 실습생을 위한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는지 질문하

이 1개교(5%)였다. ‘기타’에 응답한 경우가 2개교였는데 1개교는 추

였다. 이들 질문에 대한 응답은 교내 실습기관으로 한정하였는데

가기록이 없었고 다른 1개교는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본인이 일하

이는 외부 실습기관의 경우 학과가 정확히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는 치료실’로 기록했다.

때문이었다. 전체 21개교 중 검사기기가 구비되어있다고 응답한 경
우는 15개교(71%)였고 5개교(24%)는 구비되어있지 않다고 응답했
다. 나머지 1개교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임상실습 대상자의 장애영역

임상실습 대상자의 주된 의사소통장애 영역에 대한 질문에도

교내 실습기관에 임상실습 감독을 위한 감독 지침서가 마련되어

중복응답을 허용했다. 그 결과 21개교 전체(100%)가 언어발달장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15개교가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했고 5개교

와 조음음운장애 대상자를 포함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1개교는 모두 외부기관에서 실습을 실

유창성장애와 청각장애가 각 15개교(71%), 신경언어장애, 마비말

시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장애, 음성장애가 각 9개교(43%), 다문화가정 언어발달지도가 7개

21개교 중 18개교(86%)가 교내 실습기관에 임상실습 실습생을

교(33%)였다. ‘기타’는 1개교가 응답했는데 대상자 장애영역을 따

위한 지침서가 마련되어있다고 보고했다. 3개교(24%)는 지침서가

로 기록하지는 않았다.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했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실습을 교외에서 진행해도 실습생을 위
한 지침서는 준비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임상실습을 위한 교내 실습기관(센터) 실습실 수

임상실습이 외부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실습생을 위해 제공하
는 실습실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 질문은 교내 실습
기관에 개설된 실습실로 한정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임상실습을 위한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실시

모든 학교가 임상실습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는 19개교(91%)가 강의 형식으로

위의 표에서 ‘0’은 교내 실습실이 없다는 의미로 모든 실습이 교

전달한다고 했고 2개교(10%)는 ‘기타’에 응답했다. ‘기타’에 응답한

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인데 1개교가 그러한 응답을 했다. 대체

학교 중 1개교는 3일간의 워크숍(총 15시간 이상)으로 사전교육을

로 실습실을 1-4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

진행한다고 했고 나머지 응답에서는 별도의 추가기록이 없었다.

타났다. 10개를 초과한 실습실 수를 보고한 경우는 1개교로 14개
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임상실습 감독자 현황

모든 학생의 임상실습 감독을 1인이 전담해서 하는 경우는 없으
므로 중복응답을 허용했다. 임상실습 감독은 21개교 전체가 임상

Table 1. Number of practical training rooms (on campus)

실습 교과목 담당교수가 맡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중에는 외부기관

Number of practical training rooms
Number of schools

840

0

1

2

3

4

5

6

7

8

9

10 > 10

의 언어재활사가 시간강사로서 교과목 담당교수를 겸하고 있는 경

1

3

0

4

3

2

1

0

2

1

3

우도 포함되어 있다. 임상실습 교과목 담당교수와 외부기관 소속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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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재활사가 함께 감독한다고 보고한 경우가 5개교(24%)가 있었고

임상실습 감독자가 1주일 동안 실습지도를 위해 평균적으로 할

학과의 박사과정 재학생이 함께 하는 경우가 1개교(5%)가 있었다.

애하는 시간, 즉 직접 및 간접감독, 각종 보고서 피드백, 감독자와

‘기타’에 응답한 1개교(5%)는 박사학위 소지자인 동시에 1급 자격

실습생 미팅 등에 할애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 또

증을 소지한 언어재활사가 함께 임상실습 감독을 진행한다고 했다.

한 매우 다양한 응답이 제시되었다. 이 응답을 7가지로 분류해 본

임상실습 감독자의 언어재활사 경력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이

결과 주당 평균 5, 6시간을 할애한다고 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7개

경우에도 다수의 응답이 가능하므로 중복응답을 허용했다.

교, 33%). 다음으로는 주당 3, 4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5개교(24%),

대학원의 임상실습 감독자는 대부분(90%) 10년 이상의 임상경

10시간 이상이 4개교(19%), 6-8시간이 2개교(10%)로 나타났다. 그

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5년 미만의 경력자는 매우 적은 것

외 8-10시간, 5-10시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 1개교(각 5%)였고 1

(10%)으로 나타났다.

개교는 이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임상실습 감독자의 1급 자격증 소지 비율에 대한 응답 결과는

임상실습을 직접감독과 간접감독으로 나눌 때 전자는 감독자가

Figure 2와 같다. 그림과 같이 ‘파악하기 어렵다’로 응답한 2개교

실습생의 실습장면을 실습생과 같은 공간에서 혹은 관찰실에서 실

(10%)를 제외하면 모든 대학원이 1급 자격증 소지자에 의해 임상실

시간으로 관찰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실습생의 실습장면을 녹

습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한 동영상을 추후에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감독과 간접감

임상실습 감독자 1인이 한 학기에 평균적으로 지도하는 실습생

독의 비율에 대한 응답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수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서 전체 21개교가

13개교(62%)가 전체 임상실습 감독의 50% 이상을 직접감독으로

제시한 응답이 총 16가지였다. 이를 좀 더 큰 집단으로 분류하여 7

진행하고 있었고 그중 절반 이상(69%)이 대부분의 임상감독을 직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감독자 1인당 한 학기 실습생 수가 평균

접감독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전체 21개교 중 5개

1-3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개교(24%)였고 평균 4-6명, 7-10명으

교(24%)는 대부분을 간접감독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그중 1개교는

로 응답한 경우도 각각 5개교(각각 24%)였다. 평균 3-6명, 5-7명으

직접감독 없이 간접감독으로만 임상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로 보고된 경우가 각각 2개교(각각 10%)였고, 2-4명, 14명으로 보고

나타났다.

된 경우가 각각 1개교(각 5%)였다.
임상실습 종료 후 실습사례 발표회

한 학기의 임상실습이 종료된 후 감독자나 실습생이 개별적으로

Table 2. Practicum supervisors’ experience
Experience (yr)

Number of schools (%)

실시하는 게 아닌, 학과 차원의 실습사례 발표회를 시행하는지에

<1
1-5
5-10
10-15
> 15
Cannot know

0 (0)
2 (10)
8 (38)
12 (57)
7 (33)
1 (5)

대한 질문에 13개교(62%)는 ‘예’로 응답했고 8개교(38%)는 ‘아니
오’로 응답하였다.
임상실습 평가

실습생의 임상실습 성적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는지에 대한 질

No. of schools

문에 대해 감독자가 전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1개교(5%), 교과목
담당교수가 전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5개교(24%)였다. 나머지 15

18
16
14
12
10
8
6
4
2
0
0%
10

개교(71%)는 감독자와 담당교수가 둘 다 평가에 참여한다고 보고
Table 3. Ratio of direct supervision to indirect supervision
Number of schools (%)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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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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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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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of certificate level 1

Figure 2. Ratio of supervisors’ speech-language pathology certificates (level 1
to level 2).

https://doi.org/10.12963/csd.17427

100% (all direct supervision)
≥ 71% (much more direct supervision)
51%-70% (slightly more direct supervision)
31%-50% (slightly less direct supervision)
≤ 30% (much less direct supervision)
0% (indirect supervision all)

2 (10)
7 (33)
4 (19)
3 (14)
4 (19)
1 (5)

http://www.e-csd.org

841

Hwa Young Pyo • Clinical Practicum in Graduate Schools

했는데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과목 담당교수가 임상실습

논의 및 결론

감독을 겸하고 있어 교과목 담당교수와 임상실습 감독이 동일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치료학과에 대학원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
는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진단 및 재활실습(임상실습) 현황을

임상실습 후 실습생 만족도 평가

임상실습을 종료한 후 실습생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지 질문하

파악하고자 해당과정의 임상실습 담당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그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였다. 그 결과 13개교(62%)가 ‘예’로 응답했고 8개교(38%)가 ‘아니

1. 전국에 개설된 언어치료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27개교 중 25개

오’로 응답했다. 만족도를 평가한다고 응답한 13개교를 대상으로

교에서 응답을 회신했다. 이중 21개교(84%)가 임상실습 과정

중복응답을 허용한 상태에서 평가방법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

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과 ‘집담회’를 통해 만족도를 평가하는 경우가 6개교(46%), ‘체크리

2. 임상실습 교과목은 제3학기에, 한 학기당 2, 3학점과 2, 3시수

스트 작성’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4개교(31%), ‘기타’로 응답한 경우

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21개교 중 19개교(91%)가 임

가 5개교(39%)였다. 기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는 ‘강의평가로

상실습 실습생의 자격조건으로 관찰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학

판단한다(2개교)’, ‘학생들에게 직접 질문해서 구두로 평가한다(1

생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대개 임상실습을 면제하거나 감면하

개교)’, ‘강의평가와 학생들에게 직접 질문한 결과를 참고한다(1개

는 규정이 따로 있지 않았으나 일부 학교는 학부 전공자 혹은

교)’가 있었고 1개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기록하지 않았다.

자격증 소지자에게 임상실습의 면제 혹은 감면 규정을 적용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임상실습 진행 시 애로사항

3. 임상실습은 주로 내부기관(교내 실습센터), 학과와 협약한 외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데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특별한 형식 없

부 언어치료기관에서 이루어졌다. 임상실습의 실습대상자는

이, 가짓수에 상관없이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감독에 소요되

언어발달장애와 조음음운장애(각 21개교 전체), 유창성장애

는 시간에 비해 학점 및 시수 인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5개교)’,

와 청각장애(각 15개교)가 주영역을 이루었고 그외 신경언어장

‘대학원생들의 직장 일정 때문에 실습일정을 잡기가 어렵다(4개

애, 마비말장애, 음성장애, 다문화가정 언어발달지도 대상자가

교)’, ‘감독자에게 할애되는 실습생이 너무 많아 꼼꼼한 피드백이

포함되었다.

어렵다(2개교)’, ‘실습기관 섭외가 어렵다(2개교)’, ‘실습대상자가 실

4. 임상실습이 이루어지는 교내 실습센터의 실습실 수는 1-4개

습 도중 그만둘 때 대상자를 재배정하면서 문제가 생긴다(2개교)’

인 경우(11개교, 52%)가 많았다. 교내 실습기관에 검사기기(장

가 2개교 이상이 응답한 내용이었다. 그외 다수가 응답하지는 않았

비)가 마련되어 있는 학교는 15개교(71%)였다. 교내 실습기관에

으나 기록된 애로사항을 나열하면 ‘실습공간이 부족하다’, ‘임상실

임상실습 감독자를 위한 지침서가 있는 학교는 15개교(71%)였

습생의 성실성이 부족하여 문제가 되기도 한다’, ‘좋은 자질을 가진

고 임상실습 실습생을 위한 지침서가 있는 학교는 18개교(86%)

감독자를 구하기가 어렵다’, ‘비전공자의 경우 학기 중 2학점만으로

였다.

는 국가자격증 시험을 위한 응시조건(임상실습 90시간 이수)을 채

5. 임상실습을 지도하는 임상실습 감독은 외부기관 소속 언어재

우기가 어려워 학기중 혹은 방학중 교내 센터에서 실습시간을 채우

활사가 임상실습 교과목 담당교수를 겸하거나 교과목 담당교

고 있다’, ‘국가자격증에 걸맞는 임상실습 감독기준이 제시되어 충

수와 외부 언어재활사가 함께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분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전달이 필요하다’, ‘임상실습과

의 임상실습 감독자는 10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고 있었으며

관련된 교재나 진단 및 중재 자료집이 부족하다. 학과가 개별적으

(90%),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90%). 감독

로 만들어 공유하는 것이 아닌, 출판물 형태를 통해 다수가 공유할

자 1인이 한 학기에 지도하는 평균 실습생 수는 1-10명으로 다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학기마다 선발하는 대학원생 수의 변동

양하게 나타났다. 감독자가 임상실습 감독 업무를 위해 할애

이 있는데 학생수가 많을 경우 특히 비전공자가 많을 경우 감독자

하는 주당 평균시간은 5, 6시간이 가장 많았으나(7개교, 33%)

의 업무부담이 매우 커진다’, ‘2년동안 관찰실습 및 임상실습을 모

이는 학교 및 학과 현황에 따라 매우 다양했다. 임상실습을 직

두 마치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 등이 있었다.

접감독과 간접감독으로 나눌 때 직접감독이 간접감독보다 더
많이 시행되는 경우(13개교, 62%)가 그렇지 않은 경우(8개교,
38%)보다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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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부분의 학교가 임상실습 감독자와 임상실습 교과목 담당교

한 경우가 전체 20개교 중 11개교로 나타난 것과 연관성이 깊다. 본

수가 함께 실습생을 평가한다(15개교, 71%)고 보고했고 임상

설문조사에서 임상실습생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전체 중 19개교

실습 후 실습생의 만족도는 13개교(62%)가 집담회, 체크리스

(91%)가 ‘관찰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대

트 작성 등, 학생들에게 직접 질문, 강의평가 등을 통하여 평가

부분의 대학원 과정이 제2학기에 관찰실습, 제3학기에 임상실습 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을 개설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7. 임상실습 진행 시 애로사항으로 ‘감독자의 양적, 질적 업무 부

임상실습은 주로 교내 실습센터나 학과 협약기관(대개 사설 언

담이 크다’, ‘유능한 감독자 및 실습기관의 확보가 어렵다’, ‘직

어치료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임상실습 대상자

장과 병행하는 대학원생들의 실습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는 등

중 대다수가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유창성장애, 청각장애

의 호소가 많았다.

를 동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신경언어장애나 음성장애를 동

대학원 석사과정에 언어치료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본 설문과

반한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실습 대상자의 이러한 추세는

정에 응답한 25개교 중 4개교는 임상실습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보

실습장소와 연관성이 깊다. 정기적인 병원 진료나 추후관찰이 필요

고했다. 그 이유에 대해 기록한 3개교는 공통적으로 ‘임상실습이

한 신경언어장애나 음성장애, 구개열 동반 대상자는 대개 병원 소

필요한 비전공자의 경우 학부에서 실습시간을 이수하도록 한다’고

속의 언어치료실을 선호하므로 학교 안에 있는 실습센터나 사설 언

했다. 대학원 석사과정의 언어재활관찰실습(이하, 관찰실습) 운영

어치료실에 내원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기관 자체에 내원하는 대

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Pyo (2017)에서도 언어재활관찰실습

상자 수가 적으므로 소수의 실습생만이 이런 대상자의 실습기회를

교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5개교 중 3개교가 학부 과정에서 관찰실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실습생은 신경언어장애나 음성장

습시간을 이수하도록 한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학제 안에 학부 과

애를 동반한 대상자의 임상실습 기회가 거의 없이는 추후 의사소

정을 함께 운영하는 학과의 경우 대학원 실습을 보다 더 융통성 있

통장애의 세부전공 선정, 혹은 졸업 후 취업하고자 하는 세팅 선정

게 활용할 수 있다. 학부 과정에서 관찰 및 임상실습이 진행될 경우

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학원 과정은 실습 교과목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시간 및 경비에서

Lee 등(2004)은 작업치료학과의 임상실습 교육 현황을 파악하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대학원 과정 본연의 목적인 연구에 더 충실

는 연구에서 임상실습 교육이 졸업 후 진로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한 교과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역할을 하며 작업치료에 대한 종합적 안목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본 설문에서 임상실습을 시행한다고 보고한 21개교 중

Lee와 Kim (2008)은 임상실습 후 실습생의 경험 습득 정도가 학생

11개교가 학제 내 학부과정이 없다고 응답하여 10개교는 관찰실습

들의 수행 자신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as cited in Lee, Shin, &

및 임상실습을 모두 대학원 과정 중에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

Jung, 2010). Kim과 Lee (2009)는 언어치료 임상실습교육 모형 개발

났다. 임상실습을 시행하는 목적이 자격증 취득인 경우 대학원 2년

연구에서 임상실습 및 심화 임상실습 교육이 자신의 취업 및 업무

과정 동안 필요한 실습시간 90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매우 어

에 도움이 된다고 한 임상실습생의 보고를 언급했다. 이렇듯 어떤

렵다. 현장근무와 대학원 수학을 병행하는 학생이 많은 특수대학

의사소통장애 대상자를 대상으로 임상실습을 했는가는 대학원생

원의 경우 그 어려움은 배가 된다. 이는 애로사항 중 ‘대학원생들의

의 경우 졸업 후 취업은 물론 학위논문 주제를 선정할 때도 중요한

직장 일정 때문에 실습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는 호소가 다수 나타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학생은 자신이 임상실습에서 접한 장애군

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실습대상자

을 더 친숙하게 생각하므로 그러한 장애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주

가 사정에 따라 갑자기 치료 일정을 바꾸거나 갑자기 치료를 중단

제를 선정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면 임상실습

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일과 겹쳐 나타나면 그 고충은 더욱 커진다.

에서 자주 접하기 어려운 장애군은 미래의 유능한 연구인력을 확

이를 위해서는 실습생을 위한 임상실습 지침서에 이와 같은 경우

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

의 내규를 포함시켜 숙지 및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실습대상

다. 예를 들어 그런 장애군에 대한 연구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해

자를 위한 지침서 혹은 협조문을 함께 제작, 배포하여 실습대상자

당 대상자군을 주로 치료하는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임상실습 기

및 보호자의 협조도 최대한 구해야 한다.

회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대부분의 학생은 자신이 연구하고자

임상실습을 개설하는 학기는 제2학기에서 제4학기 이상까지 다

하는 장애군을 전공한 교수가 전임으로 있는 학교를 선택하지만

양하게 나타났으나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경우는 제3학기였다. 이

일부는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얼마 안되는

는 Pyo (2017)의 연구에서 관찰실습을 제2학기에 개설한다고 보고

소수의 학생을 위해 기관 협약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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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학교와 연계를 통해 상호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은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의 일부이며 이들은 이외에 해야 할 더 많은

고려해볼 수 있다.

일들이 있다. 이러한 감독자들이 1주 동안 평균적으로 임상실습 감

임상실습생의 실습지도를 맡는 감독자의 역할은 매우 크다. Kim

독을 위해 할애하는 시간은 5, 6시간이 가장 많았고 감독자 1인이

과 Shin (2015)은 임상실습에서 실습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평균적으로 감독하는 실습생 수는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14명으

며 교수변인이 학습자의 학습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감독자가 간접감독보다 직접감독

작업치료학과의 임상실습 현황을 파악한 Kim과 Kang (2004)은

을 더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경향에 대한

실습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기준으로 작업치료학과 전임강사

보고이고 실습생 수는 학기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실습생 중 학부

이상의 응답자 중 50%가 임상경험, 36%가 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

비전공자가 포함될 경우 할애하는 시간과 노력은 훨씬 더 증가한

렇듯 학교 기관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실습생

다. 이에 비해 임상실습 교과목의 학점 및 시수는 학기당 2, 3학점과

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 해결을 돕고 실습생에게 세심한 피드백을

2, 3시수가 대부분인데 이는 감독자가 감독하는 실습생 수에 따라

제공해줄 수 있는 감독자가 임상실습 지도를 맡아주기 바란다.

시수가 달라진다든가 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정해진 시간에 감독하

언어치료학과 학과인증제를 위해 기초연구를 실시한 Kwon 등

는 것과 별도로 실습생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 수시로 보내는 이메

(2010)의 연구에서 전문대, 학부, 대학원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현

일이나 문자 등에 답변하는 것도 부담이 큰 업무이다. 이러한 문제

황을 분석한 결과 감독자가 소지한 자격증을 1급으로 제한하고 있

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과가 임상실습 감독자의 애로사항을 잘 파

었고 전체 38개교 중 29개교가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고 있는 경

악하고 학교 및 학과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

우로 제한한다고 보고했다. 2011년 언어재활사 자격증이 국가자격

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Kim과 Shin (2015)이 학부를 대상

증이 되고 언어재활사 자격증 전반에 대한 시행이 장애인복지법의

으로 한 연구에서 언어치료실습 감독자 중 전임교수의 비율이 65.9%

적용을 받는 2017년 현재 1급 자격증과 2급 자격증의 업무가 명확

라고 보고한 것처럼 대부분의 감독자가 학과 소속 교수인 경우가

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결과 대부분의 학교(17개교)가 모든

많아 관찰실습에 비하면 임상실습은 학과와 감독자 간의 협조가

감독자가 1급 자격증 소지자라고 보고했으나 적은 수이긴 하나 2개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학과는 학과 차원에서 할 수

교는 2급 자격증 소지자가 포함되어있다고 했다. 이는 적합한 임상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임상감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습 감독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 학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또한 임상

또 다른 2개교가 감독자가 소지한 자격증의 급수를 파악하지 못하

실습 감독자는 실습지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학과에 전달하

고 있다고 보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Lee 등(2004)은 작업치료 실

여 적극적, 능동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습기관 확보가 어렵다 보니 임상실습교육의 질에 대한 관리가 소홀

임상실습 평가는 임상실습 감독자와 교과목 담당교수가 함께 실

함을 지적했는데 이와 비슷한 지적이 언어치료에도 적용된다. 즉

시하는데 대개 이 둘의 역할을 학과 전임교수가 병행하는 경우가

적합한 실습감독자를 확보하기 어려우니 비록 초기에는 높은 수준

많았다. Lee 등(2004)은 임상실습 평가는 감독자 주관에 따라 이루

의 감독자 선정 기준을 정했다고 해도 현실에 맞추어 점차 그 기준

어지기 때문에 감독자간 공정성,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을 완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Koo와 Im (2013)이 간호대학생의

했다. 한 학과에서 시행하는 임상실습 감독자 중에는 학과의 전임

임상실습 만족도를 연구한 논문에서도 실습기관 선정과 실습지도

교원로서 이미 실습생에 대해 잘 아는 감독자도 있고 외부기관 소

자 확보가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이를 보면 이는 언어치료학과, 작

속의 언어재활사로서 실습생을 처음 보는 감독자도 있다. 이런 경

업치료학과뿐 아니라 그보다 인력 풀(pool)이 훨씬 더 큰 간호학과

우 두 종류의 감독자가 서로 같은 기준으로 실습생을 평가하기는

에서도 적합한 임상실습 감독자 선정이 쉬운 일이 아님을 짐작할

어려울 수 있다.
Kim, Park, Lee와 Yoo (2007)는 예비 특수교사의 교육실습 운영

수 있다.
임상실습의 애로사항 중 감독에 할애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에 대한 실태 분석 연구에서 교육실습을 통해 실습생들은 자신의

합당한 대우를 해줄 수 없음을 지적한 내용이 많았는데 이것이 감

교육자적 능력과 교직에 대한 적성 여부를 최종 점검해볼 수 있다

독자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언어치료

고 했다. 이는 예비 언어재활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임상실습 평가

학과의 임상실습 감독자 중 오직 임상실습 감독만을 하는 경우는

결과 낮은 점수를 받은 실습생은 상대적으로 언어치료에 대한 자신

극히 드물다. 한 학교의 전임교수이거나 언어치료기관의 책임자 혹

의 능력 및 적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 Lee, Park과 Park (2015)은 언

은 운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임상실습 감독자의 역할

어재활과 학생들의 실습불안에 대한 연구 결과, 대상자 상호작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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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평가 영역에서 불안을 보인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임상실습

구가 이어져야 한다. 또한 연구방법을 달리 하여 오랜 기간 동안 임

교과목 개설 시 제시하는 종합적 평가기준 외에 감독자마다의 평가

상실습 진행을 맡아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도 진행

기준에 대해 사전에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Lee, Kim과 Kim

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실습에 대

(2004)도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평가에 대

한 보다 더 정확한 파악을 통해 임상실습 감독자와 수혜자 모두에

한 만족도를 높이려면 평가방법 혹은 평가기준을 미리 알려주는 것

게 더 나은 임상실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임상실습 감독자는 적절하고 공정한 평가 기
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실습생은 이를 실습 초기부터 숙지하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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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대학원 석사과정 임상실습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표화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시행되는 관찰실습(언어재활관찰)과 임상실습(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이 학과마다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
점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설문에 대해 사실 그대로의 답변을 빠짐없이 기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학교 및 학과정보의 외부 노출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표화영

I.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
1. 귀 학과는 석사과정 학생에게 언어진단 및 언어재활실습(이하, 임상실습)을 시행합니까?
1) 예 – 2번으로 가십시오
2) 아니오 – 1-1번으로 가십시오
1-1. 임상실습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간략히 쓰신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십시오.

2. 임상실습을 시작하는 학기는 언제입니까?
1) 제1학기
2) 제2학기
3) 제3학기

4) 제4학기 이후

3. 임상실습 교과목의 학점 및 시수는 어떻게 됩니까?

4. 임상실습의 실습생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해주십시오.(기타일 경우 간략히 써주십시오)
1) 관찰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
2) 임상실습 능력 검증 시험을 통과한 학생
3) 기타:

5. 임상실습을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1) 예 – 5-1번으로 가십시오
2) 아니오 – 6번으로 가십시오
5-1. 임상실습 면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간략히 써주십시오.

6. 임상실습 이수시간을 줄여주는(감면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1) 예 – 6-1번으로 가십시오.
2) 아니오 – 7번으로 가십시오.
6-1. 임상실습 감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간략히 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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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상실습은 어디에서 시행하십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해주십시오.(기타일 경우 간략히 써주십시오)
1) 내부 기관(교내 실습센터)
2) 부속기관(학교 부속 복지관, 어린이집, 병원 등)의 언어치료실
3) 학과가 운영하는 외부 치료실
4) 학과 협약기관의 치료실
5) 기타:

8. 임상실습 대상자의 장애 영역은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해주십시오.(기타일 경우 해당영역을 써주십시오)
1) 언어발달장애
2) 조음음운장애
3) 신경언어장애
5) 유창성장애
6) 음성장애
7) 청각장애
9) 기타:

4) 마비말장애
8) 다문화 가정 언어발달지도

9. 임상실습을 위한 교내 실습센터 내에 실습실은 몇 개입니까? 교내에 임상실습실이 없으면 (모두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면) 0으로 해주십시오.

10. 학부생과 같은 공간에서 임상실습이 진행됩니까?
1) 예 – 10-1번으로 가십시오
2) 아니오 – 11번으로 가십시오
3) 해당사항 없음(학제 내 학부가 없다)
10-1. 대학원생을 위한 실습실이 따로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1. 교내 실습기관(실습실 혹은 센터)에 음성분석기기나 청각검사기기 등의 검사기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외부 기관은 학과가 파악하기 어려우니 교내로 한정합니다)
1) 예
2) 아니오
12. 교내 실습기관에 임상실습을 위한 감독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외부 기관은 학과가 파악하기 어려우니 교내로 한정합니다)
1) 예
2) 아니오
3) 해당사항 없음(모두 외부기관에서 실시)
13. 교내 실습기관에 임상실습 실습생을 위한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외부 기관은 학과가 파악하기 어려우니 교내로 한정합니다)
1) 예
2) 아니오
3) 해당사항 없음(모두 외부기관에서 실시)
14. 임상실습을 위한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십니까?
1) 예 – 14-1번으로 가십시오
2) 아니오 – 15번으로 가십시오
14-1. 사전교육은 어떻게 실시하십니까?(기타일 경우 간략히 써주십시오)
1) 강의식으로 교육
2) 이메일 등으로 유인물 전달
3) 기타

15. 임상실습 감독은 주로 누가 시행합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해주십시오.(기타일 경우 누가 시행하는지 기록해주십시오)
1) 임상실습 교과목 담당교수
2) 외부기관 소속 언어재활사
3) 박사과정 재학생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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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상실습 감독자의 언어재활사 경력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1) 1년 미만
2) 1년 이상-5년 미만
3) 5년 이상-10년 미만
4) 10년 이상-15년 미만
5) 15년 이상
6) 파악하기 어렵다
17. 임상실습 감독자의 1급 자격증 소지자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1) 감독자 전원 (1급 소지자 100%)
2) 전체 중 1급 자격증 소지자가 71% 이상 (모두는 아니나 2급 소지자보다 훨씬 많은 편이다)
3) 전체 중 1급 자격증 소지자가 51-70% (2급 소지자에 비해 절반 조금 넘는다)
4) 전체 중 1급 자격증 소지자가 31-50% (2급 소지자에 비해 절반 조금 안 된다)
5) 전체 중 1급 자격증 소지자가 30% 이하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2급 소지자보다 훨씬 적은 편이다)
6) 파악하기 어렵다.
18. 임상실습 감독자 1인이 한 학기에 감독하는 실습생 수는 대략 평균 몇 명입니까?

19. 임상실습 감독자는 감독을 위해 주당 평균 몇 시간을 할애하십니까(직접 및 간접감독, 보고서 피드백, 감독자 미팅 모두 포함)?

20. 직접감독(감독자가 실습장면을 직접 관찰)과 간접감독(녹화된 동영상 추후 시청)의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1) 전체를 직접감독으로 함 (직접감독 100%)
2) 전체 중 직접감독이 71% 이상 (모두는 아니나 간접감독보다 훨씬 많은 편이다)
3) 전체 중 직접감독이 51-70% (간접감독에 비해 절반 조금 넘는다)
4) 전체 중 직접감독이 31-50% (간접감독에 비해 절반 조금 안 된다)
5) 전체 중 직접감독이 30% 이하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간접감독보다 훨씬 적은 편이다)
6) 전체를 간접감독으로 함 (간접감독 100%)
21. 한 학기 실습종료 후 학과 차원의(감독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닌) 사례발표회를 실시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22. 임상실습 평가는 누가 실시하십니까?(기타일 경우 간략히 써주십시오)
1) 감독자
2) 교과목 담당교수
3) 감독자 및 교과목 담당교수 둘 다
4) 기타:

23. 임상실습 후 학생들의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십니까?
1) 예 – 23-1번으로 가십시오
2) 아니오 – 24번으로 가십시오
23-1.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하십시오.(기타일 경우 간략히 써주십시오)
1) 집담회
2) 체크리스트 작성
3) 기타:

24.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써주십시오.

* 설문을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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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언어치료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의 언어진단 및 언어재활실습 현황 연구
표화영
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대학원 언어치료학과 석사과정에서 시행되는 언어진단 및 재활실습(이하, 임상실습) 현황
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통해 대학원 임상실습이 앞으로 나아갈 점을 숙고해보고자 하였다. 방법: 대학원에 언어치료 석사과정이 개설
된 전국 27개교의 임상실습 담당교수에게 24개 문항의 온라인 설문지를 링크시킨 이메일을 통해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결과: 27
개교 중 25개교에서 회신을 보냈고 이중 21개교에서 임상실습을 시행한다고 하였다. 임상실습 과목은 대개 관찰실습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제3학기에 시작하였다. 임상실습은 주로 교내 실습센터나 학과 협약 언어치료기관에서 이루어졌다. 임상실습의 대상자군은
언어발달장애군과 조음음운장애군이 가장 많았다. 임상실습은 주로 교과목 담당교수와 외부 언어재활사가 감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들은 학기당 평균 1-10명의 실습생을 감독하며 주당 5, 6시간을 감독관련 업무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학교가 실습
종료 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습생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었다. 논의 및 결론: 대학원 임상실습은 대체로 경험 많은 언어재활사의 감
독 하에 다양한 의사소통장애군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 중인 실습생의 실습 일정, 감독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의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과와 실습생, 감독자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핵심어: 대학원,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임상실습, 설문조사
본 연구는 2014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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