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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number of educational programs in speech-language pathology/therapy
in Korea continues to increase, and has reached a total of 87 programs in 50 universities.
However, no nationwide survey on the clinical curricula and practica of the educational
programs has been carried out. Methods: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items on clinicbased courseworks, clinical practicum, and clinical educational setting was distributed, and
a total of 57 (10 community college, 19 undergraduate, 28 graduate) programs participated in the survey. Results: Although most of programs ran core clinical courses required
for obtaining the national license, various credits of clinical courses, clinical hours, and
practical area, and clinical environments were documented. Most graduate school programs permitted students with speech-language pathology backgrounds or speech-language pathologist (SLP) licenses to be exempt from clinical coursework and practicums.
Language development in preschool or school-age children was the most predominant
practice area in most of the programs. Supervision of clinical activities in all three types of
educational settings was provided by licensed faculty or supervisors. Conclusion: In order
to ensure the consistency of qualified clinical training or education across the speech-language pathology programs, standard clinical guidelines regarding education training contents or environment should be established. Moreover, diverse clinical education and training should be provided to enhance the SLP profession and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the field of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in the upcoming years.
Keywords: Clinical curriculum, Clinical practicum, Speech-language pathology program

언어재활사(speech-language pathologist, SLP)는 생애 전반에

언어재활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전공과 관련된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하

이론적 지식과 함께 언어재활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임상실습

며 치료 중재할 뿐 아니라 언어치료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언어재활 임상실습은 언어치료 전공

교육과 연구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이다(Kim et al.,

학생이 언어재활 관련 이론 교과목들의 지식과 기술을 종합하여

2014; Pyo, 2017a). 언어재활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사소통장애 대상자에게 진단, 평가, 중재 그리고 부모상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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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적용함으로써 언어재활에 대한 실제적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대학원 교과과정에 개설되어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엄격한 실습

하는 교육과정이다(Kim & Shin, 2015; Yoon & Kim, 2013).

시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졸업 후 1년간 전일제로 일하면서 임상수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6의 2에 언

련과정을 거쳐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어재활사 국가자격 제도의 수립과 전문적인 언어재활사 양성을 위

다양한 이수과정을 통해 3년마다 최소 30시간의 전문 지식 교육을

해 임상실습과 관련된 언어재활관찰 및 언어진단실습과 언어재활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자격증을 유지할 수 있어 평생학습을 필요

실습을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National Law Information

로 한다. 아울러, 동일 영어권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는 언어치

Center, 2018). 임상실습은 임상관찰과 진단 및 치료실습의 두 영역

료사 자격증을 상호 인정하고 허용하도록 법안이 마련되어 있다

으로 나누어져 있다. 언어재활관찰은 30시간을 수행해야 하고, 진

(Boswell, 2004). 이외에 공립학교 언어치료 자격증은 교육부에서

단 및 치료 실습은 총 90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체 시간의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일반적으로 기초 및 심화과정을 요구하며,

절반 이상을 교내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법

학교 환경에서의 임상수련과정과 이후 국가 혹은 주별 자격시험을

령에서는 임상실습시간을 수업시간으로 명시하였고, 임상실습 장

합격하면 말-언어장애 학생의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

소도 교내라고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SLP로 활동하게 된다. 학교 SLP는 최소한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지

즉, 임상실습시간이 실제 치료회기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만, 많은 주들이 석사학위를 그 출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채

실습 시수를 의미하는지 등의 실습시간에 대한 정의, 그리고 교내

용 후 몇 년 이내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을 요구한다.

실습장소의 범위와 실습형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제

국내의 임상실습 형태에 대한 학제별, 대학별 기초적인 실태 조

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어재활사 양성 교육기관에 따라 운영

사로는 임상실습 감독자와 졸업생에게 임상실습 교육모형에 대해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

교과목 편제, 실습 운영 내용, 감독자와 실습생의 관계, 실습환경 등

부분의 양성 교육기관들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상실습 과목

에 관한 적정성이나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Kim & Lee, 2009)와 학

을 전공필수 교과목의 형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운영 형식은 유사

과인증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언어치료 프로그램을

하지만 실습시간, 실습장소 또는 실습방법 등의 실습내용은 각 교

운영하는 23개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살펴본 연구(Kwon et

육기관별로 매우 다양하다고 보고하였다(Kim & Shin, 2015). 특히

al., 2010)가 있다. 이 연구들은 언어재활사의 국가자격화가 이루어

국내 언어재활사 양성 교육기관은 3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지기 이전 민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임상실습 과정의 기초자료에

대학원(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학제의 범위가 다양하기 때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도입 후 임

문에 학제별로 임상실습 운영 형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5개

상실습에 관한 대학교육의 실태를 파악한 연구로는 25개 대학원만

대학원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과목 운영의 기초 현황을 살펴본 선

을 대상으로 교과목 개설과 운영 및 임상실습실에 관한 내용을 조

행연구(Pyo, 2017a, 2017b)에 따르면, 각 대학원별로 임상실습관련

사한 연구(Pyo, 2017a, 2017b)와 실습생들을 대상으로 실습만족도

교과목과 학점, 임상실습 장소, 임상실습 감독자 등을 다양하게 운

(Hwang, Choi, Kim, & Lee, 2012; Kim & Shin, 2015; Yoon & Kim,

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급 자격증을 이미 소지한 학생들에게는

2013)나 자기효능감(Lee & Park, 2016; Lee, Park, & Park, 2015)을

임상실습을 실시하지 않고 연구중심으로만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조사한 연구가 있으나, 임상실습과 관련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있는 대학원들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학제나 대학별로 임

제시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상실습 형태가 다양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

임상실습은 미래 언어재활사가 되고자 하는 전공학생들에게는

미국의 경우, 미국언어청각협회(American Speech-Language-

수업을 통해 수동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실제 임상현장에서 능동

Hearing Association, ASHA)에서 인정하는 대학원 과정에서 언어

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의사소통장애를 평가, 진단, 중재 및 상담과

병리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최소 25시간의 임상관찰,

관련된 양질의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그리고 실습 감독자의 감독하에 375시간의 임상실습과정을 거친

다. 또한 언어재활 전공학생에게 제공되는 임상실습은 이들이 졸업

후, SLP Praxis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말-언어병리학의 임상실무

한 후에 임상실습의 경험을 임상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수행능력 자격증(Certificate of Clinical Competence in Speech-

하므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임상실습이 제공되어야

Language Pathology, CCC-SLP)이 주어진다(www.asha.org). 교과

할 것이다.

목 개설과 관련하여 임상관찰은 4년제 대학교 과정에 개설되어 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재활사 양성을 위한 임상실습으로는

지만, 임상 자격증 취득을 위한 언어진단실습과 언어재활실습은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이라는 3과목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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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과목을 일정 장소에서 일정 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와 더

Table 1. Number of speech-language pathology academic programs surveyed

불어 ‘언어재활현장실무’라는 과목에서 전 의사소통장애 영역의
이론과 실무를 종합적으로 학습해야 하는데, 학제별로 이 과목들
을 이수하는 학기나 학년, 실습 시수, 심화실습의 이수 여부 등이

Survey invitation
Respondents

Associate
degree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Total

12
10

24
19

38
28

84
57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각 학제나 교육기관별로 어떻게 운영
이 되고 있는지 운영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교과
목들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임상감독자의

개 대학교의 총 84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감독과 지도 하에 임상실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임상감독자의

이들 중에서 36개 대학교의 57개 프로그램(10개 전문대, 19개 대학

자격과 역할 및 능력에 따라 학생 치료사가 쌓아가는 임상경험의

교, 28개 대학원)이 설문에 회신하여, 교육과정 프로그램 수의 회

양과 질이 현저하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각 교육기관별로 임상감

신율은 67.9%이었다. 설문을 조사한 프로그램 수와 설문에 응답한

독자의 자격이나 임상경력 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

프로그램 수의 현황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불어 임상실습 장소나 실습하는 의사소통장애 영역에 따라 학생
치료사가 경험할 수 있는 의사소통장애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설문 도구

실습현장에서 제공하는 실습시설과 기자재에 따라 임상실무를 수

설문지는 국내 언어치료 프로그램의 전국 단위 임상실습 운영 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 학제와 교육기

황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설문지 제작을

관들이 이들을 어떻게 제공하고 구비하고 있는지 또한 파악할 필

위해 전언협에서 사단법인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자문위원단의 자

요가 있다.

문을 받아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국내 언어치료학과 인증제

이에, 본 연구는 전문학사(Associate degree), 학사(Bachelor’s de-

를 위한 기초연구(Kwon et al., 2010)와 언어치료 임상실습 관련 교

gree), 석사 및 박사(Master’s & Doctoral degrees)의 각 학위 과정을

재(Lee et al., 2010), 언어치료 임상실습 교육 모형 개발 및 적용(Kim

운영하는 3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대학원의 다양한 학제 및

& Lee, 2009)의 기초연구, 언어치료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의 언어재

다양한 교육기관별로 임상실습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문조

활관찰실습과 언어진단 및 언어재활실습 현황 연구(Pyo, 2017a,

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임상실습 교과과정 현황, 임상

2017b)의 기초 자료, ASHA에서 명시하는 교육 내용 및 절차 등을

실습 운영 현황, 실습시설과 기자재 등의 임상실습 현황 등에 관한

참고하여 설문지는 크게 “임상실습 교과과정”, “임상실습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언어치료사를 양성하는 교육기

그리고 “임상실습 환경”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예비문항을 제

관의 임상실습과 관련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기초 자

작하였다.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언어치료 관련 양 학회

료로 사용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학제별 임상실습 현황 및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한국언어치료학회)의 각 2-3명으로 구성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학제들은 이를 기

된 자문위원단을 통해 2차례의 자문회의와 수 차례의 회의를 거쳐

반으로 보다 나은 임상실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언어재활 임상현

예비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고, 검토되어 강조된 내용을 바

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탕으로 내용을 수정하여 최종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연구방법

임상실습 교과과정

언어치료전공 학생들은 학과에서 개설된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연구대상

일정 시간 이상의 임상관찰과 진단 및 치료 실습을 거친 후 학위를

2018년 3월 현재, 전국언어치료학과협의회(이하 전언협)에 등록

취득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언어재

된 언어치료(재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 총 50개교, 즉 12개

활사 자격증을 얻게 된다. 특히, 언어재활사라는 전문적 직업에 부

전문대학교(이하 전문대), 24개 4년제 대학교(이하 대학교; 사이버

합하기 위해서는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임상실습 교육

대와 산업대 제외), 14개 대학원(이하 대학원)에서 개설되고 있는

과정 개설이 매우 중요하다. 각 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임상교육 과

87개 교육과정 프로그램들(12개 전문대의 12개 교육과정, 24개 대

정이 질 높은 임상교육을 제공하기에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전

학교의 24개 교육과정, 38개 대학원의 38개 석사과정과 13개 박사

체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임상실습 과목을 분리하여 심도 있게 다

과정) 중에서 2018년에 신설된 3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제외한 48

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주요 임상실습 교과목 이수 후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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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재활사 자격을 받기에 적정한 지 확인하기 위해서 2017년에 개설

‘AAC 임상실습’에 관한 5문항의 총 2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된 각 교육기관의 임상실습 교과과정과 교과목 정보, 수강인원과

‘임상실습 면제’에 관한 문항들은 대학교에서 전공하고 대학원에

교수진 정보를 조사하였다.

진학한 경우에 임상실습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선행연구(Pyo,

또한, 졸업 후 학생들이 언어치료 임상현장에서 취업하면, 다양

2017b)에 근거하여 대학원 과정에만 질문하였다. “임상실습 환경”

한 임상현장에서 평가, 진단, 치료,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은 ‘실습실’과 관련된 12문항과 ‘검사도구 및 기자재’에 관한 9문항

데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언어치료 실습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 총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임상실습 운영 시 어려운 점’과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국

‘운영 개선을 위한 제언’에 관한 2개의 주관식 문항을 추가로 포함

가시험 시행과 더불어 2012년부터 개설된 언어재활현장실무 교과

시켰다(Appendix 1).

목이 각 교육 기관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에 “임상실습 교과과정”은 실습관련 4개 교과목(언어재활관

자료수집

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언어재활현장실무)의 ‘교과과정

설문에 앞서 각 프로그램의 학과장과 교수들에게 설문의 목적

및 교과목 정보’에 관한 5 문항과 ‘수강인원 및 교수진 정보’에 관한

과 취지를 설명하였고, 각 설문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36개 대학교의 57개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본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설문 작성은 각 프로그램의
임상실습 운영 및 임상실습 환경

학과장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한 후, 학과장이 엑셀

임상실습의 운영 방식은 졸업 후 양질의 언어치료서비스를 제공

에 직접 작성한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회신 받았다. 기간 내에 응답

할 수 있는 언어재활사의 배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임상실

하지 않은 프로그램장에게는 유선을 통해 설문에 응답해 줄 것을

습교육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내 임상실습

다시 요청하였고, 회신된 설문지에서 일부 누락된 문항들에 대해서

지침, 사전 교육, 임상실습 서식, 임상감독 지침과 같은 감독자 및 실

는 학과장에게 유선상으로 해당 문항들을 직접 묻고 답변한 것을

습자 지침서 구비 여부를 조사하였고, 교수진 환경으로 임상실습

연구자가 기록하였다.

감독 형태(직접, 간접), 보고서 관련 피드백, 임상감독 소요시간, 실
습자 환경으로 사례발표, 강의평가/만족도 조사, 심화/현장 실습 운

자료분석

영(실습 기관, 의사소통장애 실습영역), 실습비용 지불 체계(임상실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4.0 (IBM, Armonk, NY,

습비 여부, 실습비 부담 주체)을 파악하였으며, 현행 실습 제도에 대

USA)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각 문항의 응답 빈도수와 백분율

한 실습 변화 방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언어재활사라는 전문적 직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세 학제 유형에 따른 빈도의 차

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상담, 평가, 재활 및 보장구 등을 다룰 수

이는 Fisher의 정확도 검정을 사용하여 비교하였고, 평균의 차이는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최근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증

일원분산분석으로 비교하였으며, 이때 세 학제 유형 간 평균의 유

가하고 있으며, 모든 의사소통장애 영역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유

있는 보장구와 관련된 보완대체의사소통(alternative & augmenta-

의수준은 .05였다.

tive communication, AAC)의 진단 및 평가와 실습을 진행하고 있

는지 추가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각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임상교육과 훈련을 위한 적절한 실습교
육 환경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지 조사하였다. 이러한 실습 환경의

임상실습 교과과정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교내 자체 내 실습센터 구비 여부 및 실

교육과정에 임상실습 교과목이 적절하게 개설되어 있는지를 조

습실 규모(면적, 치료실 개수와 형태)와 실습 장비, 검사도구 및 실습

사하기 위해 전체 교육과정 중 임상실습 교과과정 및 교과목 정보,

기자재, 실습 기자재 확보를 조사에 포함하였다. 이 외에 기타 실습

임상실습 교과목의 수강인원과 교수진 정보를 살펴보았다. 언어재

센터 전담 인원(임상교수/실습조교), 학교 기업 현황을 조사하였다.

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현장실무 교과목이 개설된 프로그

이에 “임상실습 운영”은 ‘교내 기본 임상실습’에 관한 10문항, ‘실

램은 전체 57개 중 43개(75%; 전문대 10개, 대학교 19개, 대학원 14

습 장소, 영역 및 시간’에 관한 4문항, ‘심화/현장실습’에 관한 3문항,

개)였는데, 특히 전문대와 대학교는 각각 100%의 교육과정에서 ‘언

‘임상실습비 운용’에 관한 4문항, ‘임상실습 면제’에 관한 3문항,

어재활관찰’과 ‘언어진단실습’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반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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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경우에는 50% (14개)에서만 개설되었다. ‘언어재활실습’ 교과

고, 불일치하는 경우는 13개(30.2%; 전문대 4개, 대학교 9개)였다.

목이 개설된 프로그램은 총 44개(77%; 전문대 10개, 대학교 19개,

이들은 학제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χ2 = 10.396, p = .005), 전

대학원 15개)로서, 전문대와 대학교에서는 100%, 대학원에서는

문대와 대학교는 일치와 불일치(학점에 비해 시수가 높음)의 비율

52%가 개설되고 있다.

이 유사한 반면, 대학원은 모든 학교가 일치하였다(Figure 2).
언어진단실습은 과목이 서로 다른 학기에 걸쳐 2-3번 독립적으
로 개설된 경우(예: 언어진단실습 I & II, 언어진단임상기기실습, 언

교과과정 및 교과목 정보

임상실습 교과목의 학점과 시수는 학교마다 다양하였다. 언어재

어진단심화실습 등) 이들을 합산하여 학점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활관찰의 학점과 시수는 Table 2와 같으며, 학점의 경우에는 전체

(Table 3), 전체 43개 프로그램 중 2학점은 17개(39.5%), 3학점은 17

43개 프로그램 중 1학점이 1개(2.3%), 2학점이 11개(25.6%), 3학점

개(39.5%), 4학점은 4개(9.37%), 5학점은 1개(4.7%), 6학점은 2개

이 27개(62.8%), 4학점이 3개(7.0%), 6학점이 1개(2.3%)였다. 언어재

(4.7%), 7학점은 1개(2.3%), 8학점은 1개(4.7%)였다. 언어진단실습의

활관찰 학점은 세 학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χ = 12.914,

학점은 학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세 학제 모두 2-3학점이 많

p = .030), 전문대와 대학교는 3학점이 가장 많았고, 대학원은 2학점

았다. 언어진단실습 시수는 전체 43개 프로그램 중 2시수가 11개

이 가장 많았다. 언어재활관찰의 시수는 전체 43개 프로그램 중 1

(25.6%), 3시수는 10개(23.3%), 4시수가 13개(30.2%), 5시수는 1개

시수가 1개(2.3%) 2시수는 8개(18.6%) 3시수는 16개(37.2%), 4시수

(2.3%), 6시수는 5개(11.6%), 8시수는 1개(2.3%), 10시수는 총 1개

는 14개(32.6%), 5시수는 1개(2.3%), 6시수는 3개(7.0%)였고, 학제 간

(2.3%), 14시수는 1개(2.3%)였으며, 학제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

언어재활관찰 시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χ = 18.069, p = .012),

고, 세 학제 모두 전체적으로 2-4시수가 많았다.

2

2

전문대는 3시수와 4시수, 대학교는 4시수, 대학원은 2시수가 가장

언어진단실습의 학점과 시수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일치

많았다.

하는 경우가 25개(58.1%; 전문대 5개, 대학교 7개, 대학원 13개)였고,

언어재활관찰의 학점과 시수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일치

불일치하는 경우가 18개(41.9%; 전문대 5, 대학교 12, 대학원 1개)였

하는 경우는 30개(69.8%; 전문대 6개, 대학교 10개, 대학원 14개)였

으며, 학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χ2 = 11.302, p = .003), 전

Table 2. Credits and credit hours of clinical observation course
Associate degree (N= 10)

Clinical observation
1
2
3
4
5
6

Credit hour

Credit

Credit hour

Credit

Credit hour

0
1
8
1
0
0

0
0
5
5
0
0

0
3
15
1
0
0

0
1
7
8
1
2

1
7
4
1
0
1

1
7
4
1
0
1

1
11
27
3
0
1

1
8
16
14
1
3

Same

Different

Different

100

100
80

53

60
40

47

(%)

60

(%)

Total

Credit

80

40

Master’s degree (N= 14)

Credit hour

Same

100

Bachelor’s degree (N= 19)

Credit

20

60

63
50

50
37

40
20

7

0

0

93

0
Associate degree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Figure 1. Difference between credits and credit hours of clinical observation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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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 degree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Figure 2. Difference between credits and credit hours of clinical evaluation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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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redits and credit hours of clinical evaluation course
Clinical evaluation
2
3
4
5
6
7
8
10
14

Associate degree (N= 10)

Bachelor’s degree (N= 19)

Master’s degree (N = 14)

Total

Credit

Credit hour

Credit

Credit hour

Credit

Credit hour

Credit

Credit hour

3
6
0
1
0
0
0
0
0

2
3
4
0
0
0
0
1
0

8
8
1
0
0
1
1
0
0

3
5
6
1
2
0
1
0
1

6
3
3
0
2
0
0
0
0

6
2
3
0
3
0
0
0
0

17
17
4
1
2
1
1
0
0

11
10
13
1
5
0
1
1
1

Table 4. Credits and credit hours of clinical practicum course
Clinical practicum
2
3
4
5
6
8
9
10
11

Associate degree (N= 10)

Bachelor’s degree (N= 19)

Master’s degree (N = 15)

Total

Credit

Credit hour

Credit

Credit hour

Credit

Credit hour

Credit

Credit hour

1
7
0
1
1
0
0
0
0

0
2
4
0
3
0
0
1
0

3
7
3
0
4
2
0
0
0

0
2
5
1
6
1
2
1
1

9
3
1
0
1
0
0
0
0

9
3
1
0
1
0
0
0
0

13
17
5
1
6
2
0
0
0

9
7
11
1
10
1
2
2
1

Same

Different

문대는 학점과 시수가 일치와 불일치인 경우가 동일한 반면, 대학교

100

는 학점에 비해 시수가 많은 경우가 더 많았고, 대학원은 대다수가

80

언어재활실습의 학점은 서로 다른 교과목의 형태로 독립적으로
개설된 경우(예: 언어재활실습 I & II, 임상재활기기실습, 언어재활

(%)

일치하였다(Figure 1).

40
20

적인 실습과목이 아닌 경우는 학점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Table

0

개(38.6%), 4학점은 5개(11.4%), 5학점은 1개(2.3%), 6학점은 6개
(13.6%), 8학점은 2개(4.5%)였다. 언어재활실습의 학점은 학제 간에

74

70

60

심화실습, 현장실습 등) 이를 합산하였으며, 사례연구와 같이 직접
4와 같이, 전체 44개 프로그램 중 2학점은 13개(29.5%), 3학점은 17

100

30

26
0

Associate degree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Figure 3. Difference between credits and credit hours of clinical practicum
course.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χ2 = 16.489, p = .026), 전문대와 대학교는 3
학점이 가장 많았고, 대학원은 2학점이 가장 많았다. 언어재활실습

p = .002), 전문대는 4시수, 대학교는 6시수, 대학원은 2시수가 가장

의 시수는 전체 44개 프로그램 중 2시수가 9개(20.9%), 3시수는 7

많았다.

개(15.9%), 4시수는 11개(25.0%), 5시수는 1개(2.3%), 6시수는 총 10

언어재활실습의 학점과 시수의 일치와 불일치를 살펴본 결과, 일

개(22.7%), 8시수는 1개(2.3%), 9시수는 2개(4.5%), 10시수는 2개

치하는 경우는 44개 중 23개(52.3%; 전문대, 3개, 대학교 5개, 대학

(4.5%), 11시수가 2개(4.5%)로 전체 중에 4시수가 가장 많았다. 언어

원 15개)였고, 불일치 경우가 21개(47.7%; 전문대 7개, 대학교 14개,

재활실습 시수는 학제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χ = 27.595,

대학원 0개)였다. 이는 학제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χ2 = 23.29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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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1), 전문대와 대학교는 학점에 비해 시수가 높은 곳이 더 많은

또한 언어치료학과 교육기관의 전체 교육과정 중 개설된 실습 교

반면, 대학원은 모두 학점과 시수가 일치하였다(Figure 3).

과목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과목의 성격으로 전공/교양

언어재활현장실무의 학점과 시수는 Table 5에 제시되었다. 학점

과 필수/선택 여부 및 이론/실습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Ta-

은 전체 44개 프로그램 중 1학점은 3개(7.0%)였으며, 2학점은 16개

ble 6과 같이 언어재활관찰 교과목은 개설된 총 43개 프로그램 중

(34.9%), 3학점은 25개(58.1%)로 3학점이 가장 많았고, 전문대와 대

전공필수가 20개(46.5%), 전공선택이 23개(53.5%)로 학제 간에 전

학교는 3학점이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은 2학점이 많았으나 학제

공필수와 전공선택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언어진단실습은 전공

간에 언어재활현장실무 학점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언어재활현

필수로 17개(39.5%), 전공선택으로 26개(60.5%)가 개설되었고, 학

장실무 시수는 전체 44개 프로그램 중 1시수가 3개(7.0%), 2시수가

제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χ2 = 6.171, p = .041), 전문대와 대

14개(30.2%), 3시수가 12개(27.9%), 4시수가 11개(25.6%), 5시수는 1

학교는 전공선택이 많았고, 대학원은 전공필수가 더 많았다. 언어

개(2.3%), 6시수는 3개(7.0%)였다. 언어재활현장실무 시수는 학제

재활실습은 개설된 44개 프로그램 중에서 전공필수가 21개(47.7%),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χ = 16.636, p = .027), 전문대는 3시

전공선택이 23개(52.3%)였다. 이는 학제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

수, 대학교는 4시수, 대학원은 2시수가 가장 많았다.

는데(χ2 = 9.635, p = .014), 전문대가 전공선택과 전공필수의 비율이

2

언어재활현장실무의 학점과 시수의 일치 및 불일치를 살펴본 결

동일하였고, 대학교는 전공선택이 많았으며, 대학원은 전공필수가

과, 44개 프로그램 중 29개(65.9%; 전문대 8개, 대학교 10개, 대학원

더 많았다. 언어재활현장실무는 전공필수가 21개(48.8%), 전공선

11개)가 일치하였고, 15개(34.1%; 전문대 2개, 대학교 9개, 대학원 4

택은 22개(51.2%)였고, 학제 간에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의 유의한

개)가 불일치하였으며, 학제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차이가 없었다.

Table 5. Credits and credit hours of clinical field studies course
Clinical field studies
1
2
3
4
5
6

Associate degree (N= 10)

Bachelor’s degree (N= 19)

Master’s degree (N= 15)

Total

Credit

Credit hour

Credit

Credit hour

Credit

Credit hour

Credit

Credit hour

1
1
8
0
0
0

1
1
6
0
0
2

1
6
12
0
0
0

1
5
4
7
1
1

1
9
5
0
0
0

1
8
2
4
0
0

3
16
25
0
0
0

3
14
12
11
1
3

Table 6. Course type (required or optional) of clinical courses

Clinical observation
Clinical evaluation
Clinical practicum
Clinical field studies

Associate degree

Bachelor’s degree

R

O

R

O

R

Master’s degree
O

R

Total
O

6
4
5
5

4
6
5
5

5
3
5
9

14
15
14
11

9
10
11
7

5
5
3
6

20
17
21
21

23
26
23
22

R = required course; O = optional course.

Table 7. Course type (theory- or practice-oriented) of clinical courses
Associate degree
Clinical observation
Clinical evaluation
Clinical practicum
Clinical field studies

Master’s degree

Bachelor’s degree

Total

T

P

T+P

T

P

T+P

T

P

T+P

T

P

T+P

1
0
0
3

5
7
8
5

4
3
2
2

4
3
0
5

11
11
5
9

4
4
14
5

3
2
0
7

10
12
10
5

1
1
5
2

8
5
0
15

26
30
23
19

9
8
21
9

T = theory-oriented; P= practice-oriented; T+P= theory and practice comb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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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 교과목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Table 7), 언어재활관찰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대학원은 선수과목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의 수업방식은 이론으로만 실시하는 경우가 8개(18.6%), 실습만 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 = 21.519, p < .001). 언어

는 경우 26개(60.5%),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경우는 9개(20.9%)

재활실습 수강 전 선수과목이 있는 경우가 37개(84.1%)였고, 없는

로 대부분 실습 위주로 운영하였고, 학제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경우가 7개(15.9%)였고, 학제 간에 유의한 차이는 있었으나(χ2 =

이 실습을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언어진단실습은 이론만 하

15.361, p = .003) 세 학제 대부분 선수 과목이 있었다. 언어재활현장

는 경우가 5개(11.6%), 실습만 하는 경우가 30개(69.8%), 이론과 실

실무 수강 전 선수과목이 있는 경우가 12개(27.9%)였고, 없는 경우

습을 병행하는 경우가 8개(18.6%)였으며, 실습 위주로 이루어지는

가 31개(72.1%)였고, 학제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모든 학제

경우가 대부분으로 학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언어재활실

가 언어재활현장실무 수강 전 선수과목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습은 실습만 하는 경우가 23개(52.3%),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경
우는 21개(47.7%)였다. 이는 학제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χ2 =

수강인원과 교수진 정보

11.057, p = .006), 전문대와 대학원은 실습을 위주로 하고, 대학교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Figure 4). 언어재활현장

실습지도의 질적 관리를 위해 실습교과목의 운영 방식으로 수강
인원 및 담당 교수진을 조사하였다.

실무는 이론만 하는 경우는 15개(34.8%), 실습만 하는 경우는 19개

언어재활관찰의 담당교수 1인당 수강인원은 Table 9와 같다. 10명

(44.2%),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경우는 9개(20.9%)였고, 학제 간

미만이 10개(23.3%), 10-19명은 6개(14.0%), 20-29명은 11개(25.6%),

에 유의한 차이가 없이 이론만 하는 경우와 실습만 하는 프로그램

30-39은 12개(27.9), 40-49명은 3개(7.0%), 50명 이상은 1개(2.3%)였

의 수가 유사하였다.

고, 전문대는 20-29명이, 대학교는 30-39명이, 대학원은 10명 미만

임상실습 교과목 수강 전 선수과목 여부는 Table 8과 같다. 언어

이 유의하게 가장 많았다(χ2 = 30.914, p < .001).

재활관찰 수강 전 선수과목이 있는 경우가 13개(30.2%)였고, 없는

언어진단실습의 담당교수 1인당 수강인원은 Table 10과 같다. 10명

경우가 30개(69.8%)로 대부분 선수과목이 없었으며, 특히 대학교

미만이 8개(18.6%), 10-19명은 10개(23.3%), 20-29명은 17개(39.5%),

와 대학원이 선수과목이 없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χ = 11.771,

30-39명은 8개(18.6%)였고, 전문대는 10-19명이, 대학교는 20-29명

p = .041). 언어진단실습 수강 전 선수과목이 있는 경우가 25개(58.1%)

이, 대학원은 10명 미만과 20-29명이 가장 많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였고, 없는 경우가 18개(41.8%)로 전문대와 대학교는 선수과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2 = 15.674, p = .008).

2

(%)

80

80

Table 9. Number of students per clinical supervisor in clinical observation
course

Theory & practicum

Practicum only

100

74

Associate
degree

67

60
40
20

20

33

26

0
Associate degree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Figure 4. Course type of clinical practicum course.

Number of students per supervisor
< 10
0
10-19
3
20-29
5
30-39
2
40-49
0
≥ 50
0
Sum
10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Total

1
0
6
8
3
1
19

9
3
0
2
0
0
14

10
6
11
12
3
1
43

Table 8. Prerequisite courses for clinical courses
Associate degree
Clinical observation
Clinical evaluation
Clinical practicum
Clinical fiel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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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Total

Yes

No

Yes

No

Yes

No

Yes

No

4
9
9
2

6
1
1
8

7
12
13
5

12
6
6
14

2
4
15
5

12
11
0
9

13
25
37
12

30
18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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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Number of students per clinical supervisor in clinical evaluation
course
Associate
degree
Number of students per supervisor
< 10
0
10-19
5
20-29
2
30-39
3
Sum
10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Total

3
1
10
5
19

5
4
5
0
14

8
10
17
8
43

Table 12. Number of students per clinical supervisor in clinical field studies
Associate
degree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Total

2
5
3
3
2
4
19

7
6
0
0
0
0
14

10
14
4
7
3
4
43

Number of students per supervisor
< 10
1
10-19
3
20-29
1
30-39
4
40-49
1
≥ 50
0
Sum
10

Table 11. Number of students per clinical supervisor in clinical practicum
course

Number of students per supervisor
< 10
1
10-19
7
20-29
1
30-39
1
40-49
0
Sum
10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Total

1
11
4
2
1
19

10
5
0
0
0
15

12
23
5
3
1
44

Full-time (tenure/non-tenure)
Part-time faculty & lecturer
Full-time & part-time faculty

100
80
(%)

Associate
degree

70

60
40

37 37

30

30

26

20
0

0

0

Associate degree

언어재활실습의 담당교수 1인당 수강인원은 10명 미만이 12개

67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Figure 5. Faculty employment types in clinical practicum course.

(27.3%), 10-19명이 23개(56.8%), 20-29명이 5개(52.3%), 30-39명이 3

개(6.8%), 40-49명이 1개(2.27%)였고, 전문대와 대학교는 10-19명

언어진단실습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경우 22개(53.5%; 전문대 7

이, 대학원은 10명 미만이 가장 많았고(Table 11), 이러한 차이는 통

개, 대학교 11개, 대학원 4개), 비전임교원인 경우는 19개(41.9%; 전

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 = 17.321, p = .004).

문대 2개, 대학교 7개, 대학원 10개). 전임과 비전임이 같이 담당하

2

언어재활현장실무는 10명 미만이 10개(23.3%), 10-19명이 14개

는 경우가 2개(4.7%; 전문대 1개, 대학교 1개)였고, 학제 간에 유의

(32.6%), 20-29명이 4개(9.3%), 30-39명이 7개(16.3%), 40-49명이 3개

한 차이는 없이 전임과 비전임이 담당하는 학교수가 유사하였다.

(7.0%), 50명 이상은 4개(9.3%)였다. 학제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

언어재활실습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15개(34.1%; 전문대

으며(χ = 18.828, p = .010), 전문대는 30-39명이, 대학교는 10-19명

3개, 대학교 7개, 대학원 5개), 비전임교원은 17개(38.6%; 전문대 0

이, 대학원은 10명 미만이 가장 많았다(Table 12).

개, 대학교 7개, 대학원 10개),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이 같이 하는

2

실습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진은 언어치료학 전공 여부 이외에 현

경우는 12개(27.3%; 전문대 7개, 대학교 5개, 대학원 0개)였으며, 학

장에서 언어치료 경험 여부가 학생들의 임상지도에 매우 중요하므

제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χ2 = 17.201, p = .001), 전문대는 전

로, 실습과목 담당교수의 전임/비전임 교원 여부, 언어재활사 자격

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이 같이 지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대학교는

증 취득여부 및 언어재활사 임상경력을 조사하였고, 언어치료 임상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담당이 같았으며, 대학원은 비전임교원

지도의 질적 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언어재활사 1급과 2급의 자

의 담당이 더 많았다(Figure 5). 언어재활현장실무는 전임교원이

격증 종류를 조사하였다.

담당하는 경우가 30개(69.8%; 전문대 8개, 대학교 13개, 대학원 9

언어재활관찰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30개(69.8%; 전문

개), 비전임교원(임상교원)은 9개(48.8%; 대학교 5개, 대학원 4개),

대 8개, 대학교 14개, 대학원 8개), 비전임교원(임상교원)인 경우 12

전임과 비전임이 같이 담당하는 경우는 4개(9.3%; 전문대 2개, 대학

개(27.9%; 전문대 1개, 대학교 5개, 대학원 6개), 전임과 비전임이 같

교 1개, 대학원 1개)였고, 학제 간의 유의한 차이 없이 전문대, 대학

이 있는 경우 1개(2.3%; 전문대 1개)였고, 학제 간에 유의한 차이가

교, 대학원 모두 비전임교원에 비해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없이 세 학제 모두 월등하게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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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 교과목 교수진의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조사한 결과,

학원 3개), 10년 이상은 13개(31.0%; 전문대 3개, 대학교 7개, 대학원

43개(100%; 전문대 10개, 대학교 19개, 대학원 14개) 프로그램에서

3개), 무응답 2개(4.8%; 전문대 1개, 대학원 1개)였으며, 언어재활실

언어진단실습 담당 교수진이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1개 대학교

습은 5년 미만이 0개(0%), 5-10년은 25개(56.8%; 전문대 6개, 대학

를 제외하고 임상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진 모두가 자격증을 소지

교 12개, 대학원 7개), 10년 이상은 18개(40.9%; 전문대 4개, 대학교

하였다.

7개, 대학원 7개), 무응답이 1개(2.3%; 대학원 1개)였다. 그리고 언어

담당 교수진의 자격증 형태는 Table 13과 같이 언어재활관찰의

재활현장실무의 경우도 5년 미만이 5개(11.6%; 대학교 3개, 대학원

경우 1급 자격증이 41개(95.3%; 전문대 10개, 대학교 17개, 대학원

2개), 5-10년은 13개(30.2%; 전문대 4개, 대학교 5개, 대학원 4개), 10

14개)였고, 2급 자격증은 2개(4.7%; 대학교 2개)였다. 언어진단실습

년 이상은 25개(58.1%; 전문대 6개, 대학교 11개, 대학원 8개)였다.

담당 교수진은 29개(67%; 전문대 7개, 대학교 10개, 대학원 12개)에

모든 임상실습 교과목의 담당 교수진 임상경력은 학제에 따라 유

서 1급 자격증 소지자였으며, 2급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는 14개

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대부분의 학제에서 언어재활관찰은 5년

(33%; 전문대 3개, 대학교 9개, 대학원 2개)였다. 언어재활실습의 담

미만의 임상경력의 교수진이 많았고, 언어진단실습과 언어재활실

당 교수진은 1급이 31개(70.5%; 전문대 7개, 대학교 12개, 대학원 12

습은 5-10년의 경력이 있는 교수진이 많았으며, 언어재활현장실무

개), 2급이 13개(29.5%; 전문대 3개, 대학교 7개, 대학원 3개)였고, 언

는 10년 이상 경력의 교수진이 많았다.

어재활현장실무의 담당 교수진도 1급이 41개(95.3%; 전문대 9개,

담당교과의 평가를 담당하는 교원 정보를 살펴본 결과, 언어재

대학교 18개, 대학원 14개), 2급이 2개(4.7%; 전문대 1개, 대학교 1개)

활관찰은 전임교원이 하는 경우가 30개(70%; 전문대 6개, 대학교

였으며, 임상실습 관련 4개 교과목 모두에서 학제 간에 유의한 차이

15개, 대학원 9개), 비전임교원(임상교원)이 하는 경우는 7개(16.3%;

없이 1급 자격증을 소유한 교수진이 담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대학교 2개, 대학원 5개),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임상교원)이 함께

담당 교수진의 임상경력을 살펴보면(Table 14), 언어재활관찰은

평가하는 경우는 6개(13.9%; 전문대 4개, 대학교 2개)였다. 이는 학

5년 미만이 19개(44.2%; 전문대 4개, 대학교 7개, 대학원 8개), 5-10

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χ2 = 10.222, p = .018)

년이 3개(7.0%; 대학교 2개, 대학원 1개), 10년 이상은 총 16개(37.2%;

대부분의 학제에서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언어진단

전문대 5개, 대학교 8개, 대학원 3개), 무응답 5개(11.6%; 전문대 1개,

실습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23개(53.5%; 전문대 6개, 대학

대학교 2개, 대학원 2개)였고, 언어진단실습은 자격증이 없는 교수

교 12개, 대학원 5개), 비전임교원(임상교원)이 하는 경우가 8개

진이 있는 1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5년 미만은 9개(21.4%; 대학교

(18.6%; 전문대 3개, 대학원 5개),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이 같이 평

4개, 대학원 5개), 5-10년은 19개(45.2%; 전문대 5개, 대학교 11개, 대

가하는 경우가 12개(27.9%; 전문대 1개, 대학교 7개, 대학원 4개)였

Table 13. Clinical certification type (1st or 2nd grade) of faculties in clinical courses
Associate degree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Total

1st grade

2nd grade

1st grade

2nd grade

1st grade

2nd grade

1st grade

2nd grade

10
7
7
9

0
3
3
1

17
10
12
18

2
9
7
1

14
12
12
1

0
2
3
0

41
29
31
41

2
14
13
2

Clinical observation
Clinical evaluation
Clinical practicum
Clinical field studies

Table 14. Clinical career of faculties in clinical courses
Clinical career of faculties (yr)
Associate degree
Clinical observation
Clinical evaluation
Clinical practicum
Clinical fiel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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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Total

<5

5–10

> 10

<5

5–10

> 10

<5

5–10

> 10

<5

5–10

> 10

4
0
0
0

0
5
6
4

5
3
4
6

7
4
0
3

2
11
12
5

8
7
7
11

8
5
0
2

1
3
7
4

3
3
7
8

19
9
0
5

3
19
25
13

16
13
1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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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제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χ2 = 10.237, p = .028), 전문대

100%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6개(12.8%)였고, 직접감독이 간접감독

와 대학교는 전임교원이 언어진단실습의 평가를 담당하는 경우가

보다 많은 프로그램이 7개(14.9%)였으며, 직접과 간접의 비율이

유의하게 많은 반면, 대학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50:50으로 동일한 경우는 16개(34.0%)였다. 또한 간접감독이 직접

경우가 동일하였다. 언어재활실습은 담당교과의 평가를 전임교원

감독보다 많은 프로그램은 11개(23.4%)였고, 간접감독을 100%로

이 하는 경우는 10개(22.7%; 전문대 2개, 대학교 3개, 대학원 5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7개(14.9%)였고, 학제 간에 직접감독과 간접

비전임교원이 하는 경우는 6개(13.6%; 대학교 2개, 대학원 4개), 전

감독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전문대는 직접감

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이 같이 평가하는 경우는 28개(63.6%; 전문대

독에 비해 간접감독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대학교와 대학원

8개, 대학교 14개, 대학원 5개)로 학제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은 직접감독과 간접감독의 비율이 50:50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언어재활현장실무는 전임교원이 평가하는 경우가 32개(74.4%; 전

(Table 15).

문대 9개, 대학교 16개, 대학원 7개), 비전임교원이 하는 경우는 4개

임상실습 피드백/감독 주당 소요시간을 묻는 문항에는 총 48개

(9.3%; 대학원 4개),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이 같이 평가하는 경우

프로그램이 응답하였는데, 평균(표준편차)이 전문대(5개)는 5.00

는 7개(16.3%; 전문대 1개, 대학교 3개, 대학원 3개)로 학제 간에 통

시간(4.90), 대학교(17개)는 5.71시간(3.50), 대학원(26개)은 4.81시

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χ = 8.164, p = .045), 세 학제

간(2.73)이었고, 전체 범위가 주당 0-15시간으로 세 학제 간에 유의

모두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차이는 없었으며, 세 학교 유형 모두 대체로 주당 4-6시간의 임

2

상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운영
교내 기본 임상실습

실습장소, 실습영역 및 실습시간

전체 57개 프로그램 중 대학원 1개 프로그램을 제외한 56개 프

임상실습 장소로 절반 이상을 교내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법적

로그램(98.2%)이 ‘교내 임상실습지침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

규정에 근거하여 각 학교에서 임상실습이 교내에서 어느 정도로 이

한 57개 모든 프로그램이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보고서 관련

루어지는지를 조사하였다(Table 16). 언어재활관찰을 실시하는 실

피드백’ 및 ‘강의평가/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상실습

습장소로 응답한 43개 프로그램 중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서식지/기록지’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임상감독 지침서’는 54개

11개(25.6%), 교외인 경우 3개(7.0%)였고, 교내와 교외에서 모두 실

(94.7%; 전문대 10개, 대학교 18개, 대학원 26개)에서 있다고 보고하

시하는 경우가 29개(67.4%)였다. 언어진단실습의 실습장소로는 43

였고, 3개(5.3%; 대학교 1개, 대학원 2개)가 없었으며, 학제 간에 유

개 프로그램 중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30개(69.8%), 교내와

의한 차이 없었다. ‘학과 차원의 사례발표회’는 38개(66.7%; 전문대

교외에서 모두 실시하는 경우가 13개(30.2%)로서, 교외만인 경우

7개, 대학교 14개, 대학원 17개)가 실시한다고 하였고, 19개(33.3%;

는 없었다. 언어재활 실습장소로는 44개 프로그램 중 교내에서 이

전문대 3개, 대학교 5개, 대학원 11개)에서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였

Table 15. Ratio of direct (D) vs. indirect (I) supervision

으며, 학제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임상실습 감독 형태는 전체 57개 프로그램(100%)의 모든 프로그램

Ratio of direct vs indirect supervision

Type of school

이 ‘임상실습 교과목 담당교수(감독자)가 담당’한다고 응답하였다.

Community college
Undergraduate
Graduate
Total

직접감독(감독자가 실습장면을 직접 관찰)과 간접감독(감독자
가 실습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추후 시청하거나 보고서로만 피드
백)의 비율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47개 프로그램 중 직접감독을

D = 100%

D>I

D=I

D<I

I = 100%

3
0
3
6

4
2
1
7

10
1
5
16

4
5
2
11

3
0
4
7

Sum
24
8
5
47

Table 16. Types of clinical practice sites (on-campus vs. off-campus)
Bachelor’s degree

Associate degree
Clinical observation
Clinical evaluation
Clinical practicum
Clinical field studies

Master’s degree

Total

On

Off

On+Off

On

Off

On+Off

On

Off

On+Off

On

Off

On+Off

5
7
5
8

0
0
0
2

5
3
5
0

2
12
7
11

2
0
0
1

15
7
12
7

4
11
5
8

1
0
0
3

9
3
10
3

11
30
17
27

3
0
0
6

29
13
2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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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경우가 17개(38.6%), 교내와 교외에서 모두 실시하는 경

4개)로 학제 간 유의한 차이가 없이 심화/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프

우가 27개(61.4%)로서, 교외만인 경우는 없었다. 언어재활현장실무

로그램이 많았다.

는 43개 프로그램 중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27개(62.8%), 교

심화/현장실습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프로그램(45개) 중에서 심

외인 경우는 6개(14.0%), 교내와 교외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화/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의사소통장애 영역에 대해 질문한 결과,

10개(23.3%)였다. 임상실습 관련 4개 교과목 모두 학제 간에 실습

‘전 영역(언어장애, 조음장애, 유창성장애, 신경언어장애, 음성장

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언어재활관찰과 언

애)’을 모두 실습한다고 응답한 프로그램이 26개(57.8%; 전문대 3

어재활실습은 세 학제 모두 교내와 교외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 대학교 8개, 대학원 15개)였고, 이 중 2개 프로그램에서 심화/현

가 가장 많은 반면, 언어진단실습과 언어재활현장실무는 세 학제

장실습의 실습 영역은 2학기 취업기관 또는 언어진단 및 재활실습

모두 주로 교내에서 이루어졌다.

기관과 동일한 영역이라고 응답하였다. ‘언어/조음/유창성장애 영

한편, 실습의 주된 의사소통장애 영역으로 언어재활관찰은 학

역’을 주로 실습한다고 응답한 프로그램이 17개(37.8%; 전문대 2개,

령전기/학령기 언어발달장애가 가장 많았고, 언어발달장애 영역과

대학교 7개, 대학원 8개)였으며, ‘신경언어/음성장애 영역’을 주로 실

함께 관찰을 실시하는 다른 영역으로는 뇌성마비, 조음장애, 청각

습한다고 응답한 프로그램이 2개(4.4%; 전문대 1개, 대학교 0개, 대

장애가 많았다. 언어진단실습도 대부분 1개 영역에서 실시하고 있

학원 1개)였다.

으며, 학령전기/학령기 언어발달장애가 가장 많았다. 언어재활실습

심화/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실습장소는 전체 45개 프로그램 중

의 주된 의사소통장애 영역 또한 대부분 1개 영역에서 실시하는 것

에서 8개(17.8%; 전문대 2개, 대학교 2개, 대학원 4개)가 교내에서

으로 학령전기 언어발달장애가 가장 많았다. 언어재활현장실무도

실시한다고 하였으며, 33개(73.3%; 전문대 4개, 대학교 12개, 대학원

대부분 1개 영역에서 언어재활현장실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령

17개)가 교외에서 실시한다고 하였고, 4개(8.9%; 전문대 0개, 대학

전기 언어발달장애가 가장 많았다.

교 1개, 대학원 3개)가 교내와 교외 모두에서 실시한다고 하였으며,

언어재활현장실무에서 다루는 내용으로는 언어재활사의 역할
과 직무, 현장실무에서 다양한 현장(사설언어치료실, 병원언어치료

세 학제 간에 심화/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장소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고, 세 학제 모두 교외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실, 장애인 복지관, 교육청, 다문화지원센터 등)에서 수행되는 바우
처와 같은 행정업무와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 지식을 교육하고, 졸

임상실습비 운용

업생이 근무하는 임상현장이나 현장의 임상가가 장애 영역별로 초

교내 임상실습비를 운용하는 프로그램은 전체 57개 프로그램

청되어 실제 임상과 치료에 대한 특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가장

중 51개(89.5%; 전문대 5개, 대학교 19개, 대학원 27개)였고, 그렇지

많았으며, 임상현장에 대한 간접 경험을 쌓도록 진행하는 경우가

않은 프로그램은 6개(10.5%; 전문대 5개, 대학교 0개, 대학원 1개)

가장 많았다.

로 학제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세 학제 모두 교내 임상실습
비를 운용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다.

임상실습시간의 적정성

교내 임상실습비를 부담하는 주체에 대해 51개 프로그램이 응답

전체 57개 프로그램 중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법적으

하였고, 그 중에서 25개 프로그램(49.0%; 전문대 3개, 대학교 10개,

로 규정하고 있는 임상실습시간의 적정성에 대해 응답한 56개 프

대학원 12개)이 학교라고 하였으며, 22개 프로그램(43.1%; 전문대 1

로그램 중 ‘적절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44개(78.6%; 전문대 8개,

개, 대학교 8개, 대학원 13개)이 실습기관이라고 하였고, 학생개인

대학교 12개, 대학원 24개), ‘부족하다’는 9개(16.1%; 전문대 1개, 대

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개 프로그램(7.8%; 전문대 1개, 대학교 1개,

학교 5개, 대학원 3개), ‘많다’는 3개(5.4%; 전문대 1개, 대학교 2개,

대학원 2개)이었다. 이는 학제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이 학교나 실

대학원 0개)로 학제에 따라 응답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세 학

습기관에서 교내 임상실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 모두 임상실습시간이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교외 임상실습비를 운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문항에서는 44개
프로그램이 응답하였고, 그 중에서 교외 임상실습비를 운용한다

심화/현장실습

고 응답한 경우는 24개(54.5%; 전문대 1개, 대학교 8개, 대학원 15

심화/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전체 57개 프로그램 중

개), 교외 임상실습비를 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20개

에서 45개(78.9%; 전문대 6개, 대학교 15개, 대학원 24개)였고, 실시

(45.5%; 전문대 0개, 대학교 8개, 대학원 12개)로 학제 간에 유의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12개(21.4%; 전문대 4개, 대학교 4개, 대학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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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임상실습비를 운용한다고 응답한 프로그램(24개) 중에서

AAC 실습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프로그램(22개) 중에서 AAC

교외 임상실습비를 부담하는 주체에 대해 학교가 부담한다는 16개

실습 종류를 질문한 결과, low technology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11

(66.7%; 전문대 1개, 대학교 7개, 대학원 8개), 학생이 부담한다는 8

개(50.0%; 대학교 3개, 대학원 8개)였고, low technology와 high

개(33.3%; 전문대 0개, 대학교 1개, 대학원 7개)로 학제 간에 유의한

technology 모두를 사용하는 경우는 11개(50.0%; 대학교 7개, 대학

차이 없이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 4개)로 학제에 따라 AAC 실습 종류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AAC 실습 기자재의 종류에 관한 문항에 대

임상실습 면제

해 전체 56개 프로그램 중에서 응답하지 않은 20개 프로그램(전문

전체 28개 대학원만을 대상으로 질문한 임상실습 면제가 있는지

대 9개, 대학교 5개, 대학원 6개)을 제외한 36개 프로그램(100%; 전

를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2개를 제외한 26개의 대학원

문대 2개, 대학교 12개, 대학원 22개) 모두 low technology (그림카

중에서 임상실습이 면제되는 경우는 17개(65.4%), 면제가 되지 않

드 등)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high technology 기자재를

는 경우는 9개(34.6%)였다. 임상실습이 면제가 된다고 응답한 대학

보유하는 프로그램은 총 15개(41.7%; 전문대 0개, 대학교 7개, 대학

원 중에서 4개 대학원은 전체 임상실습의 100%를 완전히 면제하

원 8개)였다. High technology 기자재 종류로는 다양한 어플, 마이

는 것이 아니라 언어치료/재활 관련 대학교 전공자이거나 언어재활

토키 보드, tablet PC, OK 톡톡 등이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프로그

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전체 임상실습의 50%를 감면해준다고 응

램과 연계된 복지관이나 재활공학센터에서 AAC 기자재를 대여하

답하였다. 임상실습이 면제가 되는 사유로는 대부분이 언어치료/

여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재활 관련 대학교 전공자 또는 언어재활사 자격증 소지자일 경우
임상실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였

임상실습 환경

고, 2개 프로그램에서는 실습과목은 수강하되 실제 임상실습은 실

실습실

시하지 않고 사례발표 형식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교내 실습실 유무에 관한 문항에 응답한 전체 57개 프로그램 중

임상실습을 면제하는 대학원 중에서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에서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6개(98.2%)였고, 전문대 1개(1.8%)만

및 언어재활실습의 세 과목을 모두 면제하는 대학원이 14개(82.4%),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교내 실습실 대신 교외에서 모든 실습

임상실습만 면제하는 대학원이 3개(17.6%)였다.

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교내 실습실 전담 임상교수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전체 57개 프

AAC 임상실습

로그램 중에서 있는 경우는 51개(89.5%; 전문대 9개, 대학교 18개,

AAC 임상실습과 관련된 문항들에 대해 응답한 프로그램은 전

대학원 24개)였고, 없는 경우는 6개(10.5%; 전문대 1개, 대학교 1개,

체 57개 중에서 38개였다. AAC 실습 필요 여부를 질문하는 문항에

대학원 4개)였으며, 학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이 세 학제 모두 대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9개(76.3%; 전문대 1개, 대학교 11

부분 교내 실습실 전담 임상교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개, 대학원 17개)였고,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9개(23.7%;

실습실의 담당조교의 유무는 전체 57개 프로그램 중에서 47개

전문대 1개, 대학교 2개, 대학원 6개)로 학제에 따른 차이는 없이
AAC 실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AAC 실습 여건에 대해서는 38개 프로그램 중에서 충족하다고

Table 17. Types of assistants in clinical practice

응답한 경우가 4개(10.5%; 전문대 0개, 대학교 2개, 대학원 2개), 부

Assistants in clinical practice

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2개(84.2%; 전문대 1개, 대학교 10개, 대

12개)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16개(42.1%; 전문대 2개,

No
Yes
Professor for clinical practicum
Off-campus SLPs
Doctoral students
Graduates with master’s degree
Master’s students
Undergraduate students
Sum

대학교가 3개, 대학원이 11개)로 학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SLP = speech-language pathologist.

학원 21개), 그리고 준비 중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개(5.3%; 전문
대 1개, 대학교 1개, 대학원 0개)였고, 학제 간에 유의한 차이 없이
세 학제 모두 AAC 실습 여건이 부족하다고 한 경우가 많았다.
AAC 실습을 실시하는지에 대해서는 38개 프로그램 중에서 그

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22개(57.9%; 전문대 0개, 대학교 10개,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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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 Bachelor’s Master’s
degree
degree
degree

Total

0

0

1

1

2
2
0
0
2
0
6

5
0
7
4
0
1
17

1
0
14
0
7
1
24

8
2
21
2
11
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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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응답하였고, 이 중에서 없는 경우가 대학원 1개(2.1%)

개 이상인 경우도 전문대가 2개, 대학교가 3개, 대학원이 5개였다.

였으며, 있는 경우는 46개(97.8%)였다.

임상실습실의 형태는 전체 57개 프로그램(전문대 10개, 대학교

실습실의 담당조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담당조교의 유형은

19개, 대학원 28개)이 모두 응답하였고, 이 중 개별 실습실만 있는

Table 17과 같이 임상실습 담당교수인 경우는 8개(17.0%), 외부기관

경우가 6개(10.5%; 전문대 1개, 대학교 2개, 대학원 3개)였으며, 개별

소속 언어재활사인 경우는 2개(4.3%), 박사과정인 경우는 21개

과 그룹 실습실 모두가 있는 경우가 51개(89.5%; 전문대 9개, 대학교

(44.7%), 석사졸업생인 경우가 2개(4.3%), 석사과정생인 경우는 11

17개, 대학원 25개)였고, 학제 간 유의한 차이 없이 모든 학제가 개

개(23.4%), 4년제 대학교생/근로장학생인 경우는 2개(4.3%)였다. 이

별과 그룹 실습실이 더 많았다.

를 요약해보면, 전문대는 임상실습 담당교수, 외부기관 소속 언어

임상실습실에 일방향 거울(one-way mirror)이 있는지에 대해 전

재활사 및 석사졸업생이 각 2개였고, 대학교(7개)와 대학원(14개)

체 57개 프로그램이 모두 응답하였고, 이 중에서 ‘있다’고 응답한 경

은 박사과정생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교는 임상실습

우는 48개(84.2%; 전문대 9개, 대학교 17개, 대학원 22개), ‘없다’고

담당교수(5개)와 석사과정생(4개)이 많았으며, 대학원은 석사과정

응답한 경우는 9개(15.8%; 전문대 1개, 대학교 2개, 대학원 6개)였으

생(7개)이 많았다.

며, 세 학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이 대부분이 임상실습실에 일

실습실이 학교기업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57개 프

방향 거울이 있었다. 일방향 거울이 없다고 응답한 대학원 중 1개

로그램 중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31개(54.4%; 전문대 6개, 대학

프로그램은 일방향 거울 대신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였다.

교 12개, 대학원 13개)였고, ‘그렇지 않다’는 26개(45.6%; 전문대 4

임상실습실에 관찰실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57개 프로그램이 모

개, 대학교 7개, 대학원 15개)였고, 학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이

두 응답하였고, 이 중에서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0개(87.7%; 전문

학교기업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비율이 유사하였다.

대 10개, 대학교 16개, 대학원 24개),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7개

실습실의 면적(m /평)에 응답한 프로그램은 42개로, Table 18과

(12.5%; 전문대 0개, 대학교 3개, 대학원 4개)였고, 세 학제 간에 유

2

같이 평균 ± 표준편차가 전문대(6개)의 경우 216.17 ± 87.19 m , 대

의한 차이가 없이 모든 학제에서 관찰실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2

학교(11개)는 169.82 ± 80.27 m , 대학원(25개)은 167.08 ± 103.01 m
2

2

임상실습실의 관찰실 내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 전

로 세 학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체 57개 프로그램이 응답하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5개(96.5%;

임상실습실의 개수에 대해 응답한 프로그램은 53개로, 평균 ±

전문대 9개, 대학교 19개, 대학원 27개),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개

표준편차가 전문대(9개)의 경우 6.67 ± 2.92개, 대학교(16개)는 6.94
± 2.93개, 대학원(28개)은 6.29 ± 3.30개로 세 학제 간에 유의한 차

Table 20. Number of additional clinical rooms

이는 없었다. Table 1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임상실습실은 전문대
가 대체로 5-8개, 대학교와 대학원은 6-8개였고, 임상실습실이 10

Voice lab
Hearing lab
Consulting room
Extra therapy room
Clinical meeting
Testing room
Sum

Table 18. Area of clinical practice (m2/py) by academic programs
Area (m2)

Area (py)

Associate degree (N= 6)
216.17± 87.19 (74-318)
Bachelor’s degree (N= 11) 169.82± 80.27 (34-298)
Master’s degree (N= 25) 167.08± 103.01 (30-375)
Total (N= 42)
173.81± 94.89

65.33± 26.40 (22-96)
51.27± 24.22 (10-90
47.20± 29.75 (9-113)
50.86± 28.02

Associate
degree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Total

5
1
2
3
0
0
11

8
8
3
3
1
1
25

8
10
3
3
3
2
29

21 (32.3)
20 (30.8)
8 (12.3)
9 (13.8)
4 (6.2)
3 (4.6)
65 (1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19. Number of clinical practice rooms by academic programs
Number of clinical practice rooms
Associate degree (N= 6)
Bachelor’s degree (N= 15)
Master’s degree (N= 26)
Total (N= 52)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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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 10

1
0
1
2

0
1
3
4

0
1
3
4

0
1
3
4

2
1
2
5

2
4
4
10

0
2
0
2

1
3
6
10

1
0
1
2

2
3
5
10

Range
1-10
2-13
1-13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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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Test tools and equipment for evaluating communication disorders
Associate degree
Language
Fluency
Neurology
Articulation/phonology
Voice
Swallowing
AAC
Hearing
Other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Total

Yes

No

Yes

No

Yes

No

Yes

No

8
8
8
8
7
1
3
7
7

0
0
0
0
1
7
5
1
1

17
17
16
17
15
3
10
13
13

0
0
1
0
2
14
7
4
4

28
28
28
28
20
4
14
18
24

0
0
0
0
8
24
14
10
4

53
53
52
53
42
8
27
38
44

0
0
1
0
11
45
26
15
9

AAC =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3.6%; 전문대 1개, 대학교 0개, 대학원 1개)였고, 학제 간에 유의한

답한 경우가 45개(84.9%)였다. AAC는 ‘있다’고 한 경우가 27개

차이가 없이. 대부분이 관찰실 내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50.9%), ‘없다’고 한 경우가 26개(49.1%)였고, 청각장애는 ‘있다’고

임상실습실에 준비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체 57개 프로그램

응답한 프로그램이 38개(71.7%), ‘없다’고 응답한 프로그램이 15개

이 모두 응답하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5개(96.5%; 전문대 10

(28.3%)였으며, 그 외 검사도구나 기자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개, 대학교 19개, 대학원 26개),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대학원만 2

44개(83.0%),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9개(17.0%)였다.

개(3.6%)였고, 학제 간 유의한 차이가 없이 대부분 준비실이 있었다.
언어치료실 외에 다른 치료실이나 검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54개

기타

프로그램(전문대 9개, 대학교 17개, 대학원 28개) 중에서 ‘있다’고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그 외 주관식으로 질문한 임상실습 운영

응답한 프로그램은 모두 41개(75.9%; 전문대 8개, 대학교 14개, 대

시에 어려운 점에 대해 응답한 프로그램은 21개(전문대 1개, 대학

학원 19개)였고,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모두 13개(24.1%; 전문대 1

교 6개, 대학원 14개)였다. ‘임상실습 대상자 부족 및 제한적 대상자

개, 대학교 3개, 대학원 9개)였으며, 학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

(아동으로 국한)’라는 응답이 7개(대학교 3개, 대학원 4개)로 가장

이 대부분이 다른 치료실이나 검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이 중에서

많았고, 임상실습은 한 명의 감독자가 소규모로 감독을 해야 하므

다른 치료실이나 검사실이 있는 경우 음성검사실은 21개, 청각실은

로 ‘분반이나 시수로 인한 학교 예산 부족’이 6개(전문대 1개, 대학

20개, 상담실은 8개, 다른 분야 치료실은 9개, 임상미팅실은 4개, 그

교 1개, 대학원 4개)였다. 그 다음으로 ‘다양한 의사소통장애 영역

리고 검사실은 3개 프로그램에서 있었으며, 전문대에는 음성검사

의 실습이 어려움’, ‘실습 공간 부족’ 및 ‘실습생들의 태도 문제’가 각

실(5개)과 다른 치료 분야의 치료실(4개)이 많았고, 대학교와 대학

3개 (대학교 1개, 대학원 2개) 프로그램에서 응답하였고, 특수대학

원은 청각검사실(10개)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음성검사실(8

원의 경우 ‘임상실습시간 마련의 어려움’이 2개 프로그램에서 응답

개)이 많았다(Table 20).

하였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 ‘외부 임상실습을 실시할 경우 이에 대
한 실습비와 실습지도 매뉴얼 등과 같은 외부실습 운영 사항에 대

검사도구 및 기자재

한 전국적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의사소통장애 영역별 검사도구 및 기자재 유/무에 관한 문항들

임상실습 운영 개선을 위한 제언에 대해 4개(전문대 1개, 대학교

에 대해 4개 프로그램(전문대 2개, 대학교 2개)을 제외한 53개 프로

1개, 대학원 2개) 프로그램이 응답을 하였는데, ‘체계적인 실습 감

그램이 응답하였다. 의사소통장애 검사도구 및 기자재를 영역별로

독자 교육’과 ‘감독자의 증원을 위한 학교의 재정적 지원’이 주된 답

구분해 보면(Table 21), 언어장애, 유창성장애, 조음음운장애는 모

변이었다.

든 53개(100%)가 ‘있다’고 하였고, 신경언어장애는 대학교 1개를 제
외한 52개 프로그램(98.1%)이 ‘있다’고 하였다. 음성장애는 ‘있다’고

논의 및 결론

응답한 경우가 42개(79.3%)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1개(20.7%)
였으며, 삼킴장애는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개(15.1%), ‘없다’고 응
https://doi.org/10.12963/csd.18510

본 연구는 국내 언어치료 교육기관인 3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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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학원의 학과장이나 임상실습 관련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택의 다른 형태로 개설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고 여겨진다.

임상실습과 관련된 교육과정, 임상실습 운영 현황 및 임상실습 환

임상실습 교과목의 수업 방식은 4개 모든 교과목에서 이론으로

경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 임상교육현장의 현황을

만 실시하는 경우는 한 학교도 없었고, 대부분 실습 위주로 진행하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010년에도 국내 언어치료학과 총 41개

고 있었다. 그러나 언어재활실습의 경우 전문대와 대학원은 실습을

의 교육기관(전문대 8, 대학교 14, 대학원 19) 중에서 응답한 총 23

위주로 하는 반면, 대학교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경우가 더 많

개의 교육기관(전문대 7, 대학교 7, 대학원 9)을 대상으로 학과인증

았는데, 재학생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학교의 경우 임상실습

제를 위해 교육환경 및 여건을 분석한 연구가 시행되었으나(Kwon

대상자가 부족한 실습 여건으로 인해 실습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

et al., 2010), 임상 교과와 교과 운영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

지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임상실습 운영 시 어려

았다. 또한, 2012년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전환 이후 급속도로 언

운 점에 대한 주관식 질문에서 ‘부족한 임상실습 대상자와 제한된

어치료학과가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총 87개의 프로그램(사

장애 영역’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추후에 이에 대한

이버대와 산업대를 포함하면 총 90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어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국내 언어치료학과 프로그램의 임상실습 교과와 실습에 대한 질적
제고를 고려해 볼 시점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국내 57개의 언어치료 프로그램의 응답 결과,
실습 교과목 개설에 있어서는 교육기관마다 언어재활사 국가 자격

임상실습 교과목 수강 전 선수 교과목의 이수는 모든 학제에서
언어재활관찰과 언어재활현장실무는 없다고 한 경우가 많은 반면,
언어진단실습과 언어재활실습은 대부분의 학제에서 선행과목을
이수하여야만 수업을 이수할 수 있었다.

증을 취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임상실습 교과목의 담당교수 1인당 수강인원을 살펴본 결과, 언

언어재활실습 및 언어재활현장실무 과목이 개설되어 있었으나 학

어재활관찰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목에서 수강인원이 전문대와

점, 시수 및 과목별 교육 형태의 실습교과목 운영 방식이 교육기관

대학교는 10-19명, 대학원은 10명 미만인 경우가 많았고, 이는 각 학

마다 차이가 있었다. 언어재활관찰은 1-6학점 혹은 1-6시수였고, 언

제의 재학생 수와 비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어진단실습은 2-8학점과 2-14시수, 언어재활실습은 2-8학점과 2-11

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담당교수 1인당 수강인원 외에 학생들이 직

시수, 언어재활현장실무는 1-3학점과 1-6시수로 학교마다 매우 다

접 관찰하는 사례수나 기관수 그리고 직접 실습을 담당하는 실습

양하였고, 일반적으로 전문대와 대학교는 3학점에 4-6시수로 운영

대상자 수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살펴본다면 임상실습에서 실

되는 곳이 많아 학점에 비해 시수가 많은 반면, 대학원은 2학점에 2

제 실시하는 실습 현황을 보다 면밀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수로 학점과 시수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와 학제 간의

실습 담당 교수진을 살펴보면, 임상관찰과 언어재활현장실무는

이러한 차이는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으로 임상실습 관련 교과목의

전체 프로그램의 약 70%, 언어진단실습은 약 53%를 전임교원이 담

학점이나 시수가 아닌 총 관찰시간과 임상실습시간이 규정되어 있

당하는 반면, 언어재활실습은 비전임교원(임상교원)이 담당하는 경

고, 대학원의 경우 학부와 달리 4-5학기 내에 응시 자격과 관련된

우가 가장 많았으며, 약 38%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언어진단실습과

과목들을 모두 이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학점과 시수로 운영되

언어재활실습의 전임교원의 담당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학

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교마다 실습실에 임상교원들을 배치하여 임상실습만을 전담하도

실습과목의 교과목 형태를 살펴보면, 언어재활관찰과 언어재활

록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상실습 담당 교수진은 1개 대학교의 언

현장실무는 모든 학제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개설된 학교 수

어진단실습을 담당하는 교수진을 제외하고 모두 언어재활사 자격

가 유사하였으나 언어진단실습과 언어재활실습은 전문대와 학부

증을 소지하였고, 모든 학제에서 1급 자격증 소지자가 2급 자격증

는 전공선택이 좀 더 많은 반면, 대학원은 전공필수가 더 많았다. 이

소지자에 비해 더 많았으며, 이들의 임상경력은 모든 학제에서 언어

러한 요인으로 학부 교과과정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강 선택권을

재활관찰은 5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언어진단실습과 언어재활실

부여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전공필수 교과목을 감소시키는

습은 모두 5-10년, 언어재활현장실무는 10년 이상이 가장 많았다.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언어치료 외에 다른 전공(예: 청

실습 교과목의 평가는 언어진단실습을 제외한 모든 임상실습 교

각학, 상담학)을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언어치료의 전공

과목에서 세 학제 모두 전임교원이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언어

필수 교과목이 더 감소하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재활실습은 세 학제 모두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임상교원)이 평가

언어재활사 국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임상관련 4개 교과목

를 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임상에서 치료 실습을 직접 할 경우

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

임상을 전담하는 교원이 평가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822

http://www.e-csd.org

https://doi.org/10.12963/csd.18510

언어치료전공 임상교과 및 임상실습의 국내 현황 조사 • 김재옥 외

보다 전문적인 언어재활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임상실습 교육이

상위의 학제나 보수교육을 통한 특정 장애 영역의 전문가 양성을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다. 이와 함께 임상실습 교육을 운

위한 전문적 실습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비록 일부 대학원에서는 2

영하는 방식 또한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과 프로그램

급 자격증 소지자 학생들에게는 임상실습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들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운영 방식을 살펴본 결과, 모든 학제의 대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실습이 추가적으로 실시되고 강화되어야만

부분이 사전교육, 보고서 피드백, 강의평가, 임상실습 서식지와 지

양질의 학생들이 배출될 것으로 생각된다.

침서, 사례발표회 등을 실시하고 있어 임상실습을 위해 기본적으

현행 규정하고 있는 임상실습시간이 졸업 후 바로 언어치료서비

로 갖추어야 할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임상실습의 감독 형태

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충분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지만

에 있어서는 감독자가 실습장면을 직접 관찰하는 직접감독에 비해

임상실습시간만을 증가시킨다고 제대로 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여

감독자가 실습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추후 시청하거나 직접 실습

건이 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을 것이다. 최근 융합교육의 중요성

장면을 관찰하지 않고 보고서로만 피드백을 실시하는 간접감독의

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 프로그램에서 두 개의 자격증이나 복

형태 및 직접과 간접감독이 혼합된 형태가 더 많았다. 간접감독은

수 전공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임상실

실습에 대한 실시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어렵고 화면이나 보고

습 학점이나 시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실습시간이 최소한

서에 제시된 제한된 정보에 대해서만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행

한 감독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제한된 수의 임상감독

법정 규정 임상실습시간이 적절한지를 조사한 결과, 약 80%의 프

자와 실습 환경으로 인해 모든 실습생의 실습장면을 직접 관찰하

로그램에서 자격증을 위한 임상실습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

여 1:1로 감독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실습감독을 통해서

으나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응답하기도

실습생이 훈련되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인 감독의 형태로 운영하도

하였다.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추가적으로 심화실습이나 현장

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임상실습 피드백 및 감독에 소요되는 시간

실습 교과목을 통해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교과목에

은 학제 간의 차이 없이 주당 4-6시간이 가장 많았다.

배정되는 학점이나 시수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으로 인해 임상실습

양질의 임상실습을 위한 시간과 공간 확보는 전문가 양성에 필
수적이다. 실습 시간이 충분히 길고, 다양한 장애 영역을 실습하며,

지도와 감독자 섭외가 어려워 임상실습시간을 확대하는 것은 환경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였다.

교내에서 학과의 관리하에 임상실습이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심화/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곳은 설문에 응답한 프로그램의 약

연구결과, 실습장소는 임상실습시간의 절반 이상이 교내에서 이루

80%였고, 모든 학제에서 대부분 교외에서 심화/현장실습이 이루어

어져야 한다는 법적 규정과 관련하여 모든 교과목이 교외에서만

지며, 이 중 절반 정도가 5대 장애 영역(언어, 조음, 유창성, 음성, 신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지만 언어재활관찰의 경우에는

경언어)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기본적인 임상실습은 교내에

교과목의 특성상 교내에서 관찰할 수 없는 다양한 장애 영역을 관

서 언어발달장애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외 장애 영역은 심화/

찰하기 위해 병원이나 전문치료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외 관

현장실습을 통해 교외에서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찰실습이 많은 부분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만 각 프로그램마다 다

임상실습비 운용은 약 90%가 교내 임상실습비를 운용하고 있었

른 실습환경으로 인해 언어재활실습은 교외에서도 일부 많은 부분

으며, 교내 실습비는 주로 학교로부터의 지원이나 치료를 받는 대

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들이 실습기관에 지불하는 실습비를 통해 지급되고 있었다.

각 학교에서 실시되는 실습 영역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한 가지 영역에서 실습이

그러나 일부 교외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모든 학제에서 학생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언어발달장애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다.

대학교나 대학원의 임상실습의 경우 임상실습 교과목을 개설하

국내의 경우 언어발달장애 영역의 수요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졸업

지 않거나 임상실습시간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후 임상현장에서 언어발달장애 영역 이외에 말소리장애, 음성장

전체 프로그램의 65%에 달했는데, 이는 전문대나 대학교를 통해

애, 유창성장애, 신경언어/말장애, 청각장애 등 다양한 영역의 장애

이미 자격증을 취득하고 상위 학위 과정에 진학한 전공자들에게

군들을 접하게 될 뿐 아니라 병원이나 전문 치료기관에서는 특정

임상실습 교과목이나 실습시간을 면제해 주거나 학부와 대학원 과

영역에 대한 치료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에 언어재활사 양성 프로

정을 함께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학부 과정을 통해 비교적 유연하

그램에서는 보다 다양한 장애 영역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게 임상실습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상실습을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실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보다

면제하지 않는 경우는 약 15.4%로 전체 임상실습시간의 50%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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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게 한다거나 임상실습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되 실습시간은 이

적은 30-375 m2 (평)으로 매우 다양하였으나 평균적으로 170-220

수하지 않고 사례 발표형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m2 (평)으로 학제 간에 차이는 없었다. 실습실 개수는 평균 6-7개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필요성과 국가적 지원의 확대

학제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임상실습실의 형태는 거의 대부

로 인해 AAC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기본

분의 프로그램이 개별실습실과 그룹치료실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적인 임상실습 외에 AAC 실습과 관련하여 질문하였다. 응답한 대

(90%). 또한, 응답 학교 대부분이 임상관찰실(88%), 임상실습 준비

부분(76%)의 프로그램에서 AAC 임상실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실(97%)이 갖춰져 있었고, 시설로는 실습실 내 관찰실에 일방향 거

였지만 AAC 실습 여건은 대부분(84%)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AAC

울(84%), 관찰실 내 음향시설(97%)이 대부분 갖춰져 있었으며, 언

실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치료실 외에 다른 치료실이나 검사실이 있는 경우도 약 76%에 달

또한, AAC 실습을 시행하는 곳은 약 58%로 절반이 조금 넘었으나

하였고, 음성검사실과 청각검사실이 대부분으로 대부분의 프로그

대부분 비전자적 도구(low-technique)만 사용하고 있었고, 하이테

램이 교내 임상실습을 잘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크도구(high-technique)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특

임상실습실의 검사도구와 기자재는 언어장애, 유창성장애, 조음

히, 사용하고 있는 하이테크도구 기자재로는 다양한 어플이나 마

음운장애 검사도구나 기자재는 모든 학교 프로그램이 구비하고 있

이토키 보드, tablet PC, OK 톡톡 등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 AAC

었으나 음성장애, 삼킴장애, AAC, 청각장애, 삼킴장애 기자재는

가 다학문적 영역이지만 많은 언어재활사가 AAC 사용자들에 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한 평가와 중재에 관여하기 때문에 AAC 영역에 관한 훈련은 언어

기타 의견으로 실습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으로 대

재활사에게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Beukelman & Miren-

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임상실습 대상자의 부족과 아동에 국한되는

da, 2005).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언어재활사 프로그램의 약

제한적 대상자로 인한 제한된 장애 영역만의 실습 등을 가장 큰 어

62%가 최소 한 개의 AAC 과정을 가르치고 훈련하였다(Koul &

려움으로 호소하였고, 분반이나 시수로 인한 학교 예산 부족으로

Lloyd, 1994). AAC는 구어적 산출이 어려운 중증의 의사소통장애

임상감독자의 섭외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한 감독자가 많은 학생을

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

감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고 AAC 기자재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요구되기 때

전문적인 언어재활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임상실습과 임

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상현장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양질의 임상실습을

발전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언

통해 전문적인 언어재활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교과과

어치료 분야도 좀 더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아가고 SLP의 업무도 진

정의 운영 체계의 지침이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화해야 한다. 디지털 및 말기록이나 분석 기술은 이미 사용되고 있

국내 전반의 언어치료학과 임상실습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에 대한

으며,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보조공학 기술이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내에서는 임상실습에 대한 모든

나 다양한 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보장구 사용에 대

관리감독을 학교 자체 내에서 관장하여 운영하므로 실제 임상실습

한 가능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동원하여 최상의 전문적 서비스를

교과과정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명확하지 않은

제공해야 한다고 SLP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교육현장에

실정이다. 특히 국가 자격증과 관련되어 신설된 언어재활현장실무

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더 다양한 대상자들에

교과목의 경우에는 시행된 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 기초적인 가

게 양질의 실질적인 치료접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성기관인 학

이드라인마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마다 매우 상이하게 운영되고

교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이와 관련된 실습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산출된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며, 이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학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마지막으로 임상실습 환경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문대 1

실습이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조사의 한계가

개를 제외하고 모두 교내 실습실이 갖추어져 있었고, 응답 프로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추후에는 언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램의 90%가 교내에 실습실 전담 임상교수가 있었다. 실습실 담당

모든 학제들의 임상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 전반을 좀 더 면밀히

조교는 대학원 1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모두 있었으며, 학부와 대

살펴보고 임상실습 교과과정 운영 체계의 지침을 보다 일원화함과

학원은 박사과정생이 가장 많은 반면, 전문대는 석사졸업생 혹은

동시에 언어치료 프로그램 인증제와 같은 적극적인 관리체제를 도

외부기관 소속 언어재활사가 가장 많았다. 실습실이 학교 기업으로

입함으로써 국내 언어치료 프로그램들에서 운영하는 임상실습의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전체 중 절반 이상(55%)이었으며, 실습실 면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824

http://www.e-csd.org

https://doi.org/10.12963/csd.18510

언어치료전공 임상교과 및 임상실습의 국내 현황 조사 • 김재옥 외

미국의 경우 ASHA에서 SLP의 전문성과 경험, 의뢰인의 가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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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The components of questionnaire
영역
임상실습 교과과정

임상실습 운영

임상실습 환경

하위 영역

문항 수

문항 내용

교과과정 및 교과목 정보

5

학점
시수
전공/교양 및 필수/선택
이론/실습
선수과목 여부

수강인원 및 교수진 정보

5

담당교수 1인당 수강인원
담당교수 전임/비전임
담당교수 자격증 유무 및 종류
담당교수 임상경력
담당교과의 평가 주체

교내 기본 임상실습

10

교내 임상실습지침서 여부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 여부
임상실습 서식지/기록지 여부
임상감독 지침서 여부
임상실습 감독 형태
직접/간접 감독 비율
임상실습 피드백/감독 주당 소요시간
보고서 관련 피드백 여부
프로그램 차원의 사례발표회 여부
강의평가/만족도 조사 여부

실습 장소, 영역 및 시간

4

실습 장소(교내/교외)
주요 실습영역
언어재활현장실무 내용
임상실습 시간의 적정성

심화/현장실습

3

심화/현장 실습 여부
심화/현장 실습 의사소통장애영역
심화/현장 실습기관

임상실습비 운용

4

교내 임상실습비 여부
교내 임상실습비 부담자
교외 임상실습비 여부
교외 임상실습비 부담자

임상실습 면제

3

임상실습 면제 여부
임상실습 면제 과목
임상실습 면제 사유

AAC 임상실습

5

AAC 실습 필요 여부
AAC 실습 여건
AAC 실습 여부
AAC 실습 종류
AAC 기자재

실습실

검사도구 및 기자재

기타

12

교내 실습실 여부
교내 실습실 전담 임상교수 여부
실습실 담당조교 여부
학교 기업 여부
실습실 면적(평)
임상실습실 개수
임상실습실 형태
One-way mirror 여부
임상실습 관찰실 여부
임상실습 관찰실 음향시설 여부
임상실습 준비실 여부
언어치료실 외 다른 치료실/검사실 유/무

9

언어발달장애 검사도구 여부
유창성장애 검사도구 여부
신경언어장애 검사도구 여부
조음음운장애 검사도구 여부
음성장애 검사도구 여부
삼킴장애 검사도구 여부
AAC 여부
청각장애 검사도구 여부
기타 장비/기기 여부

2

임상실습 운영 시 어려운 점
임상실습 운영 개선을 위한 제언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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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언어치료전공 임상교과 및 임상실습의 국내 현황 조사
김재옥1·최성희2·김향희3,4·장선아5·김효정6·황보명7·박현린8·박희준9
1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언어치료교육전공, 2대구가톨릭대학교 바이오메디대학 언어청각치료학과, 3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4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및 재활의학연구소, 5서울대학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6고신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언어치료학과, 7호남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 8광주대학교
보건복지교육대학 언어치료학과, 9춘해보건대학 언어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현재까지 국내 언어치료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수는 총 50개교이고, 교육과정 프로그램은 총 87개까지 양적으로 증
가하고 성장하였으나, 국내 전반에 걸친 임상교육, 훈련 및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 제공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
문적인 임상의 질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국내 언어재활전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및 대학원을 대상으로 임상
교과와 임상실습 운영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방법: 임상교과과정, 임상실습, 임상교육환경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국내 언어치료교육과정 프로그램 87개 중 설문에 회신한 57개(10개 전문대학, 19개 4년제 대학교, 28개 대학원) 과정들의 자료룰 분석
하였다. 결과: 비록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핵심 임상 교과과정은 운영하고 있으나, 임상교과 학점, 시수,
훈련 내용과 실습 영역 및 임상환경은 다르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학원 프로그램들은 언어치료전공자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학
생들에게 임상수업활동이나 임상실습을 면제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가장 많이 실습하는 주된 영역은 학령전기/학령기
언어발달장애 영역이었다. 모든 실습과목 담당 교수진이나 임상감독자들은 언어치료를 전공한 교원으로 언어재활사자격증을 가진 전
문가였으나, 세 개의 학제 간에 다양한 자격증 유형과 교수진의 형태를 보였다. 논의 및 결론: 언어치료학과 프로그램들 간의 일관된 질
적 임상 훈련이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상교육 훈련 내용이나 임상 환경에 관한 좀 더 구체화된 최소 표준 임상규준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언어재활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미래 의사소통장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임상교육과 훈
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임상실습, 임상교과, 언어치료 프로그램
본 논문은 한국언어재활사협회의 ‘인증사업단’ 용역과제로 시행된 연구이며, 2017년 11월 4일 전국언어치료학과협의회 총회에서 일부 내용
이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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