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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logists are in a unique position to work with people who have hearing loss or any ear-related problems such as balance and tin-
nitus. The audiologists evaluate the hearing status, interpret the results, and plan the audiologic care and rehabilitation services. Due to 
a wide range of works as a professional, one of the most important roles of Audiology departments is to educate and train students to 
work as future professional audiologists. Given no establishment of accreditation of Audiology departments in Korea, a survey of academ-
ic and clinical education environments is a key starting point to discuss across departments for the process of the departmental accredita-
tion. In the present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to obtain information about fourteen programs of academic and clinical environments 
offering the graduate or undergraduate degrees in the Audiology and Hearing Sciences. Aspects of core academic and clinical courses, 
environments of clinical education, information on professors and students were surveyed in this study. Results showed that most depart-
ments had the similar core courses. However, the departments varied in terms of clinical courses and facilities, and faculty members. Som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Audiology department were idetnfiied. Most of faculty agreed that the quality of education would be 
improved by developing endorsement for accreditation criteria and a common set of acceptable standards for universities. This would as-
sure consistency across departments, education quality, better clinical and practical environments. The accreditation of audigology depart-
ments will promote the status of audiologists and hearing scientists in Korea, resulting in a high-quality audiological hearing services for 
the hearing-impaired. Future studies should be based on a regular monitoring of the department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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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현대 사회는 인구의 고령화, 산업화에 따른 소음의 노출, 각

종 질병과 사고, 약물의 오남용 등으로 인해 난청 인구가 해마

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청인에 대한 상담 및 평가, 

보장구의 적합, 청능훈련 및 사후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

하는 청능사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청각학(audiology)

은 청각 및 청력손실, 평형기능과 관련된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문으로 기존의 청각 과학(hearing science)이나 이과

학 외에도 언어 재활학, 특수 교육학, 심리 음향학, 전자 공학 등

의 여러 학문 분야와 융복합하여 전문적인 학문으로 발전하였

다. 청능사(audiologist)는 청각학을 기반으로 청각 관리를 담당

하는 전문가로서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의료 선진국에

서는 유망한 전문가 직종으로 손꼽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처음 청각학 연구 과정이 시작된 

이후 1998년에 청각학 석사과정이 최초로 개설되었고, 2001년

에 청각학 학사 과정이 시작되었다. 20년이 지난 현재 총 8개의 

교육 기관[가야대(김해), 남부대(광주), 대구가톨릭대(경산), 부산

가톨릭대(부산), 세한대(영암), 우송대(대전), 한림국제대학원대 

(서울), 한림대(춘천)]에서 청각학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다. 학

생들은 위의 4년제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을 통해 청각학 이론

과 실습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졸업 후 청능사 자격검정원에서 

관리하는 청능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

으며, 청능사 경력이 7년 이상이고 매년 20시간 이상의 보수교

육을 충실하게 받은 경우 자격 심의를 거쳐 전문청능사 자격증

을 수여받을 수 있다.

청능사로서 주로 근무하는 환경으로는 보청기 센터 및 청능

재활 센터, 종합병원 혹은 개인병원(이비인후과), 보청기 및 청

각 관련 기기 제조사, 인공와우 제조사, 대학교 및 산업의학 연

구소, 음향기기 관련 연구소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청능사는 다

양한 환경에서 청각 평가, 청각 보조기기(보청기, 인공와우 등)

의 적합, 청능 훈련 및 상담 등 전반적인 청능 재활을 주로 담

당하며, 그 외에 청각학 분야의 교육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

공하거나 제조, 연구 등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내에서 보다 자격이 있는 청능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전

국 청각학 교육 기관에서 어떠한 교육 환경을 통해 이론 및 실

습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에게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진의 전공 일치 및 자격증 취득 여부, 졸업 후 학생들의 취

업 현황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교육 기관 자체에서 청능사

라는 전문가를 교육할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양

과 질면에서 전문화된 청능사를 양성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언어치료(언어병리 혹은 언어재활) 학과의 경우 

대학원, 학부,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교육시설 

및 장비, 학생, 교수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학과 인증제를 

위한 기초 연구로 사용한 바 있다(Kwon et al., 2010). 

해외에서 청각학 전문가는 약 47%가 대학원 졸업 기준이고 

약 27%가 학부 졸업 기준으로 입문하는 전문가의 위상으로 구

성되는데, 이 부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전문가의 교육수

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oulios & Patuzzi, 2008). 

이 중 아시아권을 먼저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홍콩대학에 1996

년에 청각학 석사 과정과 2000년에 West China Medical School 

내에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였고, 타이완에서는 Wayne State 

University에서 4년제 청각학과를 개설하였다. 인도의 경우 청

각학 교육이 비교적 활발한 편인데, 정부주도의 협회인 All 

India Institute for Speech & Hearing에서 언어와 청각분야의 

교육을 주도하여 다양한 학사, 석사, 박사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를 육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일본은 청각학 교육을 언어·청

각사(speech-language-heaing-therapist) 전문가를 육성하는 

2, 3, 4년제의 학부과정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장애와 청각장애분야에서 전문가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 이집트는 이비인후과의사의 학위과정 내에 청각학 석사와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최소 석사학위를 

갖춘 전문가를 교육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4년제 학부과정

에서 청각학을 교육하고 있다(Lee, 2006). 

유럽은 일반 청능사(general audiologist) 과정을 학부수준에

서 교육하는데 첫 3년간은 이론수업으로 마지막 1년은 실습수

업으로 교육하며, 교과목의 구성은 기초과학 25%, 의학 및 진

단청각학 25%, 기술 및 환경청각학 25%, 심리, 교육, 직업, 의

사소통관련 청각학 25%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일반 청능사는 

의학, 물리, 교육학 등 다른 분야 교과목을 추가적으로 더 이

수할 경우 청각전문가(audiological specialist)로 근무할 수 있

다. 영국은 여러 대학(University of Manchester, University of 

Bristol, Aston University, University College of London 등)에

서 4년제로 청각학을 교육하고 있으며, 특히 NOVA South-
eastern University에서는 post-baccalaureate doctorate in au-
diology (AuD)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Uni-
versity of Montellier에서 석사과정으로 청각학을 교육하고 있

으며, 이탈리아에서는 University of Ferrara에서 의과대학 학

생들이 advanced course in audiology의 실습 과정을 이수한 

후 청각분야의 임상을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은 University of 

Go¨teborg에서는 학부과정으로, University of Lunds에서는 석

사 과정으로 청각학을 교육하고 있다(Moon, 2006). 

미국은 청각학이 탄생한 국가이고 교육과 연구를 주도하는 

종주국으로 그 탄생과정을 살펴보면, 세계 제2차 대전 중 증가

하는 청각장애인의 재활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어 

점차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었으며, 1939년에 “audiology, au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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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ogist, audiological”이란 단어가 처음 생성되었고 1940년부터 

뉴스에서 쓰이기 시작했으며 1945년에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

작하였다. 청능사(audiologist)는 미국 전역에서 인정된 전문직

업으로 “The Praxis Series of the Educational Testing Service 

(ETS)”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각 주의 행정적 절

차를 거쳐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Koo et al., 2006). 청각

학 교육은 학부 4년 이후 대학원에서 4년제로 운영되는 임상실

습이 강화된 AuD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미국 전역 

총 75개 대학에서 AuD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이와 별개로 박

사학위는 총 51개 대학에 개설되어 청각학 관련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공인된 청능사가 되려면 미국청

각위원회(American Board of Audiology)에서 주는 청능사 자

격증(Board Cerertification in Audiology)을 받아야 한다. 자격

증을 받기 위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인증된(accreditied) 

교육기관에서 자격이 있는 청능사의 감독아래 2,000시간의 실

습 과정을 포함한 AuD 교육을 받는 것과 앞서 언급한 ETS에

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통과하는 것이다. 만일 인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자격시험을 본 후 자격증을 받는 

과정에서 학생이 받은 교육에 대한 검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http://www.boardofaudiology.org/board-certified-in-audi-
ology/). 또한 자격증을 유지하려면 3년에 60시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공인된 청능사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ASHA)에

서 일부분, 주로 American Academy of Audiology (AAA)에서 

청능사 및 언어재활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교과 과정, 실습 과정, 

실습 환경, 교수진, 교육 환경 등에 대한 인증제를 관리하는 기

관을 따로 두어 Accreditation Commission for Audiology Ed-
ucation (ACAE)이라 명명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환경과 질을 관

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청각학의 학과 인증제가 도입되지 않았

으며, 이를 위한 기초 자료의 수집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

를 통해 전국에 개설된 청각학과 교육 과정을 설문 조사하고 

각 교육 기관의 청각학 교과 과정, 실습 과정 및 실습실 규모, 

교수진 및 학생 정보를 정리 및 분석하여 학과 인증제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외국의 현황과 비교하여 국제적

인 청각학 교육의 수준을 위해 우리나라의 청각학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 자료는 향후청각학과 학

과 인증제 도입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보다 전문적

이고 우수한 청능사를 배출하고 청능사의 전문 능력을 강화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MATERIALS AND METHODS

설문지 제작

국내 청각학과의 교육 환경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 언

어치료학과의 학과 인증제 기초 연구 자료(Kwon et al., 2010), 

AAA와 ASHA에서 명시하는 교육내용 및 절차, 미국, 호주, 유

럽 등 국외 청각학과 인증 사례 등을 참고(Accreditation Com-
mission for Audiology Education, 2016; Council on Academic 

Accreditation, 2017; Koo et al., 2006; Lee, 2006; Moon, 2006)

하여 네 가지 평가항목, 교과 과정 및 교과목 정보, 실습 과정 

및 실습실 규모, 교수진, 학생을 통하여 교육 과정을 조사하였

다.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중요성과 내용은 청각학 교수협의

회의에서 수차례 회의를 거쳐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교과 과정 및 교과목 정보

청각학 전공 학생들은 학과 교과목을 이수하여 청능사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임상실습

을 거친 후 학위를 취득하여 청능사의 전문성을 준비하게 된

다. 청능사라는 전문적 직업에 부합하려면 청각 분야의 이론뿐 

아니라 난청인을 대상으로 임상에서 평가, 재활, 상담 등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교육과정에 있어 청각학 이론과 실습 교과목

의 개설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

과 과정 및 주요 교과목 이수 후 학생들이 청능사 자격을 받기

에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관별 전공 필수 교과목과 전공 

선택 교과목을 확인하고, 이 중 이론과 실습 과목의 비중을 나

누어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학교의 교과목을 확인하였고, 

이 중 이론과 실기 과목의 비중을 조사하였다. 또한 연간 교과 

과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2014년 1학기부터 2016년 1학

기까지 최근 3년간의 정보를 취합하였다. 추가로 청능사자격검

정원에서 명시한 필수 교과목 중 몇 과목이 각 학교에서 개설

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교수진

열악한 환경에서 학과를 운영할 경우 제대로 된 전문가를 양

성하는 것이 어려우며, 특히 교육기관에서는 교수진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다 질 높은 청각학 교육을 위해 청각학 전공 학생

에게 청능사로서 학습해야 할 전문 지식을 전달할 교수진이 청

각학을 전공하고, 청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하고 있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선진국의 예를 볼 때, 학과 내의 

전임 교원의 수가 최소 2명 이상이며 특히 전공 필수 과목은 청

각학을 전공한 전임 교원이 맡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각 교육 기관에서 청각학 과목을 강의하는 전임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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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비전임 교원의 수를 조사하고, 각 교원이 담당하는 강의과

목 수와 학점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비전임 교원으로는 겸임 교

수, 초빙 교수, 강의전담 교수만을 포함하였고 시간 강사는 비

전임 교원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보다 질 높은 청각학 교육을 

위해 청각학 이론 및 실습 과목을 가르치는 전임 교원이 청각

학을 전공하였는지 전공 일치 유무를 확인하고, 전임, 비전임 

교원 각각이 청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지속적으로 유지하

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는 교수 자질을 평가하는 목적

이 아니라 교수의 전공 일치와 자격증 유지 여부를 조사하여 양

질의 청각학 교육을 실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설문 

전에 검증한 후 조사를 시행하였다. 

실습 과정 및 실습실 규모

청각학 전공 학생들이 졸업 후 청각학 분야에 취업하게 되면 

난청인을 대상으로 임상에서 평가, 재활, 상담 등의 다양한 업

무를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있어 실습 교과목의 개

설을 적절하게 하는지 이를 전임 교원이 담당하여 질 좋은 교

육을 제공하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 개설하는 실

습 교과목의 총 개수를 확인하였고, 이 중 몇 개의 과목을 전

임 교원이 혹은 비전임 교원이 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교육 기관에서 어떠한 실습 과목을 필수 교과목으로 독립적으

로 개설하고 있는지 최근 3년간의 교과목을 조사하였다. 실습 

과목명뿐만 아니라 실습 시간과 학점을 확인하여 적절하게 실

습을 진행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각 실습 과목을 청각

학과 전임 교원 혹은 비전임 교원이 담당하는지 조사하였고, 

각 교육 기관의 실습실 규모를 조사하였다.

학  생

4년제 학부와 대학원은 신입생 모집 정원이 서로 다르고 기

관에 따라서도 서로 학생 수가 다르다. 각 학교별로 최근 3년간 

신입생 모집 정원과 졸업생 중 청각학 전공 학생의 수를 조사하

였다. 또한 학과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학생들이 졸

업후 진로의 방향이나 취업률도 중요하므로 그 내용을 조사하

였다. 졸업 시의 취업률을 확인하기 위해 졸업생 중 청각에 관

련된 분야에 취업한 학생 수를 조사하였고, 어떤 분야에 취업

하는지 분야별 비중을 파악하였다. 청각학과 언어치료학 전공

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청각학 전공을 따로 구분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청능사는 난청인의 건강을 다루는 전문가이므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한 후 자격증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졸업 이후 양질의 청능사의 배출로 

확장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학별 자격증 시험 합격률과 청능

사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 수 및 자격증 유지 학생 수도 함께 조

사하였다.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국내 4년제 대학교와 대학원(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청각학 교육과정을 개설한 교육 기관에 설문을 

요청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총 14개로, 각 교육 기관

의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열거하면 가야대학교(김해), 남부대학

교(광주), 남부대학교 특수대학원, 대구가톨릭대학교(경산), 대

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대구가톨릭대학교 특수대학원, 부

산가톨릭대학교(부산), 세한대학교(영암), 세한대학교 일반대학

원, 우송대학교(대전), 우송대학교 특수대학원,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서울), 한림대학교(춘천),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이었다. 

이 중 세한대학교 일반대학원의 경우 최근 3년동안 언어치료전

공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설문에서는 제외하여 최종 조사기관

은 13개 교육기관이었다. 

설문에 앞서 본 설문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고 각 교육 기

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설문을 요청한 13개 

교육 기관 모두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 작성은 각 

학과의 청각학과 학과장 혹은 대표 교수가 엑셀에 직접 작성하

였다.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한 구체적인 항목은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연간 교과 과정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3년간

(2014년도 1학기와 2학기, 2015년도 1학기와 2학기, 2016년도 

1학기)의 자료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자료 검토 및 분석 

2016년 8~9월에 1차 자료 수집을 완료하였다. 2016년 10~11월

에 학과장(혹은 대표교수)이 보고한 1차 자료의 내용을 각 학과

별 홈페이지의 내용과 교차 점검하였고, 차이가 있는 경우 각 

교육 기관의 학과장 혹은 대표 교수에게 직접 연락하여 설문 

내용을 재차 확인하여 잘못 기재되거나 미기재된 자료에 대해 

수정된 자료로 업데이트하였다. 2016년 11월 19일 전국청각학

교수협외희에서 설문 결과를 공개 발표하였고 각 학교의 대표 

교수와 함께 토의하였다. 2016년 12월 28일 전국청각학교수협

의회 임원회의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였고 고찰에 포함시킬 내

용, 학과의 기본 요건, 학과 인증제의 기준, 가칭 ‘학과인증위원

회’의 설립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후 각 학교 정보 중 잘

못 기재된 정보에 대해 마지막 수정을 거쳤고, 2017년 1월에 최

종 자료를 정리한 후 본 연구의 결과로 사용하였다. 

RESULTS

청각학 전공 학교 및 학과 정보

청각학 전공을 개설 중인 교육 기관을 설립년도에 따라 분류

하면 1997년에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내에 청각학전공

으로 가장 먼저 설립되었고 이 명칭이 2007년에 “한림국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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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학교”로 변경되었다. 2001년에 2개의 교육 기관에 학부 과

정이 개설되었고, 그 이후 2003년과 2005년에 1개교씩 설립되

었으며, 2006년에 3개교, 2010년과 2012년에 1개교씩, 2014년에 

2개교가 설립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개교), 강원도(2개

교), 경상도(5개교), 전라도(4개교), 충청도(2개교)에 설립되어 

있다. 학과명으로는 청각학과, 언어청각치료학과, 언어치료청각

학과,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 언어청각학부 청각학 전공 등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대학별로 학과는 자연과학, 보건, 

보건과학, 보건복지, 의료보건과학 계열 등에 속해 있다.

청각학 전공 교과 과정 및 교과목 정보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4년제 학부의 경우 졸업

을 위해 130~154학점을 최소 이수 학점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석사 학위를 위한 대학원의 경우 보통 24~36학점을 최소 이수 

학점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전공 필수 교과목의 경우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어떠한 교과목들을 전공 필수로 운영

하고 있는지, 이론과 실습 과목의 비중은 어떤지가 더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Appendix 2는 최근 3년간 운영한 교과 과정 자

료를 기준으로 전국 대학별 “전공 필수” 교과목 총 개수와 총 

교과목 중 이론 및 실습 과목의 비중을 보여준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4년제 대학의 경우 청각학 전공 필수 교과목의 수가 

1~13개까지 다양하였다. 6개의 학부 교육기관 중 대부분의 기관

에서 청각 관련 교과목만을 필수 교과목으로 포함하였으나(B, 

E, F, I, K, M 대학), H 대학의 경우 12개의 청각학 전공 필수 

교과목 중 단 2개의 과목만 청각에 관련된 과목이었고 다른 필

수 과목은 언어 및 음성, 의사소통, 기타 교양(심리학, 생물학)

에 관련된 과목이었다. 대학원의 경우 필수 교과목의 수가 

5~16개까지로 기관에 따라 필수 과목의 수가 달랐다. 모든 자

료를 종합하여 볼 때, 학부든 대학원이든 관계없이 전공 필수 

교과목 중 실습 과목의 비중이 40% 이상인 학교는 A 대학원, 

E 대학, J 대학원이었다. 

Appendix 3에는 청각학 전공을 위한 전국 대학별 “전공 선

택” 교과목 총 개수와 이론 과 실습 과목의 정보를 제시하였다. 

4년제 교육 기관의 경우 5~19개의 전공 선택 교과목을 운영중

이었고, 이 중 실습 과목이 3~6개가량 포함되어 있었다. 대학원

의 경우 기관에 따라 2~26개까지 다양한 수의 전공 선택 과목

을 개설하고 있었고 대부분 이론 과목에 치중되어 있었다. 실습 

과목을 필수 교과목으로 운영하지 않았던 B 대학, F 대학, K 

대학, L 대학원의 경우 실습 과목을 전공 선택 교과목으로 포

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각학 전공 학생의 경우 대부분 졸업 후 “청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청능사의 직업을 가지기를 원한다. 현재 “청능사” 자

격증의 관리는 민간자격 등록기관인 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진

행하고 있으며 학부 혹은 대학원 과정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청자원에서 지정한 분야의 교과목에서 지정한 최소 

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청능사 자격증 시험을 응시

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인정하는 검정 과목 분야

는 총 4분야로 기초청각학, 임상청각학, 재활청각학, 청각학 실

습으로 분류하였다. 기초청각학 분야에는 총 6개의 교과목(청

각학개론, 청각해부생리, 심리음향, 언어병리학, 보건의료관련

법규, 연구방법론)을, 임상청각학 분야로는 총 8개의 교과목(일

반청각평가, 특수청각평가, 청각장애, 중추청각처리장애, 전정

기능장애, 아동청각학, 노인청각학, 산업청각학)을 재활청각학 

분야로는 총 6개의 교과목(보청기적합, 인공와우적합, 청각보

조기기, 청각재활, 청능훈련, 청각장애교육)을 인정하고 있다. 

청각학 실습 분야는 8학점 이상으로 총 실습 시간 240시간 이

상(청능평가 60시간 이상, 보청기 및 인공와우 적합 80시간 이

상, 청능재활 6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현재의 분류체

계는 향후 청능사자격검정원의 운영관리 구조에 따라 다소 변

경 가능성도 있다. 

Appendix 4는 현재 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지정한 과목 분야

(교과목)별로 전국 대학에서 개설 중인 교과목 정보를 보여준

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각 학교에서 기초, 임상, 재활청각

학 분야의 교과목 대부분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본 설

문 조사에 참여한 학교의 경우 청능사 자격증 시험 응시를 위

해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청각학 실습 시간 인

정을 위해 최대 6개까지 다양한 실습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다. 

대학별 교수진 정보 

각 대학별 청각학 과목 중 전공 필수 교과목 수와 학점 그리

고 그 과목들을 담당하는 전임 혹은 비전임 교원의 정보를 확

인하였다(Appendix 5, 6, 7). 학교별 전공 필수 교과목 수와 이

를 담당하는 교원의 수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원 

한 명당 약 2~3개의 필수 과목을 담당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었

다. 13개의 기관 중 G 대학원, J 대학원, M 대학은 1명의 교원당 

약 3~4개의 필수 과목을 담당하고 있어 타 교육 기관보다 한 교

원이 담당하는 필수 과목의 수가 많은 편이었다. 

전공 필수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의 정보를 확인한 결과, A 

대학원, B 대학, F 대학, K 대학, L 대학원은 전임 교원이 필수 

교과목을 100% 담당하고 있었다. C 대학원, D 대학원, G 대학

원, H 대학원, M 대학의 경우에서도 전임 교원이 필수 교과목

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중 E 대학의 경우 전임보

다 비전임 교원이 전공 필수 교과목을 더 많이 담당하고 있었

으며, 전공 필수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 2명 또한 청각학을 

전공한 교수가 아니었다. H 대학의 경우에서도 6명의 전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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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청각학 필수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나 단 1명만이 청각

학 전공 교수였다. I 대학과 J 대학원의 경우 전임 교원보다 비

전임 교원이 필수 과목을 더 많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한 명의 

전임 교원 또한 청각학을 전공한 교수가 아니었다. 

Appendix 8과 9는 대학별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의 수와 

각 교원이 담당하는 담당 과목의 학점을 보여준다. 각 교원의 

청능사 자격증 상태도 중요하므로 학교별 전임/비전임 교원의 

자격증 상태에 대한 정보를 함께 기입하였다. Appendix 8에 제

시하였듯이 M 대학의 경우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임 교원 모

두 청능사 자격증을 유지한 후 전문청능사를 취득한 상태였다. 

그러나 학교마다 전임 교원의 수, 교원당 담당 과목의 학점에 차

이가 컸고 전임 교원 중 교원의 전공분야가 관련분야, 즉 언어

치료 전공이었던 교육기관이 3곳, 심리학 전공이 1곳으로 나타

났다. I대학의 언어치료 전공 교원은 청각장애언어재활이 세부

전공이었다. Appendix 9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비전임 교원의 

수는 적게는 1명부터 5명까지 학교마다 달랐다. 비전임 교원이 

연간 담당하는 과목을 살펴보면 대부분 6학점 이하였고, E 대

학, F 대학의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H 대학과 I 대학의 경우 최

대 9학점까지, M 대학의 경우 최대 10학점까지 담당하고 있었다. 

M 대학의 비전임 교원은 청능사 자격증을 유지한 후 전문청능

사를 취득하였으나 비전임 교원은 청각학 전공 과목이 아닌 관

련 분야의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모든 비전임 

교원이 청능사 자격증을 취득 혹은 유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대학별 실습 담당 교원 및 실습실 규모

각 학교에서 개설하는 실습 교과목의 총 개수를 확인하였고, 

이 중 몇 개의 과목을 전임 교원이 혹은 비전임 교원이 담당하

는지 확인하여 Appendix 8에 제시하였다. 표를 통해 알 수 있

듯이 각 학교에서 다양한 개수의 실습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으

며 A 대학원과 G 대학원, H 대학의 경우 전임 교원이 100% 실

습 과목을 담당하고 있었다. E 대학원의 경우 2명의 전임 교원

이 실습 과목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청각학 전공이 아닌 관련 

분야 교수가 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H 대학원의 경우 1명의 

전임 교원이 3개의 실습 과목 모두를 담당하고 있었다. I 대학

과 J 대학원의 경우 비전임 교원만이 실습 과목을 담당하고 있

어 실습 과목을 담당하는 전임 교원의 비중은 학교마다 차이

가 컸다. M 대학의 경우에는 2명의 전임 교원이 60%의 실습 

과목과 1명의 비전임 교원이 40%의 실습 과목을 담당하고 있

었다. 실습 과목이 보충 과목으로 분류되어 단독 실습 교과목

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0’으로 표기되어 마치 실습 과목이 

없는 것같이 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 실습을 실시하고 있었다. 

C 대학원의 경우에는 학부에 이미 개설된 실습 과목들은 대학

원에 중복하여 개설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대학원 과정에서 필

요 시 학부의 실습 과목을 수강할 수 있었다.

Appendix 9는 각 대학별 실습실 규모를 보여준다. K 대학과 

L 대학원이 8개의 실습실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A 대

학원, F 대학, G 대학원에서는 4개, M 대학에서는 3개의 실습

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B 대학, C 대학원, D 대학원, E 대학교

의 경우 실습실 한 개에서 모든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B 대학, C 대학원, D 대학원의 경우 실습실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었다(40~50평 미만).

대학별 학생 정보 

대학별 신입생 모집정원 학생 수와 전체 졸업생 중 청각학 

전공의 학생 수가 대략 몇 명인지 파악하였다. 또한 전체 졸업

생 중 청각에 관련된 직종에 취업하는 학생의 수가 얼마나 되

는지를 파악하여 Appendix 10에 제시하였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학부와 대학원의 신입생 모집 정원에는 차이가 컸으며, 

청각학과 언어치료학을 같이 운영하는 학과의 경우 학교마다 

졸업생 중 청각학 전공의 학생 수와 청각 직종에 취업한 학생 

수에 차이가 컸다. 먼저 청각학 전공만을 운영하는 A 대학원의 

경우 청각학 전공 졸업생 비중과 청각학 분야로의 취업 학생의 

비중이 가장 컸다. 그 외 L 대학원과 G 대학원, M 대학 또한 청

각학 전공 총 학생 수 중 청각관련 직종에 취업하는 학생의 비

중이 큰 편이었다. H 대학과 J 대학의 경우 청각 분야로 취업하

는 학생 수가 전체 졸업생 중 10% 미만으로 적은 편이었다. B

대학의 경우 청각학 전공이 따로 구분됨 없이 학생들이 청각학

과 언어치료학(혹은 언어병리학)을 동시에 전공으로 하고 있었

다. Appendix 11은 위에서 조사한 청각관련 직종에 취헙한 학

생의 취업 분야를 보여준다. 매년 취업률이 다르므로 약 3년간 

자료를 종합하여 확인한 결과, 병원, 보청기 회사, 개인 보청기 

센터에 취업을 많이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청각학 전공 학생

으로서 졸업 후 청능사 자격증 시험을 응시한 경우 학교별로 

합격율이 어떠한지, 청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의 수 중 몇 

%나 자격증을 유지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이 조사 결과는 청

능사자격검정원의 2017년 2월 자료를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Appendix 12에 제시하였듯이, 각 학교마다 청능사 자격증 시험 

합격률에 차이가 있었으며 M 대학을 제외하고는 75% 이상의 

합격률을 보였다. 청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의 수 또한 학교

마다 차이가 컸는데, 이는 학교의 설립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와 졸업생 수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므로 단순히 이 수치가 크

게 중요하지는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청능사 자격증 취득 후 

학생들이 자격증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조사한 결과 60% 이상의 학생이 청능사 자격증을 유지하고 있

는 것은 A 대학원뿐이었다. B 대학의 경우 39%가량의 학생들

은 청능사 자격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모든 대학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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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사 자격즉 취득 학생 중 30% 미만의 학생들만이 자격증을 

유지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자격증의 유지율이 저조한 편이

므로 자격증 취득 후 그 유지의 당위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DISCUSSIONS

본 연구는 청각학을 교육하는 기관의 교수들의 참여로 이루

어졌고 설문 조사는 교과 과정 및 교과목 정보, 실습 과정 및 

실습실 규모, 교수진,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의 네 가지 항목 모두에서 

각 학교마다 교육 환경이 다소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교과 과정 및 교과목 정보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교과목명

을 사용하고 있어 학교 간 최대한 동일한 교과목명을 쓰는 것

이 필요하겠다. 각 학교에서 다양한 이론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어 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시행하는 청능사 자격증 시험을 응

시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나 실습 교과목의 개설 면에서는 학교

마다 차이가 컸다. 어떤 기관에서는 실습 교과목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었고 이를 필수 교과목으로 진행하고 있는 반면, 

어떤 학교에서는 실습 교과목의 수가 충분하지 않고 이를 필수 

과목이 아닌 보충 과목 혹은 선택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실습 교과목명으로 어떠한 실습을 위한 과목인지 명확하

여야 하는데 실습 I, II 등의 이름을 사용하여 정확히 어떤 내용

의 실습을 위한 과목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

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겠다.

학생들은 청능사로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뿐 아니라 적절

한 실습 과정을 이수하여 임상적 기술을 익혀야 한다. 따라서 

이론 과목은 청각학을 전공한 전임 교원이 강의하고, 실습 교

과목은 현실적으로 청능사 자격을 유지하거나 전문청능사를 

획득한 전문인이 살습을 담당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해외의 교육이

나 AuD 학위과정에서도 실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질 높은 실습 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교원에 대한 

항목이 제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임 교원이 실습 

과목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나 비전임 교원이 실습 과

목을 담당할 경우에 담당 비전임 교원은 청각학 전공자로 청능

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있는 전문가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다. 

또한 실습 환경 및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교육 환경

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는 

학교별 실습실의 규모만을 제시하였으나 추후 실질적 학과 인

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학교별 실습 장비 보유율, 기자

재 종류 및 노후화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어야 한다. 

각 장비에 대한 교정(calibration) 정보 또한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그 외에 각 교육 기관에서는 실습에는 사용하지 않으나 

기타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있

을 수 있다. 이는 양질의 청능사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조사하여 교육 기관 간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궁극

적으로 청각학의 학문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기타 학문에서도 학과 인증을 위해 각 학과별 전임과 비전임 

교원의 수, 전임과 비전임 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는데(Head & Johnson, 2011; Hong, 2010; Kang & 

Paek, 2005; Kwon et al., 2010), 청각학과 인증을 위해 이러한 

항목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교별 

교수진에 대한 정보를 취합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청각학

을 전공한 전임 교원이 2명 이상이고 필수 과목을 담당하고 있

었다. 이 중 몇 학교의 경우 청각학을 전공한 전임 교원이 없어 

비전임 교원이 필수 과목을 담당하고 있거나 비전임 교원이 9

학점 이상을 담당하는 학교도 있었다. 우수한 전임 교원 확보를 

통해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향후 각 학교에서 외래 비전임 강사의 의존율을 낮

추고 충분한 전임 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학부와 대학원 

간 청각학 전공 졸업생 및 취업생의 수에 차이가 컸다. 대학원

의 경우 청각학 전공자만을 주로 받는 경우가 많아 청각학 분

야의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학부의 경우 청

각과 언어치료(언어병리) 전공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비교적 청각학 전공 졸업생 수가 적었다. 또한 청능사라는 

전문직을 위해 청능사 자격증의 취득 및 유지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는 필수 절차인데 학생들 중 청능사 자격증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비교적 저조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에 응답한 교육

기관 중 2개의 교육기관을 제외하고는 자격증 취득 학생 중 

30% 이하의 수가 청능사 자격증을 제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실

정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절실해 보인다. 이를 위해 청능

사 자격증 시험 합격 후 보수교육에서 청능사 자격증 유지의 중

요성, 당위성,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

요하겠다. 특히 청능사 자격을 유지하여야 실습을 교육할 수 있

고 소속기관이 실습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교육

과 홍보가 연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더불어 

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수련교육시간과 보수교육비 등에 대한 

비용의 하향 조정이 최근 있었고 민간자격증에 대한 긍정적 변

화도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사항은 제도적 받침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청각학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서 학과인증에 필요한 인증평가요소와 배점 비중이 명시되어

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학과 유사한 학문인 언어치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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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를 위한 연구에서 제안한 인증평가 요소 및 배점을 참조

하여(Kwon et al., 2010) 청각학과 인증 평가에 필요한 분야 및 

항목들에 대한 청각학전공교수협의회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 

결과와 본고의 저자들 의견을 수렴하여 Appendix 13과 같이 청

각학과 인증 평가 요소 및 배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제안에서

는 청각학 전공을 위한 교과 과정, 교육 환경, 학생 평가에 대한 

분야를 각각 20%씩 배점하였고 교수진에 대한 배점 비중을 

40%로 하였다. 다양한 해외 교육여건과 비교하였을 때(ACAE, 

2016) 국내의 교육 과정, 우수한 교원 확보 등의 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배점 비중을 중요시하였다. 

그 외에 각 항목에 대한 기준, 예를 들어 순음청력검사기, 중이

검사기, 청성유발전위평가 장비 등의 실습장비, 최소한의 전임 

교원의 수, 실습실환경의 최소 단위 면적 등은 자격증 인증기관

인 청능사자격검정원과 논의하여 더 자세한 기준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자료는 청각학과 인증제의 도입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 요소들과 학과 인증 평가 점수의 시행

에 구체적 기준은 청능사자격검정원과 청각학전공 교수들과의 

협의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과인증제를 시행할 경우 운

영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인증 점수가 70점 이하로 청각학 학과 인증이 안된 

교육기관에서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자격증시험을 응시한 학

생들이 자격증을 받기 전에 수강한 과목, 교수진, 수강내역 등

을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 검증을 해야 하거나, 학과 인증절차

는 3년 내지 5년 주기로 실시하여야 질적 수준이 유지하는 등

의 내용이 될 것이다. 청각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학과 인증제

의 진행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 인증제 

시행을 위해서 가칭 ‘학과인증위원회’ 등의 조직을 청능사자격

검정원 내에 두어 보다 구체적이고 타당한 절차를 모색하여야 

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청각건강을 담당하는 ‘audiologist’가 

부족하다는 점이 밝혀진 바(Goulios & Patuzzi, 2008) 청각학 

분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 청각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여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

는 선진국형 교육모델을 제시하여 국내외 청각건강분야를 담당

하는 청각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본고

의 연구결과와 제언이 국내 청각학의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바

라는 바이다. 

중심 단어0:0�교육 환경·청각학과 인증·학과 인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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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CES 

Appendix 1. 청각학과의 교육 환경 조사를 위한 설문 항목

“양질의 청능사를 배출하기 위해 학과에서 갖추어야 할 최적의 교육환경을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목적에 국내 청각학 학과 인증

제를 위한 교육 환경에 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문을 통해 전국 청각학 교육기관의 1) 교과과정 및 교과목 정보, 

2) 실습과정 및 실습실 규모, 3) 교수진, 4) 학생에 대한 항목을 확인하고자 하며, 이는 청각학과 학과인증제의 도입을 위한 기

초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본 정보 (학교명, 학교 주소, 학과명, 학과 소속 및 설립년도 등)

1. 교과과정 

1)  학과의 교육 목표

2)  졸업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 정보

3)  최근 3년간 실제로 개설한 청각학 전공 필수 교과목의 정보(교과목 명칭, 실습/이론 구분, 학점, 시수, 담당 교수의 정보 등을 자

세히 기입)

4)  최근 3년간 실제로 개설한 청각학 전공 선택 교과목의 정보(교과목 명칭, 실습/이론 구분, 학점, 시수, 담당 교수의 정보 등을 자세

히 기입)

5)  최근 3년간 실제로 개설하지는 않았으나 개설 예정인 교과목의 정보(교과목 명칭, 실습/이론 구분, 학점, 시수, 담당 가능한 교수

의 정보 등을 자세히 기입)

6)  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청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명시하는 필수 교과목에 부합하는 교과목 정보(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의 정

보 포함)

2. 실습과정 및 규모

1)  개설 중인 실습 교과목의 정보(교과목 명칭, 필수/전공 구분, 학점, 시수, 담당 교수의 정보 등을 자세히 기입)

2)  청각학 실습을 위한 임상실습실 규모

 

3. 교수진 

1)  학과 내 전임 교원, 강의전담 교원, 비전임 교원의 수

2)  학과 내 청각학 전공의 전임 교원 혹은 강의전담 교원의 자세한 정보 

(교원의 최종 학위 전공, 청각학 관련 경력이나 학위, 전임 혹은 강의전담 구분, 년간 담당하는 과목명, 년간 담당하는 과목 총 학점, 

청능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 자격증 번호 및 유효 만료일 등의 자세한 정보 기입)

3)  학과 내 청각학 과목을 강의하는 비전임 교원의 자세한 정보 

4. 학  생 

1)  최근 3년간 신입생 및 졸업생의 정보(졸업생의 중 청각학 전공 학생 수, 졸업생 중 청각학 관련 직종에 취업하는 학생)

2)  본교의 졸업생 중 청각관련 직종 분야에 취업한 경우, 취업 분야별 비중(최근 3년간 평균 자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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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대학별 청각학 전공 필수 교과목의 총 개수와 이론 및 실습 과목의 정보

 

청각학 전공 

필수 교과목의 총 개수

청각학 전공 

필수 교과목 중 이론 과목의 

개수[비중(%)]

청각학 전공 

필수 교과목 중 실습 과목의 

개수[비중(%)]

A 대학원 9 4 (44) 5 (56)

B 대학 1 1 (100) 0 (0)

C 대학원 16 16 (100) 0 (0)

D 대학원 12 10 (83) 2 (17)

E 대학 9 5 (56) 4 (44)

F 대학 2 2 (100) 0 (0)

G 대학원 14 11 (79) 3 (21)

H 대학 12 11 (100) 1 (0)

I 대학 10 7 (70) 3 (30)

J 대학원 9 5 (56) 4 (44)

K 대학 10 10 (100) 0 (0)

L 대학원 5 5 (100) 0 (0)

M 대학 13 9 (64) 5 (36)

Appendix 3. 대학별 청각학 전공 선택 교과목의 총 개수와 이론 및 실습 과목의 정보

청각학 전공 

선택 교과목의 총 개수

청각학 전공 선택 교과목 중 

이론 과목의 개수[비중(%)]

청각학 전공 선택 교과목 중 

실습 과목의 개수[비중(%)]

A 대학원 16 16 (100) 0 (0)

B 대학 19 16 (84) 3 (16)

C 대학원 0 0 (0) 0 (0)

D 대학원 2 2 (100) 0 (0)

E 대학 8 8 (100) 0 (0)

F 대학 19 13 (68) 6 (32)

G 대학원 2 2 (100) 0 (0)

H 대학 11 8 (73) 3 (27)

I 대학 5 4 (75) 1 (25)

J 대학원 17 17 (100) 0 (0)

K 대학 19 13 (68) 6 (32)

L 대학원 26 22 (85) 4 (15)

M 대학 5 5 (1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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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청자원에서 인정하는 검정 과목 분야 중 대학별 개설 교과목 정보
 

청자원에서 인정하는 검정 과목 분야 및 교과목

기초청각학 분야 

총 6개 교과목

임상청각학 분야 

총 8개 교과목

재활청각학 분야 

총 6개 교과목
청각학 실습

A 대학원 4개 개설 7개 개설 4개 개설 실습 과목 총 5개

B 대학 4개 개설 6개 개설 4개 개설 실습 과목 총 3개

C 대학원 4개 개설 6개 개설 4개 개설 실습 과목 총 0개

D 대학원 3개 개설 5개 개설 3개 개설 실습 과목 총 2개

E 대학 3개 개설 6개 개설 6개 개설 실습 과목 총 3개

F 대학 4개 개설 7개 개설 4개 개설 실습 과목 총 6개

G 대학원 4개 개설 5개 개설 4개 개설 실습 과목 총 3개

H 대학 3개 개설 3개 개설 4개 개설 실습 과목 총 3개

I 대학 4개 개설 7개 개설 4개 개설 실습 과목 총 4개

J 대학원 3개 개설 6개 개설 5개 개설 실습 과목 총 4개

K 대학 5개 개설 8개 개설 6개 개설 실습 과목 총 6개

L 대학원 5개 개설 7개 개설 6개 개설 실습 과목 총 4개

M 대학 3개 개설 7개 개설 4개 개설 실습 과목 총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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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5. 대학별 전임 교원의 정보
 

전임 교원의 수(교원의 전공 분야) 교원당 담당과목 학점 현재 자격증 종류와 유지 상태

A 대학원 4명(청각) 21-24 학점 4명 모두

청능사 유지 + 전문청능사

B 대학 2명(청각) 17-21 학점 2명 모두

청능사 유지 + 전문청능사

C 대학원 2명(청각) 6-12 학점 2명 모두

청능사 유지 + 전문청능사

D 대학원 2명(청각) 3-9 학점 2명 모두

청능사 유지 + 전문청능사

E 대학 2명(언어치료) 9-18 학점 1명

청능사 유지 + 전문청능사

F 대학 2명(청각) 20-24 학점 2명 모두

청능사 유지 + 전문청능사

G 대학원 2명(청각) 17-21 학점 2명 모두

청능사 유지 + 전문청능사

H 대학 1명(청각) 27 학점 1명

청능사 유지 + 전문청능사

I 대학 1명(언어치료) 3 학점 1명

청능사 유지 + 전문청능사

J 대학원 1명(언어치료) 3 학점 1명

청능사 유지 + 전문청능사

K 대학 5명(청각) 12-18 학점 5명 모두

청능사 유지 + 전문청능사

L 대학원 5명(청각) 6 학점 5명 모두

청능사 유지 + 전문청능사

M 대학 2명(청각) 16-28 학점 2명 중 1명

청능사 유지 + 전문청능사, 1명 청능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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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6. 대학별 비전임 교원의 정보
 

비전임 교원의 수 연간 담당과목 학점 현재 자격증 종류와 유지 상태

A 대학원 5명 1.5-3 학점 2명 청능사 유지 + 전문청능사

B 대학 5명 2-6 학점 3명 청능사 유지 + 전문청능사

C 대학원 2명 3-6 학점 1명 청능사 유지 + 전문청능사

D 대학원 4명 2-6 학점 3명 청능사 유지 + 전문청능사

E 대학 4명 3-12 학점 2명 청능사 유지 + 전문청능사 

F 대학 2명 9-12 학점 1명 청능사 자격증 유지

G 대학원 2명 3 학점 1명 청능사 자격증 유지

H 대학 2명 3-6 학점 1명 청능사 자격증 유지, 1명 청능사 미취득

I 대학 3명 6-9 학점 2명 청능사 유지 + 전문청능사, 1명 청능사 자격증 취득 후 미유지

J 대학원 3명 6-9 학점 2명 청능사 유지 + 전문청능사, 1명 청능사 자격증 취득 후 미유지

K 대학 1명 0 학점 청능사 자격증 취득 후 미유지

L 대학원 1명 0 학점 청능사 자격증 취득 후 미유지

M 대학 1명 10 학점 1명 전문청능사

Appendix 7. 대학별 전공 필수 교과목의 총 개수와 이를 담당하는 전임/비전임 교원의 정보
 

전공 필수 교과목 

총 개수/담당 교원 수

전공 필수 교과목을 담당하는 

총 교원 중 전임 교원의 수[비중(%)]

전공 필수 교과목을 담당하는 

총 교원 중 비전임 교원의 수[비중(%)]

A 대학원 9개/4명 4명(100) 0명(0)

B 대학 1개/1명 1명(100) 0명(0)

C 대학원 16개/6명 4명(67) 2명(33)

D 대학원 12개/6명 3명(50) 3명(50)

E 대학 9개/5명 2명(20) 3명(80)

F 대학 2개/2명 2명(100) 0명(0)

G 대학원 14개/3명 2명(67) 1명(33)

H 대학 12개/7명 6명(86) 1명(14)

I 대학 8개/4명 1명(25) 3명(75)

J 대학원 9개/3명 1명(33) 2명(67)

K 대학 10개/5명 5명(100) 0명(0)

L 대학원 5개/5명 5명(100) 0명(0)

M 대학 14개/3명 2명(67) 1명(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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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8. 대학별 실습 교과목의 총 개수와 과목을 담당하는 전임 및 비전임 교원의 정보
 

실습 과목 총 개수/ 

담당 교원 수(개/명)

실습 과목을 담당하는 

총 교원 중 전임 교원의 수[비중(%)]

실습 과목을 담당하는 

총 교원 중 비전임 교원의 수[비중(%)]

A 대학원 5/4 4명(100) 0명(0)

B 대학 3/5 2명(40) 3명(60)

C 대학원 0/0 0명(0) 0명(0)

D 대학원 2/2 1명(50) 1명(50)

E 대학 4/4 2명(50) 2명(50) 

F 대학 6/4 2명(50) 2명(50)

G 대학원 3/2 2명(100) 0명(0)

H 대학 3/1 1명(100) 0명(0)

I 대학 3/3 0명(0) 3명(100)

J 대학원 4/2 0명(0) 2명(100)

K 대학 6/6 2명(33) 4명(67)

L 대학원 4/4 3명(75) 1명(25)

M 대학 5/3 2명(60) 1명(40)

Appendix 9. 대학별 실습실 규모
 

실습실 총 수 10평 미만 10-20평 미만 20-30평 미만 30-40평 미만 40-50평 미만

A 대학원 4 2 2

B 대학 1 1

C 대학원 1 1

D 대학원 1 1

E 대학 1 1

F 대학 4 4

G 대학원 4 4

H 대학 2 1 1

I 대학 2 2

J 대학원 2 2

K 대학 8 7 1

L 대학원 8 7 1

M 대학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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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1. 취업한 총 학생 중 전공 관련 및 비관련 직종을 포함한 취업 분야별 수(명)
 

Hospital 보청기 회사 개인 보청기 센터 대학원 진학 기타 청각학 관련 직종 청각학 비관련 직종

A 대학원 10 30 50 5 1 4

B 대학 40 55 3 2

C 대학원 75 25

D 대학원 20 80

E 대학 14 86

F 대학 13 63 12 12

G 대학원 100

H 대학 20 2 5 10 63

I 대학 12 55 21 5 7

J 대학원 50 50

K 대학 30 33 5 32

L 대학원 17 29 54

M 대학 16 7 2 2 24 14

Appendix 10. 대학별 신입생 모집정원과 졸업생 중 청각학 전공 학생에 대한 정보
 

신입생 모집정원
전체 졸업생 중 

청각학 전공 학생 수와 비중(%)

전체 졸업생 중 

청각 관련 직종 취업 학생 수와 비중(%)

A 대학원 25 25/25(100) 23/25(92)

B 대학 40 * 12/40(30)

C 대학원 10 4/10(40) 4/10(40)

D 대학원 14 3/14(21) 3/14(21)

E 대학 40 10/40(25) 10/40(25)

F 대학 30 8/30(27) 8/30(27)

G 대학원 10 2/3(67) 2/3(67)

H 대학 57 29/57(51) 5/57(9)

I 대학 57 22/57(39) 22/57(39)

J 대학원 27 2/27(7) 2/27(7)

K 대학 70 36/70(51) 27/70(39)

L 대학원 7.6 6/8(75) 6/8(75)

M 대학 32 22/22(100) 16/22(72)

*청각학 전공의 구분 없이 청각학과 언어치료학을 동시에 전공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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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3. 청각학과 인증 평가 요소 및 배점 비중
 

분    야 항    목 백분율(%) Total(%)

청각학 전공을 위한 교과 과정 청각학 전공 이론 과목 5 20

청각학 전공 전임 교원의 이론과목강의 5

청각학 전공 실습 과목 5

자격증 유지자의 실습 과목강의(전문청능사혹은 청능사) 5

교육 환경 실습실 환경 5 20

실습 장비 5

실습 담당 교원의 자격증 유지 여부 5

행정관련 지원(교육 및 실습조교) 5

교수진 청각학 전공 전임 교원의 수 10 40

전임 교원의 전공 강의 시수 비율 10

전임 교원의 자격증 유지 여부 10

학술활동 여부 10

학생 평가 신입생 충원율 5 20

재학률 5

자격증 합격 및 유지율 5

청각학 분야 취업률 5

Appendix 12. 대학별 청능사 자격증 시험 합격률(최근2년 기준) 및 자격증 취득 및 유지 학생 수
 

청능사 자격증 시험 합격률(%) 청능사 자격증 취득 학생 수 청능사 자격증 유지 학생 수(%)

A 대학원 85 76 46 (61)

B 대학 82 150 59 (39)

C 대학원 - - -

D 대학원 - - -

E 대학 75 185 48 (26)

F 대학 79 129 32 (25)

G 대학원 - - -

H 대학 99 202 55 (27)

I 대학 96 137 40 (29)

J 대학원 - - -

K 대학 89 372 79 (21)

L 대학원 - 45 13 (29)

M 대학 50 218 48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