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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언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은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매

우 필요하며, 청각은 언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의사소통에 필

수적이다. 그리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의사소통장애는 

크게 언어치료와 청각재활이라는 두 개의 전문적 영역으로 나

눌 수 있다. 언어재활사는 생애 중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문

제, 즉 언어와 말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진단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하며, 청능사는 난청인의 특성을 고려하

여 청각 기능의 평가와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언

어치료와 청각재활 분야는 모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사

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전문가이고 우리 사

회가 교육, 복지, 재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두 분야의 

전문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언어재활사와 청능사는 언어치료와 청각재활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면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사람

들을 돕는 전문가로서 일하게 된다. 언어치료는 1988년 국내에 

학과 과정이 개설되었고 1992년부터 민간자격증 형태로 운영되

다가 2012년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으로 전환되었다(Chang et al., 2018). 청능재활은 우리나라에 

1997년 청각학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래 1998년 청각학 석사과

정이 개설되었고, 2002년부터 청능사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언

어재활사와 청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현재 전국에 50개

(Kim et al., 2018)의 언어치료 관련 학과가 있고 6개(2020년 7월 

청각학교수협의회 등록 기준)의 청능재활 관련 학과가 운영 중

이다. 청능재활을 운영하는 학과들은 대부분 언어재활사와 청

능사를 동시에 준비하도록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 졸업생들은 언어재활사로 종합병원, 

개인병원, 복지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특수학교, 교육청 등

의 교육기관,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노인 및 재활병원이나 시설 

등에서 근무하거나 청능재활센터,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 연

구소, 클리닉, 보청기 제조사나 인공와우 제조사 등에서 청능

사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언어치료와 청능재활은 전문화된 직종

으로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며, 임상 현장

의 여러 요소들이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언어재활

사 국가자격증 도입 이후 국내에서 언어재활사의 직무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능사의 직무와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언어치료와 청능재활 두 개

의 전공을 이수하고 현장에 취업해 있는 언어재활사나 청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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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를 졸업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언어재활사와 청능사와의 면담을 통해 현재 맡고 

있는 업무 현황과 직업의 만족도, 업무와 전공 관련성 여부, 언

어치료와 청능재활의 각 분야에서의 미래 전망과 발전 방향에 

대해 질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CASE REPORT

연구 대상

본 연구참여자들은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를 졸업하고 임상 

경험이 3년 이상인 7명의 언어치료사 및 청능사들이다. 자료를 

수집하고 동시에 분석을 실시하여 더 이상의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지 않은 포화(saturation)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 되어 최종 7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을 하였다. 이들은 심층 

면담 당시 언어치료 및 청각 임상 현장에서 모두 근무를 하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 선정 전 먼저 선정 기준을 만

들었다. 첫째, 언어치료 및 청각재활을 전공한 경우, 둘째, 임상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

고 있는 경우로 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선정 기준을 만든 

후 본교 졸업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참여자들을 구성하였

다. 연구참여자 선정 기간은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2개월이 

소요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임상 현장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자료 수집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과 질문지(Appendix)를 토대로 심

층 면담을 수행하여 분석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졸업 후 임상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업무 역량, 전공 관련성, 업

무 만족도, 미래 발전 방향과 관련된 경험을 구술했다. 심층 면

담은 연구참여자들의 사업장, 커피숍, 주 저자 연구실 등 연구참

여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수행하였다. 연구자들

의 직무가 무엇인지,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지, 어떤 요

소들이 직무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언어재활사 직무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언어치료학

과 졸업생이면서 경력 4년 이하의 초보 언어재활사들을 대상으

로 취업, 이직 현황과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Chang & Park(2012)

의 연구에서 졸업생들은 학교에서 배웠던 전공에 대한 이론적

인 지식과 임상현장의 실제가 달라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

이 가장 많았고, 치료 전반에 대해 언어재활사로서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언어

재활사의 직무만족도는 근무기관, 경력이나 급여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wang et al., 2015). 언어재활사가 느

끼는 치료능력 부족과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자격증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장애영

역별 슈퍼비전 프로그램, 소규모 교육 개발이 필요하다(Kim & 

Park, 2018). 미국의 경우 언어재활사와 청능사 모두 대체적으

로 그들의 직업에 만족하고 있으며 학력과 경력, 근무지, 급여 

등에 따라 직무만족도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Kalkhoff & 

Collins, 2012; Martin et al., 1997; Saccona & Steiger, 2012). 

청능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시간에 쫓기는 

업무(time demand)가 청능사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로 작용

한다고 하였고, 근무기관이나 근무 경력, 청능사의 연령 등에 

따라 청능사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다르다고 하였다

(Severn et al., 2012). 

언어재활사나 청능사는 고도로 특화 및 전문화된 직종으로 

각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언어재활사와 청능사의 일반적 사

항과 직무 특성을 살펴보고, 직무 만족 수준 및 전공과 직무의 

관련성, 직무의 발전 방향 등을 파악하여 언어치료와 청능재활

의 교육과정에 발전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졸업생들

의 임상 현장 경험에 대한 직무 특성을 파악하고 전공과의 관련

성, 직무에 어려움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

미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졸업 후 전공 업무 환경의 적응에 대

한 실증적이고 심층적인 면담은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 졸업생

들의 사회생활 적응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공 업무 및 대학생활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seven participants

No Sex
Age

(years)
Occupational 

experience (years)
Graduation 

year
Type of certificate

Dual 
major

Type of field

S1 Male 27 3.0 2016 Audiologist X Cochlear implant company
S2 Female 29 3.5 2014 Audiologist X Hearing aid company
S3 Male 27 3.2 2016 Audiologist O Hearing aid company
S4 Female 26 4.0 2015 Speech language pathologist O Welfare center
S5 Male 33 8.0 2010 Speech language pathologist X Private center
S6 Female 26 4.0 2015 Audiologist O Nonprofit social enterprise 
S7 Female 31 6.0 2012 Speech language pathologist X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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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포화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7명의 연구참여자들을 확보

하는 한편 연구참여자들과 1회기에 걸친 심층 면담을 실시했다. 

1인당 평균 인터뷰 시간은 한 회기 당 약 6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Krippendorff(2003)가 제안한 내용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 단계는 텍스트 전체에 대한 연구자의 이

해과정으로 연구자들은 심층면담 기록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이들의 경험이 언어치료 청각재활학과 졸업생의 경험으로서 적

합한가를 검토했다. 두 번째 단계는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구술

한 내용을 문장으로 만들었고 이 문장이나 어구들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들을 발견하여 의미를 구성했다. 

다음 단계는 범주화단계이다. 연구자는 의미진술을 개념화 한 

후 이 개념들 중 서로 관계있거나 유사한 것들을 결집하여 범

주화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이러한 범주를 개인척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범주를 재배열했다.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도 확보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담 전 질문 내용, 

연구 절차, 주제 도출 내용 등에 대하여 연구 주제에 익숙하고 10

년 이상의 언어치료 청각재활 임상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

며 또한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점검

을 받았다. 코딩과 주제 도출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

인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에게 추후 연락하여 도출된 주제와 의

미 범주가 적절한지, 본인의 진술 의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재차 확인하는 절차에서 추가로 진술된 내

용은 다시 면담 내용에 포함하여 전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

쳤다. 전사한 자료는 3인의 연구자가 모여 비슷한 개념으로 1차 

범주화하였고 하위범주를 개념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

고 범주화된 항목들을 분석표로 만들었고 개념, 하위범주, 핵심

범주, 차원 구성요소에 대해 4차례에 걸쳐 내용 타당도를 점검하

였다. 1차, 2차, 3차 점검에서는 하위범주들이 같은 의미의 범주

로 구성이 가능한지 점검하였으며, 4차 점검에서는 구성된 아이

템을 대표할 수 있는 차원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였다.

연구 결과

원 자료를 개방 코딩한 결과, 2개의 차원과 8개의 핵심범주, 

13개의 하위범주, 69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핵심범주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개인적 차원 

직업 선택을 위한 모색

연구참여자들은 졸업 후 직장을 선택할 때 전공과 상관없이 

연봉 및 회사 복지를 포함한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였다. 연구참

여자 2, 4, 6, 7은 연봉을 고려하여 직장을 선택하였고 또한 연

구참여자 2는 회사 복지도 고려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7은 

치료 케이스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치료 센터와 다르게 고정적

인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저는 직장을 선택할 때 연봉을 우선시 했던 것 같아요.” (연

구참여자 2)

“센터에서는 기복이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

에 좀 안정적인 것이 커서 병원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연

구참여자 7)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근무환경도 고려하여 직장을 선택한다

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2, 5는 회사 분위기가 좋다는 지인의 추

천으로 직장을 결정하였고, 연구참여자 6은 이직할 때 회사 이

름을 많이 보았고, 연구참여자 4는 치료를 많이 해서 치료 경력

을 쌓기보다는 행정 업무도 겸해서 할 수 있기를 원해서 사설 

언어치료 센터보다 치료가 많지 않은 복지관을 선택하였으며 

연구참여자 7은 규칙적이고 정해진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병

원을 선택하였다.

“복지관에서 일하면 치료가 센터보다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

서 선택했어요.” (연구참여자 4)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설 언어치료)센터는 모든 게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뀌는데 병원에서는 그런게 없기 때문

에 좀 안정적인 것이 좋아서 병원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7)

Table 2. Core categories based on dimensions

Dimensions Categories
Individual dimension Seeking for a job choice

Comprehensive job performance
Need for challenge
Development potential

Social dimension High relationship between major and job
Need for social skill
Regret for dual major
Importance of mutual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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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연구참여자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 발전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3은 미래의 전망을 보고, 

많이 배우고 고객을 직접 대할 수 있는 점이 좋아서 보청기 회

사를 선택하였으며 연구참여자 1은 보청기 회사는 상업적인 것 

같아서 인공와우 회사를 선택하기도 하였다.

“저는 일단은 좀 전망적인 부분을, 미래를 많이 봤던 것 같아

요.” (연구참여자 3)

“인공와우는 조금 덜 상업적이고 더 내가 그 쪽 분야에서 일

했을 때 조금 더 유니크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보청기 말고 

인공와우 쪽을 선택했어요.”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경제적인 면, 근무 환경,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직장을 선택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을 “직업선택을 위한 모색”이라는 범주로 명명하였다. 

포괄적 업무 수행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하고 있었다. 주로 청각재활을 전공한 연구참여자들은 보청기 

회사에서 영업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고(연구참여자 2, 3), 또

한 인공와우 회사에서 인공와우 매핑,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연구참여자 1). 

“코클리어 제품을 사용하시게끔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하(BAHA)나 인공와우 매핑 업무도 같이 하고 있

어요.” (연구참여자 1)

반면 언어치료를 전공한 연구참여자들은 복지관에서 언어치

료를 하고 있었고(연구참여자 4), 또한 대학병원에서 음성장애

나 청각장애 대상자들을 평가하고 치료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

다(연구참여자 7). 그리고 언어치료 센터를 운영하면서 언어치

료를 하고 부모상담 및 부모 교육을 하고 있었다(연구참여자 5).

“제 업무는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소속 언어재활사로 일을 하

고 있는데 주로 음성장애나 청각장애 환자들을 평가하고 치료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7)“

그러나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센터 및 병원에서 전공 이외의 

부수적인 업무도 수행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6은 인공와우 회

사에서 근무하다가 일을 그만둔 후 청각장애인 생애지원센터에

서 청각장애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을 해주거나 회사 마

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연구참여자 4는 청각장애 복지

관에서 언어치료 이외에도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얻어서 더 많이 

사회에 공헌을 할지 고민도 계속하고…” (연구참여자 6)

“복지관에서 일하는 것은 아무래도 언어치료 센터보다는 복

지적인 측면이 더 강하고요.” (연구참여자 4)

이와 같이 언어치료청각재활을 전공한 학생들은 현장에서 

전공 업무 수행을 하고 또한 전공 업무 이외의 부수적인 업무

도 수행하고 있는 이들의 경험을 “포괄적인 업무 수행”이라는 

범주로 명명하였다. 

도전의 필요성

졸업 후 직장을 갖게 된 연구참여자들은 회사 적응의 어려

움을 겪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6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회사 

분위기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스스로 새로운 일

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2

는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회사를 대신해서 소비자나 보청기 센

터 원장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어

려움을 경험하였다.

“보청기를 납품했는데 뭐 작동이 안 된다던가, 그런데 센터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큰 손해로 다가오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 혼자만의 실수는 아닌데 회

사를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고 또 해야 된다는 게 어려움은 있었

죠.” (연구참여자 2)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동료들 및 치료 대상자들과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3은 처음 입사할 때 동

료들과 생각의 차이가 깊어서 회사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

었고, 연구참여자 6은 본인이 상담해주는 장애 당사자들이 오

해를 자주 해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청각장애를 

가진 동료들과 일하면서 정상인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청각

장애 동료들과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연구참여자 

4는 치료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언어재활사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는 부모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5는 부모 상담하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선생님이 2명이니까 제 수업을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선

생님으로 바꿔주세요 했을 때 저는 그 말로 인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 내 치료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서 가는 거지라고 

고민하게 돼죠” (연구참여자 4)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이 회사에 적응하는 어려움을 경험

하고 직장 동료들 및 치료 대상자들과 관계 맺는 어려움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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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도전의 필요성”이라는 범주로 명

명하였다. 

발전 가능성

연구참여자들은 졸업 후 환자들에게 더 좋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이 성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

다. 연구참여자 3은 계속 공부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또한 새

로운 케이스가 나왔을 때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

고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 7은 병원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의

사들과 협력을 잘 하기 위해 스스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있었

으며, 연구참여자 4는 본인이 맡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 접근 방

법을 몰라서 책을 보거나 다른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구하였지

만 해답을 구하지 못하였을 때 본인 스스로 더 성장해야 한다

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고, 도저히 책에 나오는 걸 다 

해 보았는데도 안 될 때 어디다가 물어봐야 되지 하면서 고민하

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들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위와 같은 성장의 필요

성을 느끼기도 하지만 경력이 쌓여 가면서 연구참여자 5는 교

재 개발을 하거나 대학 강의를 하게 되었고, 연구참여자 3은 직

장 동료들과 잘 어울리며 일하게 된 것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

라 생각하면서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로 뭔가 하고 싶은 사업이나 뭐 교재개발

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할 수 있고, 강의 자리도 대학교뿐만 아니

라 여기저기에서 해달라고 하고” (연구참여자 5)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업무에 만족해하며 일하고 있

었다. 연구참여자 4는 업무량이 많지 않고 서류 작업이 본인의 

적성에 맞아서 현 업무에 만족해하고 있었고, 연구참여자 1은 

소리를 듣지 못하던 90세 할머니가 본인의 도움으로 인해 소리

를 듣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업무에 무척 만족해하고 

있었다. 

“90세 넘으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인공와우 첫 착용을 할 때 

이제 소리를 못 듣다가 들으시고 바로 문장 수준까지 대화를 하

셨어요. …(중략) 그런걸 보면서 내가 이들한테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게 좀 감격적이고 보람 있었던 것 같아요.” (연

구참여자 1)

이와 같이 새로운 환자들을 만나게 될 때 본인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경력이 쌓여 가면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직장 동료들과 잘 어울리는 기회를 갖게 되면

서 본인의 현 업무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을 “발전 가능성”이라는 범주로 명명하였다.

 

사회적 차원

전공과 업무의 높은 연관성

연구참여자들은 복수전공을 한 것이 부모들을 상담할 때(연

구참여자 4), 그리고 청각장애 아동을 치료하는 언어재활사들

이 복수전공 한 본인에게 질문할 때, 복수전공한 것이 많은 도

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연구참여자 5). 또한 청각 전공자들

은 보청기 적합 상담할 때(연구참여자 2) 그리고 언어치료 전공

한 연구참여자들은 임상에서 사용할 교재교구 개발할 때(연구

참여자 5) 전공이 자신의 업무와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임상에서 치료할 때 대학에서 

배운 기초 이론의 소중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인공와

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1은 학부에서 배운 인

공와우, 청각해부생리, 보청기 수업 등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고, 연구참여자 7은 현장에서 치료할 때 학교에서 배

운 이론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연구참여자 5는 

아동의 조음문제를 치료할 때 이론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보

고하였다.

“입사 초반에는 인공와우를 왜 이렇게 자세히 배웠지 했는데 

환자들을 계속 만나서 도움을 드리다보니까 학부 때 배웠던 인

공와우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1)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현장에서 전공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의사들과 일을 할 때(연구참여자 3), 전공이 다른 동료들과 일

을 할 때(연구참여자 4), 그리고 부모들과 상담을 해야 하는 현

장에서 언어치료청각재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연구참여자 4).

“청각해부생리와 보청기를 접목해서 설명 드리면 원장님들이 

이해하시고 바로 적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많은 도움

이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3)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이 전공의 소중함을 알고, 학교에서 

배운 기초 이론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

에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전공과 

업무의 높은 연관성’이라고 범주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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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술의 필요성

연구참여자들은 임상 현장에 나가기 전 상담 능력의 필요성

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6은 후배들이 임상 현장

에 나가기 전에 상담하는 것을 많이 보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연구참여자 5는 상담 기술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이 

직접 지도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보고하였고, 연구참여자 

7은 부모와 상담할 때 상담 능력이 크게 필요하다고 보고하였

다. 이는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임상현장에서 환자를 만나거나, 

의사나 다른 동료들을 만날 때 상담 능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상담은 좀 더 많이 후배들이 필드 나가기 전에 좀 많이 봤으

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6)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임상 현장에서 상담 능력 못지않게 대

화 능력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6은 농인들과 

대화를 잘하지 못하는 동료가 안타깝다고 보고하였고, 연구참

여자 1은 의사들과 대화를 할 때 주제를 정해서 분위기를 부드

럽게 만들면서 대화를 끌어가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뭔가 토픽을 정하는 그런 능력들도 필요하고 센스있게 대화

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

이처럼 임상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상담 능력과 대화 능력이 

필요하다고 느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사회적 기술의 필요

성’으로 범주화 하였다.

복수전공에 대한 아쉬움

연구참여자들은 임상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학부에서 좀 더 

많은 현장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5는 학기 중에 선배들이 와서 자신들이 느낀 임상 

경험을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

였고, 연구참여자 6은 기기로만 배우지 않고 실제로 체험해 보

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연구참여자 2는 인턴 제도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제가 지금 회사에 있다 보니까 견학도 많이 오던데 좀 더 많

이 기회가 주어지면 좋을 것 같고, 인턴제도 이런 게 좀 활성화 

되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2)

또한 복수전공을 하지 않은 연구참여자들은 복수전공에 대

한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은 중복 장애를 가진 

인공와우 아동들을 매핑할 때 복수전공을 하지 않은 것에 대

한 아쉬움을 보고하였고, 연구참여자 3은 취업을 할 때나 환자

를 직접 대할 때 복수전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하였

다. 또한 청각 현장에서 근무하는 연구참여자 6은 언어 전공을 

하는 후배들을 부러워하였다. 

“지금 후배들이 부러운 게 언어전공을 저도 좀 했으면 좋았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연구참여자 6)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임상 현장에서 본인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복수전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 연

구참여자들의 경험을 ‘복수전공에 대한 아쉬움’으로 범주화하

였다. 

교류의 소중함 인식

연구참여자 3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검사를 위한 워크

샵의 필요성을 느꼈고, 연구참여자 7은 아동들의 성장이 빨라

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만으로는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 한

계를 느껴서 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워크샵의 필요

성을 느꼈고, 연구참여자 1은 해외 학회에 가서 해외 전문가들

과도 교류하기를 원하였다.

“학회도 마찬가지구요. 해외 학회도 기회가 되면 꼭 가서 해

외 전문가와도 교류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1)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졸업 후 학과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원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3은 학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연구참여자 2는 학과에

서 좋은 후배들을 양성해서 임상 현장으로 내보내주기를 원하

였고, 연구참여자 6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공 지식도 중요

하지만 학생들의 성격에 따라 진로를 지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

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연구참여자 5는 상담에 대한 훈련을 선

배로부터 받기를 원했고, 연구참여자 3은 졸업생들과 재학생과

의 유대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연구참여자 1은 상담 진로

를 위해 후배들이 본인에게 연락하면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싶다고 하였다.

“선배들이 와서 상담에 대한 거를 케이스별로 설명해 주면 좋

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5)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졸업 후 다양한 전문가, 학과, 동문

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경험을 ‘교류의 소

중함 인식’으로 범주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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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느낀다고 하였지만 근

무기관에 따라, 부과되는 업무에 따라 직무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언어치료 전공 졸업생들은 학

교에서 이론으로 배우고 실습을 했지만 현장에서 학교에서 미

처 다루지 못했던 더 많은 장애를 접하게 되니 언어치료 업무 

자체에 대한 능력과 관련된 어려움이 주를 이루었으며 또한 다

른 언어재활사와 비교 당할 때 스트레스와 부담을 더 받게 된

다고 하였다. 청각재활 전공 졸업생들은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였고, 센터나 회사에서 

영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기서 비롯한 직무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방면으로도 일을 하면서 경제

적인 측면에서 회사의 이익 증대나 고객의 경제적인 손실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언어재활

사는 치료 능력과 같은 직무 자체, 행정적인 서류 업무, 상담 기

술 부족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였고(Hwang et al., 

2015; Kim & Park, 2018; Park et al., 2016), 청능사는 업무와 

관련된 시간 부족, 대상자에 대한 책무나 대상자와의 상담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하였다(Bra¨nnstro¨m et al., 2016; Severn 

et al., 2012). 

언어재활사들의 직무만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는 전문성 

향상, 급여, 승진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

났다(Chang & Park, 2012; Lee & Hwang, 2013). 이에 반해 

스트레스는 직무만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의 

하위 영역을 업무, 보수 및 승진, 상사 및 동료, 기관으로 살펴본 

결과 업무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수 및 승진에 대

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Lee & Hwang, 2013). 언어재

활사와 청능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처럼 본 연구의 참

여자들도 전문적인 영역을 요구하는 직종이다 보니 치료 능력이

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직무만족도가 저하되고 역할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Han & Lee, 2015). 

사회적 차원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해보면, 언어치료청각재활

학과 졸업생들이 느끼는 전공과 업무의 연관성이 매우 높았다. 

아직 경력이 적은 전문가로서 어려움을 갖고 있긴 하지만 업무 

내용이 학교에서 배운 전공들과 연계되면서 기초 이론뿐만 아

니라 전공 심화에서 다뤘던 전공 지식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며, 모두가 실제 업무에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하였다. 언어치

료와 청각재활 두 가지 전공을 모두 이수한 졸업생의 경우 현

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 가지를 전공한 다른 전문가에 비해 

능력을 더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부제로 언어치

료와 청각재활의 두 개의 전공 중 하나를 택해서 자격증을 취

득했거나 타 전공을 복수 전공했던 졸업생들의 경우 언어치료

와 청각재활을 같이 전공했다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더 많

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두 전공을 모두 택하지 못

DISCUSSIONS 

본 연구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 졸

업생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내용분석을 통해 전공과 임

상 현장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질문의 형

태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동일 개념끼리 범주화하고 이를 대표

하는 상위범주 개념을 명명하였다. 면담 결과를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개인적 차원에서는 직장을 위한 선택, 

업무 수행시 어려움, 도전의 필요성, 발전 가능성으로 분류하

고, 사회적 차원에서 전공과 업무의 연관성이나 상호작용 기술 

등 현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으로 분석해보았다. 그 결

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연구대상자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언어치료 전공이나 청각재활 전공 졸업생 모두 직장이 안정

적인지,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가장 많이 고려한다

고 답하였다. 이는 언어치료 전공 졸업생의 경우 언어재활사들

의 조기 이직의 원인이 근무환경이나 급여 때문이라는 선행 연

구 결과와도 일치한다(Chang & Park, 2012). 그밖에 급여나 직

장 내 분위기, 복지, 승진 여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

지만 자신의 성향과 안정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사회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보니 더더욱 안정적으

로 계속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Chang 

& Park(2012)과 Lee & Hwang(2013) 등의 연구에서도 근무 

기관에 따른 언어재활사의 만족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정규

직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특히, 언어치료 전공 졸업생들은 

주로 사설 언어치료센터에서 비정규직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

면서 비율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직업의 안정성을 우선으

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우처럼 많은 

언어재활사와 청능사들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적 서비스 지

원의 차원에서 언어치료나 청각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고용형태, 근무형태, 및 급여형태 등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의 직제 개발이 필요하다(Chang 

et el., 2018; Jang et al., 2007)고 하겠다.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 졸업생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대부분 학과전공과 관련된 업무였으며 세부전공별로 전공 업

무를 나누어보면, 언어치료 전공 졸업생들은 복지관, 종합병원, 

센터 등에서 언어평가 및 치료 업무를 비롯하여 부모 상담과 

부모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청각재활 전공 졸업생들은 보

청기 센터, 인공와우 회사, 사회적 기업 등에서 보청기나 인공

와우 관련 영업을 하면서 청각장애 대상자에게 재활 관련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요 업무 외에도 마케팅 업무나 

컨설팅, 서비스 대상자의 생애 변화와 관련된 복지 업무 등 전

공과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도 같이 수행한다고 하였다.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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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각재

활을 공부할 수 있는 대학 교육과정이 많지 않고 몇 개의 대학

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언어치료와 청각재활 두 개의 전공을 

따로 선택해서 공부하도록 되어 있다. 의사소통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언어치료와 청각재활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되어있음

에도 불구하고 두 전공 모두 공부하기가 어렵고 교과과정 운영

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청능사가 주로 다루는 청각장애

인들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언어재활

사가 청각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평가 및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두 분야를 모두 공부했을 때의 장점은 일일이 언

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또한 이 연구에서 졸업생들과의 면

담을 통해 이러한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비즈니스 측면의 발전 방향이

나 재활서비스로써 제도적인 장치, 전반적인 사회인식 개선, 공

식적인 검사의 수정, 워크샵이나 보수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교

육 등을 언급하였다. 선후배 간의 교류를 통해 좀 더 유대적인 

관계 형성을 원했고 후배들의 전문적인 교육 강화나 인성 교육

을 강화시킬 방안을 제안하였다.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일해보

니 더 세부적인 전문 분야로 공부를 지속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 외에 같은 직종이나 다른 직종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임상에서 대상자와 보호자 및 

다른 전문가와 의사소통을 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전공 지식이

나 실습 이외에 상호작용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졸업

생들은 언어치료와 청각재활 전문가로서 발전을 위해 모두 지

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들에

서도 국내 언어재활사들뿐만 아니라 외국 언어재활사들도 교육

과 슈퍼비전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강화시키기를 원하며 상담 

기술을 비롯한 의사소통 전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Han & Lee, 2015; Kim & Park, 2018; Meibos et al., 

2016; Park et al., 2016). 현재 국내에서 많은 언어재활사와 청능

사들이 졸업 후 임상에서 슈퍼비전을 받거나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강하게 느끼고 있으나 시간적, 경제적, 제

도적 여건 등을 이유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의 제도적 마련과 함께 교육기관에서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에 있는 언어재활사와 청능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재교육의 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

각장애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공와우 수술 후 청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매핑과 언어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Park et 

al., 2020). 따라서 청각장애언어치료 분야에서도 현장에 필요한 

특화된 전문가 양성을 통해 양질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Park et al., 2020).

본 연구를 통해 언어치료나 청각재활을 전공하고 임상에서 

일하고 있는 졸업생들의 근무 현황 및 직업의 만족 정도, 전공

과 직무의 연관성,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

다. 언어재활사와 청능사는 근무의 자율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특수 전문직으로 다양한 근무기관에서 임상경험을 쌓아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개업 등을 통

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나갈 수 있는, 전문 자격을 가진 

미래지향적인 직종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언어치료와 청각재활 분야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직

무적인 과제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육과정이 당면하고 있는 문

제를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특정 대학의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대학 전공자, 단일전공자의 경험을 비교하여 살펴보지 못

한 점과 소수의 현장경험이라 확대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요구

된다. 이러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지만, 질적 연구의 특성상 두 

가지 전공자의 깊은 현장경험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중심 단어0:0�청각재활·임상 현장 경험·직무만족도·질적연구·

언어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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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대상 질문 내용

업무 역량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재직 중인 직장, 직장문화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일하면서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일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업무에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자신만의 노하우가 무엇인지요?

전공 관련성

자신의 전공 만족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복수전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직장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 연봉, 복지, 지역, 발전성 등.

학교에서 공부한 전공 공부가 현재 업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해주세요.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 중 보완되면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학과 교수님들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학교에 바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미래 전망성

현재 업무에서 발전 방향에 대해 말해주세요.

미래를 위해 준비할 사항에 대해 말해주세요.

학과, 학교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말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