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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perspective and image of high school
and pre-speech-language pathologist (pre-SLP) toward speech-language pathology (SLP). A
survey of high school students and college (university) students, who will become SLPs,
seeks to understand the current and future social and professional perspective of SLP and
provide basic data for building desirable images. Methods: The answers to the
metaphorical questions were analyzed by 172 high school students and 191 pre-SLP
college (or university) students in Daegu, Gwangju, and Jeonnam province. Metaphors were
collected in the task of sentence completion, then analyzed in five stages based on prior
research. Results: The metaphors of SLP were categorized by classifying them into
personality, duty, and job aspects. Metaphors derived from the duty aspect showed the
highest rate, with 72.67% of high school students and 68.59% of pre-SLPs. Metaphors
derived from the personality aspect showed the highest ratio of 'inclusive love' at 53.66%,
and 'kindness and giving' and 'patience and effort' were similar within and outside 20%.
Metaphors derived from the job aspect showed that 'influential person' (63.28%) was
higher than 'an expert in performing professional specific duties' (36.72%), while high
school students perceived it as 'an expert in performing influential abstract duties' more
than pre-SLPs. Metaphors derived from job aspect showed a rather high rate of 'necessary
job' (34.85%) and 'private-related job' (25.75%), while 'vague job,' 'hard job,' 'visionary
job,' and 'rewarding job' were also shown. Conclusions: Most high school students and
pre-SLPs have images of SLPs related to duty and job. SLPs tend to be perceived as
contributing people to others rather than professionals, which shows a lack of
understanding of SLP's social role and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Multidimensional social
contribution and professional expansion and publicity activities are needed so that SLPs
can be recognized as experts in health science de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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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언어치료사에 대한 고등학생과 예비언어치료사의 인식과 이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고등학생과 언어치료사가 될 대학생 대상 조사는 언어치료사의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직업적
인식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이미지 구축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방법 : 대구, 광주, 전남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172명과 대학생인 예비언어재활사 191명의 은유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
하였다. 문장 완성형 과제로 은유표현을 수집한 뒤,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5단계의 절차로 분석하였다.
결과 : 언어치료사의 은유표현은 인성적 측면, 직무적 측면, 직업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범주화하였다.
직무적 측면의 은유표현은 고등학생의 72.67%, 예비언어치료사의 68.59%에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인성적 측면의 은유표현은 ‘포용적 사랑’이 53.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친절과 베풂’, ‘인내와 노력’은 20% 내외로 유사하였다. 직무적 측면의 은유표현은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63.28%)이 ‘전문적 능력을 가진 사람’(36.72%)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예비언어치료사보다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직업적 측면의 은유 표현은 ‘필요한 직업’(34.85%)과 ‘사적으로 관련된 직업’(25.75%)이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모호한 직업’, ‘힘든직업’, ‘비전있는 직업’, ‘보람된 직업’도 나타났다. 결론 :
고등학생과 예비언어치료사는 대부분 직무와 직업에 관련된 언어치료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언어치료사는 전문가보다 타인에게 기여도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아 언어치료사의 사회적
역할, 직업적 특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언어치료사가 보건의료계열의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사회적 기여와 직업적 확장과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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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ation Institute, n.d.).

Ⅰ. 서 론

언어치료사의 양성 대학의 증가, 배출되는 전문가의 수 증가 그
이미지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으로 ‘심상’, ‘영

리고 전문 직업인 양성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 등에 맞물려 최근

상’, ‘인상’으로 특정한 사물이나 인물에 대해 갖는 특정한 감정이

언어치료사의 직무를 체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

라고 하며, 이미지는 어떤 특정 대상이 가지는 외적, 형태의 모방,

고 있다(Han, 2012; Jeon et al., 2013; Kim et al., 2015;

재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ong, 2017). 이미지라는 것은 대상에

Park et al., 2016). 그러나 아직 언어치료사의 직무능력표준

대해 가지고 있는 사고를 바탕으로 대상을 지각하고, 반응을 결정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여

하는 태도나 느낌, 감정의 통합이며, 심리, 사회, 정서적 내면적인

러 보건계열분야의 진로 및 진학 서적, 직업탐색 서적 등에서 언

특성과 겉으로 드러나는 외현적인 특성이 합쳐진 모습이라고 할

어치료사 직종 소개는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언어치료사는

수 있다.

복지관, 사설치료실, 병원, 교육청, 장애 및 통합 어린이집, 다문화

이미지 형성은 우리가 사회에서 직업생활을 지속할 때, 갖게 되

가족 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배치되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는 추상적인 태도, 특성 등을 통해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사람들

다양한 연령집단의 언어치료 대상자들에게 언어치료를 제공하고

은 특정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직업에 대한 인식, 지각, 이미

있다(Kim, 2007). 또한 2009년부터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언

지를 사용하여, ‘선생님 느낌이 나요’, ‘운동선수 같아요’, 라고 표

어치료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언어치료의 서비스

현하면서 누군가를 설명하기도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직업

수요는 증가하였으며(Lee, 2018), 언어치료 제공 기관의 증가와

에 따라 다른 특성이 모여서 특정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언어치료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의 증가로 언어치료와 언어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에 대한 적절한 특성이 존재하게 되며, 직

치료사에 대한 정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최근 10년간 보다 많이

업 이미지는 해당 직업이 가진 독특하고 고유한 느낌이라고 할 수

노출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있다. 다양한 직업군 중에 간호사, 체육교사, 사서교사, 유치원 교

그러나 언어치료사에 대한 국내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한 보고나

사 등에 대해 지각과 인식, 신념, 이미지와 같은 사고체계에 관하

연구는 거의 없다. 언어치료사는 국가 자격으로 관리되는 언어재활

여 분석하기도 한다(Park, 2002).

사 1급 또는 2급 자격을 소지한 보건계열의 전문가이다. 타 치료

최근 직업군의 이미지, 특성, 지각, 인식 등을 분석하는 방법

보건계열에 비해 역사가 짧고 상대적으로 배출 인력이 적으나 언

중에 한 가지는 은유적 측면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은유는 한 사

어치료 영역과 언어치료사의 직무는 명백히 구별된다. Kim 등

물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또 다른 하나의 사물에 견주어 표현하는

(2014)은 언어치료사의 직무(duty)를 진단평가, 치료, 행정업무,

것으로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인지언어학적

교육/협력, 연구 개발 5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 직무에는 다양한

관점에서 은유적 분석에서 인지적 은유 이론을 확립하였고, 일상생

역할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또한 언어치료사는 다양한 근무지에 배

활의 언어 속에서 은유가 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하였

치되며, 여러 유형의 대상자와 그에 맞는 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Song, 2017). 인지적 은유이론은 다른 말로 개념적 은유라고

매우 다채롭게 인식될 수 있다. 언어치료사에 대한 인식, 이미지는

하고, A는 B라는 표현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개념을 이해하기

다차원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인식과 이미지는 개인의 지식, 신

위해 은유 표현을 끌어내는 개념을 ‘근원 영역’이라고 하고, 이해

념, 경험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되어 만들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되는 영역을 ‘목표 영역’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삶은 여행이다’

은유 분석 방법으로 연구대상자의 생각과 행동을 개념화하여 언어

라는 표현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삶’이 목표 영역이고 ‘삶’의 특성

치료사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여행’이 근원 영역이다. 최근 이러

특히 언어치료사를 양성하는 대학교는 언어치료사의 양성을 목

한 적합성으로 다양한 직업에 대해 은유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

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된 졸업생은 90%이상 언어치료사로

다(Lee et al, 2015; Song, 2017). 다양한 이미지 분석 방법 중

취업을 한다. 언어치료를 포함하여 보건계열 양성학과는 진학과 동

에 은유로 표현한 이유를 살펴보면 대상의 가치관, 경험 추구의

시에 직업이 정해지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어

방향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 것은 은유가 가지는

치료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직업적 측면에서 어떠한지 중점적으

경험적 특징으로부터 이후 사회 문화적 반향성과의 연결고리를 찾

로 파악하고자 고등학생과 언어치료 양성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

는데 적합함을 시사해주기 때문이다.

생의 인식과 이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언어치료사가 되기 위해

언어치료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언어치료에 대해 공부하면서 언어치료사

중재와 재활을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다학문, 다경험의 임상능력이

의 직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직업적 이미

요구되는 고도로 특화된 보건의료 및 교육 관련 적문직이다(Kim

지, 가치 등을 생각하게 된다. 고등학생과 예비언어치료사가 가진

et al., 2017). 언어치료사는 1992년부터 국내 민간 자격증으로

언어치료사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에 대한 정보는 국내 언어치료사

시작하여, 2012년 8월부터 법제화되어 장애인복지법을 바탕으로

의 현재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자료

국가자격으로 제도화 되었다. 언어치료사 자격의 국가 자격 전환으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

로 인해 언어치료사 양성 대학의 증가로 2014년 12월에 실시한

는 고등학생과 예비언어치료사를 대상으로 은유분석 방법으로 언

제 3회 이후부터는 2급 언어재활사 합격자가 한해 약 1,000~

어치료사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

1,200명

다.

184

정도이다(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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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Ⅱ. 연구 방법

이기 때문이다.”라는 빈칸 채우기 문장을 사용하였으

며, 제작한 질문지에는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주제와 무
관한 예시 5개(대입, 여행, 교수, 엄마, 도선사)를 함께 제시하여

1. 연구 대상

응답하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제작한 질문지는 은유분석 논문 작성
이 연구의 대상은 대구, 광주, 전라남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과 언어치료사를 양성하는 3년제 또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언어치료사로 하였다. 이 연구의 질문에
응답한 고등학생은 211명, 예비언어재활사는 235명이었으나 필수
응답이 빠져있거나 은유적 표현, 은유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기술
되지 않아 해석이 불가능한 응답을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은 고등학생 172명과 예비언어치료사 191명이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정보, 응답한 고등학생의 언어치료사에 대한 지
식, 응답한 예비언어치료사의 언어치료사 미래전망에 대한 견해를

경험이 있는 교수 2명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설문지는 지필과 온라인으로 응답할 수 있게 제작하였다. 온라
인 설문은 google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설문지는 고
등학생용과 예비언어재활사용으로 나누어 제작하였으며, 대상자의
기본 정보로 성별, 연령, 학년, 소속 기관을 수집하였다. 추가적으
로 고등학생에게는 언어치료사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5점 척도
로(전혀 모름, 거의 모름, 보통, 조금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조
사하였으며, 예비언어치료사에게는 언어치료사에 대한 미래 전망에
대한 견해를 5점 척도(매우 부정적, 부정적, 중간, 긍정적, 매우 긍
정적)로 조사하였다.

표 1과 같다.

3. 자료 수집

표 1. 연구대상 정보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N (%)

Category
Sex

High
school
student
(N=172)

Grade

Degree of
knowledge of
SLP

Gender

Sex
Pre-SLP
(N=191)

Prospective
future

2018년 9월 15일부터 12월 28일까지 연구자가 연구목적을 설

Male

28

(16.28%)

명하고 협조를 허락한 기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필방식으로 자

Female

144

(83.72%)

료를 우선 수집하였다. 예비언어치료사는 5개의 기관에서 자료를

1st

6

(3.49%)

수집하였으며, 고등학생은 전남의 2개 기관에서 지필방식으로 115

2nd

90

(52.33%)

부를 수집하여, 그 외 지역의 고등학생은 온라인방식으로 자료를
추가 수집하였다.

3rd

76

(44.19%)

Very

4

(2.33%)

Somewhat

43

(25.00%)

Average

36

(20.93%)

Somewhat less

63

(36.63%)

Not at all

26

(15.12%)

4. 자료 분석
은유분석을 위해 언어치료전공 교수 2인이 선행연구들(Jang &
Kim, 2016; Kenny & Lincoln, 2012; Kim & Kim, 2018;

Male

18

(9.42%)

Female

173

(90.58%)

1st

45

(23.56%)

2nd

70

(36.65%)

1단계: 은유적 표현 확인하기. 단어 혹은 구로 나타낸 표현이

3rd

62

(32.46%)

은유적이지 않은 경우, 은유적 표현과 그 이유의 서술이 문화적

4th

14

(7.33%)

혹은 물리적으로 맞지 않아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 주제를 벗어난

Very Positive

23

(12.04%)

Positive

95

(49.74%)

2단계: 은유적 표현 코딩하기. 고등학생과 예비언어치료사를 분

Neutral

67

(35.08%

리하여 선정된 모든 응답을 은유적 표현을 기준으로 고유번호를

Negative

6

(3.14%)

부과하여 엑셀파일로 정리하였다. 연구자들은 각자 은유적 표현과

Very Negative

0

(0%)

이유를 읽은 뒤 핵심 단어를 기록하였다.

Lim & Lee, 2017; Park & Hwang, 2018; Schmitt, 2005)을
참고하여 다음 5단계로 자료를 처리하고 분석하였다.

내용이 작성된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단계: 범주화하기. 고유번호가 부과된 은유적 표현은 지속적

2. 연구 도구

비교분석방법(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으로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유사한 유형끼리 묶었다. 각 은유적 표현은 하나의 잠정

언어치료사에 대한 고등학생과 예비언어치료사의 인식과 이미지

적 범주에만 배치하였으며, 범주를 정할 때 은유적 표현의 이유를

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은유분석 질문지를 개발하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빛’, ‘촛불’, ‘라이트’, ‘등대’ 등은 하나의

였다. 은유분석은 어떤 주제나 대상에 대한 언어적 은유 표현과

범주로 묶었지만, ‘빛: 햇빛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와

표현의 이유를 수집한 뒤 범주로 묶어 특정 집단의 사고패턴, 이

‘빛: 어둠 속 한줄기 빛과 같은 사람이니까’는 서로 다른 이미지를

해정도, 이미지 등을 알아보는 분석적 접근이다(Armstrong,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잠정적 범주가 다르다. 분석자는 각 범주를

2008; Jang & Kim, 2016; Park & Hwang, 2018). 일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상위 단어나 표현을 고민하면서 주관성을 최소화

문장 완성하기 과제를 사용하여 은유 표현과 표현의 이유를 수집

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별적으로 범주화작업을 하였다.

한다. 이 연구는 “언어치료사는

이다. 왜냐하

4단계: 범주화 재검증하기. 각 은유적 표현의 범주에 대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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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인의 의견일치도가 100%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읽고 토의

분석하여 3개의 상위 분류 기준에 따라 인성적 측면에서는 3개의

하여 범주를 다시 살펴보았다. 또한 범주가 연구에 목적에 부합하

범주, 직무적 측면에서는 2개의 상위 범주에 14개의 하위 범주,

는 지와 언어치료사의 인식이나 이미지를 요약하여 나타내는데 필

직업적 측면에서는 6개의 범주가 나타났다. 표 2에 범주별 빈도를

요한지를 논의하여 범주를 확정하고 범주의 상위 유목을 정하였다.

제시하였으며, 각 범주별 은유적 표현은 표 3, 표 4, 표 5에 제시

이 연구는 언어치료사의 이미지나 인식을 떠올린 서로 다른 관점

해 두었다.

이 3개 유형으로 나타나 ‘인성적 측면’, ‘직무적 측면’, ‘직업적 측

표 2를 보면 고등학생과 예비언어치료사 모두 ‘언어치료사’에

면’을 상위 유형으로 두었다. 지속적으로 각 범주를 통합할 수 있

대한 이미지나 인식을 도출하는 측면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는지를 토의와 협의를 거쳐 재분류하면서 직무적 측면의 여러 유

두 집단 모두 직무적 측면, 직업적 측면, 인성적 측면 순으로 은유

형을 ‘전문적인 구체적 직무 수행 전문가’와 ‘영향력 있는 추상적

적 표현을 많이 도출하였다. 고등학생의 72.67%, 예비언어치료사

직무 수행 전문가’로 통합하는 범주를 추가하였다.

의 68.59%가 직무에 관련한 은유적 표현을 하였으며, 직업에 관

5단계: 최종적으로 선정한 범주의 제목과 각 범주의 설명을 확

련한 은유적

표현은

고등학생의 10.46%,

예비언어치료사의

정하고, 각 상위 및 하위 범주별 빈도와 퍼센트를 산출하여 은유

19.37%가 하였다. 인성에 관련된 표현은 고등학생의 10.46%, 예

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비언어치료사의 12.04%에서 나타났다.

2. ‘언어치료사’에 대한 표현 도출 측면에 따른 범주

Ⅲ. 연구 결과
‘언어치료사’에 대한 은유분석을 통해 도출된 23개의 범주에 대
한 특성과 해당 은유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언어치료사’에 대한 은유 범주별 빈도수

1) 인성적 측면과 관련된 은유 범주

고등학생과 예비언어치료사의 ‘언어치료사’에 대한 은유 경향을
표 2. ‘언어치료사’에 대한 은유 범주별 빈도

Table 2. Frequency by metaphor category for 'speech-language pathologist'
Categories

Personality

Duty

Job

Patience and effort
Kindness and giving
Inclusive love
Planned executor
client-tailored service
provider
Model
an expert
Professional owner of
in
certain abilities
performing
professional
Speech Language
specific
Specialization expert
duties
Marvelous ability owner
Comprehensive
knowledge and skills
owner
Educator
an expert
Problem solver
in
Savior
performing
Coupler
influential
Helper of Life
abstract
Guide
duties
Emotional supporter
Necessary job
Private related job
Vague job
Visionary job
Hard job
Rewarding job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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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High school student
5 (2.91)
5 (2.91)
8 (4.65)
-

Pre-SLP
4
5
14
3

18(10.47)

(2.09)
(2.62)
(7.33)
(1.57)

5 (2.91)

3 (1.57)

2 (1.16)

4 (2.09)

2 (1.16)

4 (2.09)
37(21.51)

57(29.84)

15 (8.72)

9 (4.71)

11 (6.40)

125
(72.67)

2 (1.16)
10 (5.81)
10 (5.81)
15 (8.72)
14 (8.14)
6 (3.46)
4 (2.33)
29(16.86)
13 (7.56)
5 (2.91)
7 (4.07)
1 (0.58)
2 (1.16)
1 (0.58)

23(12.04)

88(51.16)

29(16.86)

9 (4.71)

131
(68.59)

25(13.09)
5 (2.62)
7 (3.66)
9 (4.71)
15 (7.85)
18 (9.42)
20(10.47)
10 (5.24)
12 (6.28)
5 (2.62)
4 (2.09)
3 (1.57)
3 (1.57)

172(100)

74(38.74)

37(19.37)

191(100)
363

'언어치료사'에 대한 은유분석 : 고등학생과 예비언어치료사 중심으로

고등학생과 예비언어치료사는 언어치료사가 가져야 할 것 또는

하기 때문

가지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인성적 측면에 대해 은유적으로 표
현하면서 언어치료사를 ‘인내와 노력’, ‘친절과 베풂’, ‘포용적 사

2) 직무적 측면과 관련된 은유 범주

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러한 것이 언어치료사의 대표적인

고등학생과 예비언어치료사는 언어치료사가 하는 일에 대한 추

특징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인 인성적 측면과 관련

상적이거나 구체적인 행동과 결과로 여겨지는 직무적 측면에 대해

된 언어치료사의 은유 범주별 빈도와 표현은 표3과 같다.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언어치료사를 ‘전문적 능력을 가진 사람’과

‘인내와 끈기’는 언어치료사가 대상자에게 언어치료를 제공하고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오랜 시간이

다. 표 2를 보면 두 집단 모두 언어치료사는 ‘전문적 능력을 가진

걸리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임을 의미한다. ‘인내와 끈기’로

사람’ 보다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

분류된 은유적 표현의 예는 다음과 같다.

았으나, 이러한 비율 차이는 고등학생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직

기다림의 미학: 환자를 치료하는 동안 치료효과가 빨리 나타나
지 않더라도 기다리고 인내해야하기 때문

무적 측면과 관련된 하위 은유 범주별 표현과 빈도는 표 4와 같
다.

나무: 나무에 열매가 맺듯이 환자를 위해 노력을 하다 보면 좋
은 열매를 맺기 때문

(1) 전문적인 구체적 직무 수행 전문가
‘전문적인 구체적 직무 수행 전문가’은 언어치료사를 말-언어,

표 3. 인성적 측면의 은유 표현과 범주별 빈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Table 3. Metaphor expression and frequency by category in
personality aspects

사람으로 보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대상자에게 체

Categories

Patience
and
effort

Group

Metaphorical expression

HSS

ants, esthetics of waiting,
clean water, persistence,
ocean

5
(12.20)

waiting person, tree,
striver, embroiderer

4
(9.76)

donor, wingless angel,
warm heart, smiler, angel

5
(12.20)

Pre-SLP

Kindness
and
giving

HSS

warm mind, warm heart,
sea, parents, lover, mom.,
sunshine, prevenance

another parent, rice
cooker, parents, love, love
Pre-SLP and passion, mother,
self-respect, second
protector, friend.
total

다. 또한 이러한 전문적 행위와 결과가 비전문가의 시선에서는 명
확히 이해되지 않아 신기한 능력의 소유자로 보여지는 인식과 이

tree, lavish tree, kind king,
5
Pre-SLP kind smile, devoted
(12.20)
person.
HSS

Inclusive
love

N (%)

계적인 개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

미지를 포함한다. 직무적 측면의 은유에서 두 집단을 통틀어
9
(21.95)

36.72%가 언어치료사를 ‘전문적인 구체적 직무 수행 전문가’로 인
식하였다. 이 범주의 하위범주로는 ‘계획적 실행자’, ‘대상자 맞춤
서비스제공자’, ‘모델’, ‘언어치료와 관련된 특정 능력을 소유한
자’, ‘말-언어의 특화 전문가’, ‘신기한 능력을 소유한 자’, ‘광범위

10
(24.39)

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자’가 있다. 각 범주의 의미와 예는 다음과
같다.
① 계획적 실행자

8
(19.51)

언어치료사를 대상자의 특성과 능력에 맞추어 미리 계획된 언어
22
(53.66)

14
(34.15)

치료를 실행하는 전문가로 인식하는 것으로 1.17%의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 범주의 은유적 표현은 모두 예비언어치료사에게서만
도출되었으며 구체적 예는 다음과 같다.
마술사: 현실에서 나타날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하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

41(100)

연극연출가: 대본을 짜듯이 치료방법과 강화물 등 미리 준비하
고 짜야 하며, 무대를 만들 듯이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

‘친절과 베풂’은 타인 또는 대상자에게 친절하고 자신의 것을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의미하며 은유적 표현
의 예는 다음과 같다.
미소지기: 미소로 사람들을 대해주기 때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대상자에게 베풀기 때문

② 대상자 맞춤 서비스제공자
언어치료사를 언어치료 대상자의 특성과 능력을 평가하여 개개
별적 목표를 설정하여 언어치료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인식하는 것
으로 3.13%의 비율을 차지한다.

‘포용적 사랑’은 타인 또는 대상자를 사랑해주거나 진심으로 따
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언어치료를 행하거나 타인
을 대하는 사람임을 의미하며 은유적 표현의 예는 다음과 같다.

산타: 산타처럼 누군가가 원하는 선물을 맞추어 주기 때문
틀니: 언어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맞추어져서 그 사람에게는
많은 일을 하기 때문

바다: 언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바다같은 마음으로 받아주기
때문
엄마: 엄마가 자식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각자의 아동들을 지도

③ 모델
언어치료사를 언어치료 대상자가 따라 해야 할 말, 언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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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행동 모델을 제공하는 전문가로 인식하는 것으로 2.34%의 비

④ 언어치료와 관련된 특정능력을 소유한 자

율을 차지한다.

언어치료사는 언어치료를 제공하는데 사용하는 특정 지식이나

부모님: 어린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말을 배우듯 언어치료사를
통해 말을 배우기 때문

기술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여러 언어치료 기술이나 전략의 일부분
으로 언어치료사를 인식하는 것이다. 2.34%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거울: 언어치료사가 제시하는 말로 아동의 언어가 발달되기 때문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표 4. 직무적 측면의 은유 표현과 범주별 빈도
Table 4. Metaphor expression and frequency by category in duty aspects
Categories

Metaphorical expression

Group

Planned
Pre-SLP
executor
HSS
client-tailored
service
Pre-SLP
provider
HSS
Model
Pre-SLP
HSS
Professional
owner of
An expert
Pre-SLP
certain abilities
in
Speech
performing
HSS
professional Language
specific Specialization Pre-SLP
expert
duties
HSS
Marvelous
ability owner Pre-SLP
HSS
Comprehensive
knowledge and
Pre-SLP
skills owner

Architects, magicians, theatrical director

3 (1.17)

Santa, pills, doctors, puzzles, puzzle guy

5 (1.95)

colored pencils, dentures, pocarisweat

3 (1.17)

mirror, parents
mirror, ink stick, children's mirror, parrot
Liberal arts person in natural sciences, friend

2 (0.78)
4 (1.56)
2 (0.78)

Liberal arts person in natural sciences, friend

4 (1.56)

Liberal arts person in natural sciences, friend

15 (5.86)

worry solver, appliance(2), helper, help, wizard, gift, doctor(2), gardener
wizard (8), magician (3)
magician(4), language magician(2), magician of language(2), white wizard
encyclopedia, writing case
miners, road-seekers, endless challenges, wizards, hourglass, rainbow(2),
infinite talent, problem-solving person, people trapped in the maze, sea,
learning paths, encyclopedias, rain clouds, examinees, students studying for
exams, onions(2), researchers, space, globe, sky, perfume
subtotal

Educator

HSS
Pre-SLP

Problem
solver

HSS
HSS

Savior
Pre-SLP
HSS
Coupler
Pre-SLP
An expert
in
performing
influential
abstract
duties

HSS
Helper
of Life

Pre-SLP
HSS

Guide

Emotional
supporter

Pre-SLP

HSS

Pre-SLP

9 (3.52)
11 (4.30)
9 (3.52)
2 (0.78)
25 (9.77)

3
(1.17)
8
(3.13)
6
(2.34)
6
(2.34)
24
(9.38)
20
(7.81)

27
(10.55)

94(36.72)

endless teaching, learning, teacher(7), book
plus, teacher(3), second mother.

10 (3.91)
5 (1.95)

15
(5.86)

screwdriver, hairdresser, counseling center, doctor(6) image-maker

10 (3.91)

10
(3.91)

street lights, savior(2), resurrection, new life, light of the world, fireman,
light in the darkness, a ray of light in the dark, Jesus, angel, God, a ray of
light, sunlight, hope
light, oasis in the desert, colored pencils, teacher in new world, fairy
grandmother, candle, hole that will rise even if the sky collapses
road, bridge(2), step-stones, microphones, gatekeepers, interaction(2), link
ring, cross bridge, key, Ojakgyo-Bridge, friends, communications network
road, communication broker, faucet, cross bridge, key(2), human, lef of
social relations, mouth, axon
training wheels, parents, touch, a helping hand, doctor, the
human-centered
life jacket, welcome rain, a helping hand, companion(2), fellow travelers,
step-stone, guardian, root, sandpaper, light of the world, handle, cart, the
companion of life, florist
guide, light, pathfinder, torch
guide(3), compass(2), navigation, lighthouse, lighthouse, pacemaker of the
Marathon player, rope, star, light, dictionary, guide(2), life map,
pacemaker, signpost
The power of conversation, drama, warm cream-soup, lavender, wizard,
magician, mind guide, mind doctor, light, red medicine, candy, Santa
Claus, handwarmer, forest(2), psychologist, pharmacy, fish cake soup, artist,
my home, music, preacher, happiness, happiness preacher, hope(3), a
shortcut to healing
expectation, tree(2), mind therapist, faith and responsibility, gift, child's
future, child's hope, cheerer, happiness preacher, hope(9), hope line
subtotal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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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15 (5.86)

22
(8.59)

7 (2.73)
14 (5.47)
9 (3.52)

23
(8.98)

6 (2.34)
15 (5.86)

21
(8.20)

4 (1.56)
18 (7.03)

29(11.33)

22
(8.59)

49
(19.14)

20 (7.81)
162 (63.28)
256(100)

'언어치료사'에 대한 은유분석 : 고등학생과 예비언어치료사 중심으로

친구: 친구와 노는 것처럼 딱딱하지 않은 수업을 하기 때문

① 교육자

현미경: 아동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언어치료사가 제공하는 행위가 교육자처럼 어떤 지식을 향상시
키거나 배우게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5.86%의 비율을

⑤ 말-언어의 특화 전문가
언어치료사는 언어치료 대상자의 말이나 언어를 발달시키고 회
복시켜 정상화시키는 전문가로 언어치료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말-

차지한다.
선생님: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뭔가를 가르치기 때문에
제 2의 엄마: 모국어를 가르쳐주는 엄마 이외의 사람

언어 담당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9.38%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전문적 능력을 가진 사람’의 하위범주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

② 문제 해결사

다.

언어치료사를 말이나 언어로 인해 생긴 직간접적인 문제를 해결

아나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니까

해주어 대상자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해주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교정기: 잘못된 어휘사용이나 발음을 올바르게 교정해주기 때문

것으로 3.91%를 차지한다. 이 범주의 은유적 표현은 단순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것들만 포함되어 고등학생에게서만 도출되었다.

⑥ 신기한 능력을 소유한 자

의사: 문제가 있는 것을 치료해주는 의사같은 사람이기 때문

언어치료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

상담소: 상담처럼 말을 하면서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

질적인 결과를 이끌며, 이는 특별한 전문 능력을 기반으로 한 행
위로 인식한다. 하지만 비전문가에게 이해되기 어렵기 때문에 언어

③ 구원자

치료사를 신기한 능력의 소유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7.81%의 비율

언어치료사를 대상자의 삶에 큰 변화를 이끄는 사람 또는 매우

을 차지한다.

힘든 상황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

마술사: 치료해주는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치료가 되기 때
문에
마술사: 무엇을 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신기하게 말을 잘 못하

게 해준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8.59%의 비율을 차지한다.
새생명: 다시 새로운 생명을 불어다 넣어주기 때문
요정할머니: 아동에게 치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선물하기 때문

는 친구들을 말할 수 있게 고쳐주기 때문
④ 연결자
⑦ 광범위 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자
언어치료사는 언어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
득하고 있으며, 지식과 기술에 기반하여 다양한 대상자에게 최적의

언어치료사는 말과 언어로 인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극
복하게 도와주어 단절된 세상과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8.98%의 비율을 차지한다.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인식하는 것이다. 10.55%의 비율을 차

문지기: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인 언어를 원활하게 사용

지하여 ‘전문적 능력을 가진 사람’의 하위 범주에서 가장 높을 비

할 수 있도록 환자를 이끌어줌으로써 환자가 밖으로 나

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 범주는 예비언어치료사에게서 높게 인식된

아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기 때문

범주로 고등학생과 예비언어치료사의 비율차이가 크다.

연결다리: 사람과 사람관계를 언어를 연결시켜주듯이 언어장애

무지개: 여러 색을 가진 다양한 케이스의 아동을 가르치기 위해

인에게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연결을 시

무지개처럼 다양한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켜주기 때문

때문
백과사전: 언어치료에 대해 모르는 게 없고 여러 언어장애의 원
인을 알고 그에 맞는 치료를 마치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내듯이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⑤ 삶의 조력자
언어치료사를 대상자의 삶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주어 보다
발전할 수 있게 다방면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으
로 8.20%의 비율을 차지한다.

(2) 영향력 있는 추상적 직무 수행 전문가
‘영향력 있는 추상적 직무 수행 전문가’는 언어치료사가 대상자
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말-언어를 넘어서서 대상자의 삶에 영향을

요정: 잘 보이지 않지만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기 때문
동반자: 아동이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함께 그 일을 헤쳐

미쳐 직간접적으로 대상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상자가

나가며 아동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기 때문

정서적으로 위안을 받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언어치료사의 행위가 추상적으로 타

⑥ 안내자

인을 교육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또한 포함

언어치료사를 대상자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알

한다. 직무적 측면에서 두 집단을 통틀어 63.28%가 언어치료사를

려주는 사람, 현재의 어려움을 탈출하는 길을 안내할 뿐 아니라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인식하였다. 이 범주의

미래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8.59%의 비율을

하위범주로는 ‘교육자’, ‘문제 해결사’, ‘구원자’, ‘연결자’, ‘삶의 조

차지한다.

력자’, ‘안내자’, ‘정서적 지지자’ 가 있다. 각 범주의 의미와 예는
다음과 같다.

길잡이: 언어에 불편함이 생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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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대상자의 언어를 좋게하는 길잡이이기 때문

표 5. 직업적 측면의 은유 표현과 범주별 빈도

⑦ 정서적 지지자

Table 5. Metaphor expression and frequency by category in job
aspects

언어치료사를 대상자의 말-언어 문제의 해결을 통해 대상자에게

Categories

Group Metaphorical expression

편안함, 안정감, 희망 등과 같은 심리·정서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사람 혹은 치료를 할 때 심리·정서적 측면을 중요시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19.14%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

HSS

는 사람’의 하위 범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러한 인식은 예
비언어치료사보다 고등학생에게서 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마음의 인도자: 언어치료로 환자의 다친 마음까지 치료해 주기

Necessary
job

때문
자신감: 언어장애로 사람들과 대화가 어려워 자존감이 많이 떨어
진 사람들에게 치료를 통해 자신감을 줄 수 있기 때문

의 직업적 측면에 관련된 은유적 표현을 하였다. 언어치료사를 특
정 직업으로 인식하고 직업의 비전, 타 직업과의 차별성, 사회적
필요성, 직업의 이해정도 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언어치료사
라는 직업을 ‘비전있는 직업’, ‘보람된 직업’, ‘필요한 직업’, ‘모호

5
(7.58)

dream, me, my dream,
my future job,
challenge, door,
Pre-SLP
future(2), backpack,
start, difficult my way,
happy my job

12
(18.18)

Study, another's
building, fog,
unexpected chicken,
distant country, the
unknown world, space

7
(10.61)

Black, sweet potatoes,
Pre-SLP sunglasses, riddles,
children

5
(7.58)

한 직업’, ‘힘든 직업’, ‘사적으로 관련된 직업’으로 인식하는 경향
을 보였다. 표 2를 보면 두 집단 모두 언어치료사를 ‘필요한 직업’
(34.85%)또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관련된 직업’(25.76%)으로 인식

HSS
Vague job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적 측면의 은유 범주별 표현과
빈도는 표 5와 같다.
(1) 필요한 직업
언어치료사를 언어의 중요성과 언어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사
회적 존재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직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HSS
Visionary
job

안경: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꼭 필요한 안경을 찾는 것처
럼 언어치료사도 언어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꼭 필

sweat, mathematics

2
(3.03)

Emotional Laborer,
Pre-SLP
service, black hole

3
(4.55)

Hard job

요한 전문가이기 때문

(2) 사적으로 관련된 직업

4
(6.06)

HSS

물: 물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렵듯이 언어치료사의 도움이 절실
히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

1
(1.52)

cave, bitcoin, impossible
future

Pre-SLP

34.85%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mine

HSS
Rewarding
job

laundry

Diet, mountain climber,
Pre-SLP
healing.

언어치료사를 사회적 역할이나 직무에 관계없이 자신이 가지고

total

있는 사회적 관계, 자신의 삶에서의 의미, 자신과의 심리적 거리에

23
(34.85)

10
(15.15)

my older sister(2), star,
outside, sister's future

3) 직업적 측면과 관련된 은유 범주
Private
related job

Rh blood, cold medicine,
escape rope, another
parent, water, fire,
13
glasses, key, electricity,
(19.70)
pick-pockets, necessity
(2), sky

Water(4), underwear,
spoons, glasses, walking
Pre-SLP sticks, essential
intellectuals, essential
nutrients
HSS

고등학생의 16.86%와 예비언어치료사의 19.37%가 언어치료사

N (%)

-

1
(1.52)
3
(4.55)

17
(25.76)

12
(18.18)

5
(7.58)

5
(7.58)

4
(6.06)

66(100)

따라 인식하는 것으로 25.76%의 비율을 차지한다.
아웃사이드: 관심이 없었던 직업
누나: 누나가 언어치료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미래: 지금 배우고 있는 나의 미래 직업이기 때문

(4) 비전있는 직업
언어치료사를 지금보다 미래에 발전적일 가능성이 있는 직업으
로 인식하는 것으로 7.58%의 비율을 차지한다.
불가능한 미래기계: 사람대 사람으로 상담하고, 이야기하며 적

(3) 모호한 직업

합한 치료를 직접 행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언어치료사의 사회적 역할과 구체적인 직무에 대해 이해하기가

미래기계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

어렵거나 알고 있지 않아서 언어치료사에 대한 어떠한 인식이나이

광산: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잠재력이 있는 직업

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것으로 18.18%의 비율을 차지한다.
고구마: 언어치료를 알면 알수록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기 때

(5) 힘든 직업

미지의 세계: 그 분야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언어치료사로 일을 하는 것이 노동의 대가가 충분하지 않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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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측면에서 어렵고 힘들게 인식하는 것으로 7.58%의 비율을 차

료 대상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이다. 대부분의

지한다.

추후에 언어치료사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가들 스스

봉사: 적은 임금에 많이 힘들기 때문

로 전문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실천하고 책임지도록 직무적 측

수학: 수학처럼 언어치료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 같

면에서 고취 시켜야 할 것이다. 언어치료는 언어를 습득하거나 처

기 때문

리하는 과정의 결함으로 다른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단과 훈련을 실시하는 일련의 전문적인 행위로 정의

(6) 보람된 직업

하였다(Kim, 2007). 인간의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서비스산

언어치료사는 힘든 직업이지만 일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람을

업 분야이다. 다른 산업에 비해 전문인력에 의존적인 특성을 가지

느낄 수 있는 직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6.06%의 비율을 차지한다.

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는 이는 서비스가 사람이나 장소, 시간에

빨래: 언어치료를 해주는 것은 힘들어 보이지만 환자가 치료되

따라 차이가 난다(Park et al., 2011). 전문가의 역량이 서비스에

면 보람을 느끼는 것이 빨래와 같기 때문

미치는 영량력이 크고 언어재활사 이미지 분석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시작과 과정이 어려워 포기하고 싶지만,

다. 언 언어치료 대상자들이 대부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고나면 잃고 싶지 않고 뿌듯한

있거나 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갖고 있다. 이런 대상자를 치료하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장애아동과 언어치료사의 시작은

언어치료사에 대해 이는 고등학생과 예비언어치료사 모두 구체적

어렵지만 어려운 만큼의 뿌듯함, 성취감을 얻을 수

직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여 도움

있기 때문

을 주거나 향상을 도와주는 역할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인성적 측면에서 언어치료사는 ‘인내와 노력’, ‘친절과 베
풂’, ‘포용적 사랑’을 가지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

Ⅳ. 논의 및 결론

었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치료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언어재활사의
이미지를 분석한 Lee(2016)의 연구결과에서 언어치료사를 끈기와

본 연구는 고등학생과 예비언어치료사를 대상으로 언어치료사에

인내, 무지개, 친구, 수험생 등으로 표현한 것과 유사하였다. 언어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언어치료사의 사

치료는 인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분

회적, 직업적 위상을 인식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야이다. 언어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아동부터 성인까지 다양

하였다. 은유분석 결과에 따른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등

하나 국내 언어치료 제공기관의 유형 조사에 따르면 병원보다 사

학생과 예비언어재활사가 가지고 있는 언어치료사에 대한 인식과

설센터, 복지관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Kim et al,

이미지는 인성적 측면, 직무적 측면, 직업적 측면 3가지로 나누어

2018)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언어치료의 이미지가 보편적일 것으로

졌다. 직무적 측면에 관련된 은유 표현이 고등학생과 예비언어치료

여겨진다. 또한 국내 언어치료는 바우처 제도로 보다 확장되었기

사 모두 약 70%내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차 순위로 직업적 측

때문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차원의 사회복지 서비스로 인식

면, 인성적 측면과 관련된 은유 표현이 20% 이내로 나타났다. 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언어치료의 특성이 반영되어 언어치료사

는 예비언어치료사와 고등학생들은 언어치료사를 전문 직업으로

를 약자나 장애가 존속되는 사람을 도와주는 전문가로 여기고 인

생각하고 있으며, 특정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성적 측면의 중요함이 표현된 것으로 여겨진다. Hwang 등(2016)

수 있다.

은 언어재활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한 기본적 소양으로 인성, 인내

첫째, 직무적 측면에서 언어치료사는 ‘전문적인 구체적 직무 수

성, 봉사정신, 대인관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행 전문가’(36.72%)와 ‘영향력 있는 추상적 직무 수행 전문

Sim(2016)은 언어치료사의 태도에 관련된 직무로는 침착서을 유

가’(63.28%)로 인식되고 있었다. 고등학생과 예비언어치료사 모두

치하는 태도, 세밀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대상자에 요구와 감정

언어치료사를 명확한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표현하기 보다는

에 민감한 태도, 윤리적이고 정직하고 도전과 책임이 있는 태도

대상자에게 어떠한 긍정적이거나 큰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로 인식

등이 포함된다. 언어치료사는 약자나 영속적인 어려움을 가진 대상

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에게 언어치료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직무적 역량 못지않게 인

‘영향력 있는 추상적 직무 수행 전문가’으로 언어치료사를 인식

성적 특성이 중요한 전문가이다. 이에 언어치료사와 언어치료 양성

하는 경향을 보였다. 언어치료사에 대한 이미지는 언어치료를 전혀

및 관리 기관은 언어치료사의 인성적 측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언

경험하지 않은 고등학생 혹은 언어치료 양성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어치료사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적이고 윤리적 행동지침을 구체화

학생들 모두 언어치료사에 대해 받은 ‘느낌’, ‘심상’, ‘영상’, ‘인상’

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에 대해 의사소통을 향상시켜주는 전문가로 생각하거나, 장애를 가

셋째, 직업적 측면에서 언어치료사는 ‘비전있는 직업’, ‘보람된

지고 있는 대상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으로 인

직업’, ‘필요한 직업’, ‘모호한 직업’, ‘힘든 직업’, ‘사적으로 관련

식하고 있었다. 또한 고등학생이 예비언어치료사 보다 높은 비율로

된 직업’으로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두 집단을 통틀면 ‘필요

언어치료사를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한 직업’(34.85%)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이 나타났다.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2014)은 언어치료사의 직무는 치료, 진

Byeon 등(2009)은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서비스

단/평가, 행정업무, 연구/개발, 교육/협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유형이다. 전체 인구의 약 5%가 언

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언어치

어장애를 갖고 있으며, 장애인의 유형이 많은 만큼 증상이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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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서비스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Kim 등(2005) 또한 다양한
재활서비스 유형 중 부모, 특수학교 교사, 특수학급 교사 모두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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