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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언어재활사는 2012년 8월부터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언어재활

사 국가자격의 법제화가 시행되었다. 특례시험과 9회에 걸쳐 언어

재활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언어재활사는 16,600명 정도이고, 매

년 1,000명 이상의 언어재활사가 배출되고 있다. Kim 등(2013)은 

‘언어재활치료서비스 영역에서 서비스 요구도가 가장 높은 언어재

활서비스를 위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검증받은 언어재활 전문가의 양성이 필수적이다’라고 하였다. 최근 

교육계는 직무 성과나 삶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지능’보

다는 ‘역량’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하며 고등 교육에

서도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개발과 적용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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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19). OECD(2003)는 핵심역량을 ‘모든 인간이 전반적인 

생애에 걸쳐 성공적인 삶을 성취하는데 핵심이 되는 역량’이라고 

정의하며, 교육을 통해서 핵심역량의 제고를 강조하였다. 역량은 

고성과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다양한 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재활사의 역량이란 성공적인 중재를 수행하

기 위해 언어재활사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동기, 태도, 가치 

및 성격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행동 특성이라고 정의하였

다(Shim, 2016). 또한 Kim 등(2013)은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시험

에서 언어치료 관련 학과를 졸업한 신규 졸업자들의 언어치료 직

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언어치료 임상현장

에서 요구되는 기본 직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

한 그러한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공지식, 임상능력, 태

도 등을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체계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의 전공 교육과정에도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이 

필요하고, 국가자격 시험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Park(2006)은 언어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언어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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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치료프로그램 보다는 언어치료를 실시하는 언어재활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언어치료사의 전문성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언어재활사들은 전문성의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

고, 서비스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문제해결과정에 필요한 ‘실천기

술’에 대한 전문성이 ‘조직업무’에 필요한 전문성보다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언어재활사의 전문성에 대한 개념정리 및 전문성인식에 

관한 평가 척도 개발과 다면적인 평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Kim 

& You, 2011). Park(2017)은 언어재활사의 전문성과 역량에 관

한 인식 연구에서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하는 업무수행 능력, 전문적 정보수집력, 동료 관계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언어재활사의 역량에 관한 명확한 개념 확

립과 그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

였다. O*NET(2012)에서는 언어치료사가 함양하여야 할 직업적 

및 내면적 역량에 관한 설문 연구에서 총 43개의 역량에서 중요도

가 수행 수준보다 높게 산출되었다는 연구를 통해 언어치료사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적 및 내면적 역량을 사용하여야 한

다고 하였다(Jeon et al., 2013). 이와 같이 언어재활사의 핵심역

량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우수한 언어재활사 양성을 위

한 지식, 기술, 태도에 관한 핵심역량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자들은 언어재활사의 핵심역량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언어재활사 역량에 관한 인식 

연구들은 대부분 리커드 척도를 이용한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역량 연구의 폐쇄형 질문은 일반적으로 응답 

범주를 제공하여 개방형보다 더 명확하고,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한 

준거기준 및 응답범주 간 구체적인 차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응답

의 신뢰성을 부여하고 통계적인 분석을 용이하게 도출하지만, 응답 

범주를 사전에 파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Fink, 1995, 

as cited in Kim et al., 2017). 개방형 설문은 범주 분석의 어

려움, 결측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폐쇄형 질문보다 다양

한 답변도출, 응답자의 답변에서 인용 자료를 도출하거나 응답의 

범주를 제한하기 어려움이 있을 때 적합하므로 개방형 설문지를 

이용한 핵심역량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우수한 언어재활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언어재

활사의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언어재활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지식, 기술, 태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

은 우수한 언어재활사 양성 및 언어재활사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 

언어재활사의 핵심역량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에 현장 언어재활사들

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지를 사용하여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

을 분석하여 언어재활사의 핵심역량을 파악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

가 있다. 본 연구가 언어재활사를 양성하는 언어치료학과와 언어재

활사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근거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들에게 언어재활사의 핵심역량 도출을 위해 개방

형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한 응답자 중 성실하게 

답변한 응답자는 총 207명이었고, 이 응답자들의 근무처, 근무

지역, 성별, 연령, 최종 소지 자격증, 최종학위, 경력 유형, 총 

경력 등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Category n (%)

Gender
Female
Male

178 (86.4)
29 (13.6)

Age

20~29 year
30~39 year
40~49 year
50 year ≤

47 (22.8)
82 (39.8)
53 (25.7)
24 (11.7)

Type of 
workplace

Private rehabilitation center
University
Hospital
Welfare center
Other

112 (54.6)
35 (16.6)
26 (12.7)
12 ( 5.9)
21 (10.2)

Region

Seoul &　Gyeonggido 
Gyeongsangdo & Gangwondo
Chungcheongdo 
Jeonllado & Jeju 

70 (34.0)
54 (26.2)
8 ( 3.9)

75 (35.9)

Position
Director
Professor
Speech pathologist

26 (12.5)
43 (20.7)

171 (82.6)

Certificate level
Level 1
Level 2

87 (41.7)
120 (58.3)

Education level

College graduate
Master
Doctor
Other

79 (38.3)
79 (38.3)
42 (19.9)
7 ( 3.4)

Career

Less than 1 year
1~less than 5 year
5~less than 10 year
10~less than 15 year
15~less than 20 year
More than 20 year

2 (  .9)
62 (30.0)
69 (33.3)
33 (15.9)
13 ( 6.3)
28 (13.5)

Total  207 (100)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86.4%)이 남성(13.6%) 

보다 많았고, 연령대는 30대(39.8%)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근무처

는 사설언어치료실(54.6%)이 가장 많았으며, 근무지역은 수도권

(34.0%)과 전라도 지역(35.9%)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경력유형은 

고용된 언어재활사(82.6%)가 가장 많았고, 언어재활사 자격증은 2

급(58.3%)이 1급(41.7%) 소지자 보다 많았다. 학력은 학사와 석사

(38.3%)가 동일하게 나타났고, 언어치료 경력은 5년 미만(30.0%), 

5~10년 미만(33.3%), 10~15년 미만(15.9%)으로 나타났다. 

2. 검사 도구

언어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언어재활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핵심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언어재활사들이 핵심역량(지식, 기

술, 태도)을 기술하는 개방형 설문지를 구안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중등교사의 직무역량에 관한 Han 등(2008)과 

Sung 등(2009)의 개방형 설문지를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연구자들

은 언어재활사 5명에게 개방형 설문지를 사용한 예비 조사에서 핵

심역량의 지식, 기술, 태도의 개방형 질문에 기술하는 주관식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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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 설문지에는 개방형 질문에 응

답자들이 답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태도의 영역별 각

각 예시 답변을 2개 이상 제시하였다. 설문지에 제시된 영역별 역

량 예시는 언어재활사의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핵심역

량 중에서 지식, 기술, 태도의 정의에 적절하고 각 영역을 잘 나타

내는 역량을 선정하였다. 예를 들면, 지식 측면 예시는 ‘각 장애유

형별 특성에 따른 일반적 지식, 의사소통장애 검사도구의 이해’, 

기술 측면 예시는 ‘검사도구 선정 능력, 상담(대상자 및 보호자 상

담)’, 태도의 측면 예시는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윤리적 태도, 사명감’을 제시하였다. ‘언어재활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에 관한 질문지’의 최종안은 Appendix 1에 제

시하였다. 

3. 실험 설계

1) 실험 절차

언어재활사의 핵심역량 도출을 위한 개방형 설문지 조사 기

간은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였다. 언어재활사 국가

자격증을 소지한 응답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Google 문서 도구를 활용한 개방형 설문지를 SNS를 통해 배포

한 후, 설문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조사는 응답자가 언어재

활사의 핵심역량 3문항을 주관식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사용하

였고, 수집된 답변 중 성실한 응답으로 판정되는 207부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4. 결과 처리

언어재활사의 핵심역량을 분석하기 위해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법은 개방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 

절차로 이루어진다(Kim & Jung, 2020; Yoo et al., 2012). 자

료의 분석은 Google 문서의 엑셀파일을 사용하여 코딩을 하였

다. 응답자들의 주관식 답변 내용은 연구 대상자의 기본사항, 

지식, 기술, 태도 순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응답은 설문지에 제시된 예시의 직무역량과 동

일한 개조식 답변이 대부분이었으나 문장으로 기술한 답변도 모두 

엑셀에 전사하였고, 연구자들이 함께 검토하면서 응답을 분석하였

다. 엑셀에 전사된 응답 내용들은 모두 초기 코드로 분석하였

다. 초기 코드 분석 후 유사한 의미를 지닌 코드들을 하위 범

주로 구분하였고, 다시 하위 범주를 함의하는 상위 개념의 범

주로 생성하였다. 지식, 기술, 태도 영역에서 분류된 코드들 중

에서 지식, 기술 영역에 중복되는 코드가 많이 도출되었다. 최

종 언어재활사 핵심역량은 훈련과 교육으로 향상되어질 수 있

는 지식과 기술 영역 그리고 태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언어재활사들이 답변한 원 자료에서 

초기 코드, 하위범주, 상위범주, 최종 범주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핵심역량을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언어재활사의 핵심역량: 지식, 기술, 태도

언어재활사의 핵심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개방형 질문지의 코딩 결

과 207명에 대한 코드를 분석하고 초기 코드들을 유사한 코드들로 

묶어 분류하였다. 초기 코드들은 유사한 코드들을 범주로 묶어 

기식, 기술, 태도별로 하위범주, 상위범주로 범주화한 결과는 

Appendix 2, 3, 4에 제시하였다.

1) 핵심역량: 지식

지식 영역의 하위범주는 ①장애영역별 지식, ②장애특성에 

대한 지식, ③아동발달 지식, ④언어장애 관련 영역 지식, ⑤언

어장애 기초지식, ⑥언어발달 지식, ⑦의사소통 지식, ⑧언어검

사 지식, ⑨언어평가 지식, ⑩언어치료접근법, ⑪기타 지식의 

11개 요소로 범주화되었다.

각 장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장애영역별 이해, 장애군에 

대한 전반적 이해, 진단명에 따른 일반적인 지식, 장애유형별 

전문지식, 장애에 대한 이해도, 기본적인 장애에 대한 지식, 장

애유형별 원인에 대한 지식은 ①장애영역별 지식으로 분류되었

다. 장애아 특성 이해, 장애의 기본적인 특성, 장애유형별 특성

에 따른 지식, 중복장애군에 나타나는 특성, 장애유형 특성에 

대한 이해,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일반적인 지식, 자폐장애/

지적장애/구개열 등의 장애유형별 특성은 ②장애특성에 대한 

지식으로 분류되었다. 신체 및 인지발달에 대한 지식, 일반아동 

발달 단계에 대한 지식,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이해,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의 정상 발달에 대한 지식은 ③아동발달 지식으

로 분류되었다. 놀이 발달에 대한 폭넓은 이해, 문제행동에 대

한 지식, 다른 재활 분야에 대한 기본지식, 기본적인 심리에 대

한 이해, 대상자(아동, 성인, 노인)의 심리 이해, 주의집중력/심

리/운동 등에 대한 이해는 ④언어장애 관련 영역 지식으로 분

류되었다. 심리학 및 언어학 지식, 말-언어 관련 해부학적 지

식/의학적 지식, 대뇌 언어 기능에 대한 지식은 ⑤언어장애 기

초지식으로 분류되었다. 정상 언어발달에 대한 지식, 조음, 언

어, 유창성 등의 발달 지식, 언어발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

해, 연령별 언어발달 이해, 다문화 등의 언어발달 이해는 ⑥언

어발달 지식으로 분류하였다. 의사소통 영역에 관한 지식, 의사

소통 발달에 관한 지식은 ⑦의사소통 지식으로 분류되었다. 검

사도구(검사목적, 사용방법, 채점법)에 대한 이해, 언어검사 종

류, 연령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검사도구에 대한 지식, 의사소

통장애 검사도구의 이해, 적절한 평가도구 선택과 분석, 장애 

유형별 감별 진단법, 다양한 검사도구의 대상 및 실시방법 이

해, 검사목적과 검사도구 사용방법, 장애 진단과 관련된 최근 

지식, 언어장애 평가영역 및 평가방법에 대한 지식은 ⑧언어검

사 지식으로 분류되었다. 장애유형별 진단기준 이해, 대상자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또래 규준지식, 언어진단도구 활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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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해석, 진단 목적과 실시 방법 및 해석 방법,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및 진단보고서 작성 지식은 ⑨언어평가 지식으로 분

류되었다. 장애유형별 일반적인 치료접근법에 대한 지식, 언어

장애 영역별, 장애에 따른 치료이론, 의사소통장애 영역별 치료

접근법에 대한 지식, 영역별 치료기법 등 언어치료의 전반적인 

지식, 다양한 치료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장애유형 및 특

성에 따른 언어중재방법, 근거에 기반한 임상학적 및 언어치료 

사례 이해, 치료목표 설정 및 중재 방법에 관한 지식, 검사결과

에 따른 적절한 장단기목표 수립하기, 치료계획, 중재법, 치료

관련 보고서 작성 지식은 장ㆍ단기목표계획, 장애별 치료접근

방법에 관한 지식은 ⑩언어치료접근법으로 분류되었다. 언어재

활서비스 정책 및 바우처 이해, 언어재활사 자격제도, 관련 법

규, 온라인 수업 관련 도구와 방법에 대한 지식, 보완대체의사

소통(AAC), 유형별 상담지식은 ⑪기타 지식으로 범주화되었다.

2) 핵심역량: 기술 

기술 영역의 하위범주는 ①언어평가 능력, ②언어치료 능력, 

③업무수행 능력, ④상담, ⑤부모교육, ⑥요구 파악, ⑦대처능

력, ⑧정보 탐색, ⑨경청, ⑩말하기, ⑪협력의 11개 요소로 범

주화되었다.

선별검사도구 적용 및 해석, 언어 문제에 대한 선별, 대상자 

인터뷰 및 관찰평가 능력, 의사소통장애 진단평가 도구 적용 

능력, 언어장애 영역, 연령, 중등도,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도구 

선정 능력, 대상자에게 적절한 검사도구 선정검사 및 검사도구 

실무 능력, 공식적 및 비공식적 평가 실시 능력, 표준화검사 및 

비표준화 평가 실시 능력, 새로운 검사 도구에 대한 이해와 활

용 능력은 ①언어평가 능력으로 분류되었다. 치료 목표와 계획 

수립, 회기 내 활동 계획 능력, 대상자에 적절한 중재 기법 선

정 및 실시 능력, 언어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한 기술 능력, 교

재교구선정 및 교재교구 활용능력, 언어치료 촉진환경 파악 기

술, 대상자의 문제행동 분석 및 행동중재기법 적용능력, 아동에

게 필요한 중재 기법 선정 및 적용능력, 아동의 특성별 중재법 

및 아동중심의 상호작용방법,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따른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목표 수립능력은 ②언어치료 능력으

로 분류되었다. 각종 보고서 및 계획서(문서)작성 능력, 개별화 

언어치료 프로그램 작성 능력, 직무 관련 새로운 정보를 위한 

검색 능력, 바우처 관련 서류 작성능력, 다문화 지원 등의 언어

치료 직무 파악 능력, 전문성을 갖춘 보고서 작성 능력은 ③업

무수행 능력으로 분류되었다. 각 장애별 특성 관련 상담 및 부

모상담, 대상자와의 소통 방법, 보호자 상담 및 대상자 상담 능

력, 보호자와 치료과정을 공유하여 치료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

는 상담, 내담자의 상태 및 앞으로의 중재 방향 등을 정확하고 

쉽게 전달하는 능력은 ④상담으로 분류되었다. 보호자가 원하

는 정보제공ㆍ양육태도를 위한 부모교육, 치료 연계를 위한 부

모교육, 보호자 상담에 대한 다양한 기술, 의사소통장애아동 부

모상담은 ⑤부모교육으로 분류되었다. 양육자 및 대상자 요구 

파악, 관련 전문가 요구 파악, 인터뷰 기술은 ⑥요구 파악으로 

분류되었다. 돌발상황에 관한 문제해결 기술, 복잡한 문제해결 

기술, 문제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치료 중 발생하는 다양한 돌

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법은 ⑦대처

능력으로 분류되었다. 직무 관련 새로운 정보를 위한 검색 능

력, 대상자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서 관련된 정보를 검토 및 

해결 능력, 치료사간 정보 공유, 올바른 정보제공, 최신정보 습

득은 ⑧정보 탐색으로 분류되었다. 상담시 경청, 부모교육시 경

청은 ⑨경청으로 분류되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 전문 

용어나 치료법을 쉽게 설명하는 능력, 상담시 상세하나 쉽게 

설명, 예시 많이 들기, 부모교육시 효과적인 내용 전달방법, 보

호자 상담시 내담자의 상태 및 앞으로의 중재 방향 등을 정확

하고 쉽게 전달하는 능력, 보호자가 이해하기 쉬운 상담, 다른 

전문과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기술은 ⑩말하기로 분류되었다. 

팀접근 교류능력, 동료 및 타 전문가와의 소통 기술,  특수교사 

및 타 영역 치료사와의 교류, 연계되어 필요한 치료나 교육 제

안, 관련 전문분야 이해 및 치료 연계, 재활치료 관련 학문과의 

통합적 중재 능력은 ⑪협력으로 범주화되었다.

3) 핵심역량: 태도 

태도 영역의 하위범주는 ①긍정 및 수용적 태도, ②인성, ③공감, 

④책임감, ⑤사명감, ⑥자기개발, ⑦성찰, ⑧직업윤리, ⑨이해와 존

중, ⑩윤리의식, ⑪정직, ⑫인권, ⑬자율성의 13개 요소로 범주화되

었다.

치료와 상담시 밝고 긍정적인 태도, 대상자에 대한 수용적이

고 열린 태도, 인간관계에 포용력, 언어장애인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는 ①긍정 및 수용적 태도로 분류되었다. 대상자를 

차별하지 않는 태도, 언어재활사로서의 효능감, 이타심, 인류애, 

친절, 정보 수집시 세심한 배려, 성실성, 신뢰, 소통, 동등한 인

격체로 대우하는 자세,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는 ②인성으

로 분류하였다. 소통, 상호작용, 관계형성, 대상자, 보호자와의 

라포 형성, 배려심, 마음읽기, 상담시 경청하는 태도,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 정서적인 공감과 위로, 공감과 수

용적 태도는 ③공감으로 분류되었다. 전문가로서의 책임감, 아

동 및 성인대상자에 대한 책임감, 대상자의 일생의 한 부분을 

책임진 자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과 책임감, 전문가와 서비스제공자로

서의 대한 균형감은 ④책임감으로 분류되었다. 직업에 대한 사

명감과 의욕적 태도, 언어재활사로서의 소명의식, 전문가로서의 

책임감, 언어재활사로서의 신념, 언어재활사로서의 긍지는 ⑤사

명감으로 분류되었다. 꾸준한 노력, 끊임없는 자기개발, 노력

(대상자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과 연구), 의욕적 태도는 ⑥자기

개발로 분류되었다.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자기점검 태도, 자신

의 치료에 대한 자기모니터링하기는 ⑦성찰로 분류되었다. 직

업윤리의식, 대상자의 비밀보장, 언어재활사 윤리강령 준수, 장

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은 ⑧직업윤리로 분류되었다. 대상자

에 대한 존중, 대상자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존중, 치료

사들 간의 존중,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동등한 인격체로 대

우하는 자세는 ⑨이해와 존중으로 분류되었다. 개인정보 보호, 

윤리적 가치관, 아동에 대한 윤리적 접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자세, 중립적 자세는 ⑩윤리의식으로 분류되었다. 정

직하고 개방적인 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 성실성, 진



국내 언어재활사의 핵심역량 분석

129

실성, 진정성, 객관성은 ⑪정직으로 분류되었다. 인권 의식, 인

권에 대한 이해, 대상자의 인권 보호, 대상자와 보호자들과 신

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대상자들을 평등하게 대하기, 준법정

신은 ⑫인권으로 분류되었다. 개방적 태도, 적극성, 적극적 참

여, 도전적 자세는 ⑬자율성으로 범주화되었다.

2. 언어재활사의 핵심역량 범주화 

지식, 기술, 태도 영역의 하위 범주화된 코드들은 다시 상위

범주로 분류되었다. 지식 영역의 상위범주는 5개, 기술 영역의 

상위범주는 5개, 태도 영역의 상위범주는 4개로 분류되었다. 

지식 영역의 상위범주는 장애영역별 지식과 장애특성에 대한 

지식을 묶어서 장애 이해 및 장애영역의 전반적인 지식으로, 

아동발달 지식과 언어 관련 영역 지식을 묶어서 관련 전문 분

야 지식으로, 언어치료 기초지식, 언어발달 지식, 의사소통 지

식을 묶어서 말-언어 기초지식으로, 언어검사 지식과 언어평가 

지식을 묶어서 언어검사 및 진단 지식으로, 언어치료접근법과 

기타 지식을 묶어서 언어치료방법으로 상위 범주화되었다.

기술 영역의 상위범주는 언어평가 능력, 언어치료 능력, 업

무수행 능력을 묶어서 언어치료 실무능력으로, 상담과 부모교

육을 묶어서 상담 및 부모교육으로, 요구파악과 대처능력을 묶

어서 문제해결로, 정보 탐색은 그대로 정보 탐색으로, 경청, 말

하기, 협력은 소통 및 협력으로 상위 범주화되었다.

태도 영역의 상위범주는 긍정 및 수용적 태도, 인성, 공감을 

묶어서 일반적 자질로, 책임감, 사명감, 자기개발, 성찰, 직업윤

리를 묶어서 전문가적 자질, 이해와 존중, 윤리의식, 정직을 묶

어서 윤리로, 인권과 자율성을 묶어서 인권 존중으로 상위 범

주화되었다.

역량의 상위범주들을 관련된 영역으로 재 범주화한 결과 지

식, 태도 영역은 2개 역량으로 기술 영역은 3개로 최종 범주화

되었다. 지식 영역은 장애이해 및 장애영역의 전반적인 지식과 

관련 전문 분야 지식을 묶어서 말-언어장애 이해 역량으로, 언

어검사 및 진단지식과 언어치료방법 지식을 묶어서 언어진단 

및 치료 역량으로 최종 범주화되었다. 기술 영역은 언어치료 

실무능력과 상담 및 부모교육을 묶어서 치료실무 및 상담 역

량, 문제해결과 정보 습득력을 묶어서 문제해결 역량으로, 소통 

및 협력은 의사소통 역량으로 최종 역량으로 범주화되었다. 태

도 영역은 일반적 자질과 전문가적 자질을 묶어서 SLP 자질 

역량으로, 윤리와 인권 존중을 묶어서 윤리의식 및 인권 역량

으로 최종 범주화되었다.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우수한 언어재활사 양성 및 핵심역량 제고를 

위하여 언어재활사의 핵심역량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언어재활사의 참여와 핵심역량에 대한 자유로운 응답을 유도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개방형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7명의 언어재활사에게 핵심역량에 대해 설문

한 결과 최종 7개 역량이 도출되었다. 최종 도출된 핵심역량들은 

언어재활사들이 응답한 원자료에서 코드를 묶어서 하위범주화, 

상위범주, 최종 범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분석되었다. 지식 영

역의 2개 역량은 말-언어장애 이해 역량과 언어진단 및 치료 

역량, 기술 영역의 3개 역량은 치료실무 및 상담 역량, 문제해

결 역량, 의사소통 역량, 태도 영역의 2개 역량은 SLP 자질 역

량과 윤리의식 및 인권 역량이었다. 말-언어장애 이해 역량은 

장애 이해 및 장애영역의 전반적인 지식 범주와 관련 전문 분

야 지식 범주에서 도출되었고, 언어진단 및 치료 역량은 언어

검사 및 진단지식 범주와 언어치료방법 지식 범주에서, 치료실

무 및 상담 역량은 언어치료 실무능력 범주와 상담 및 부모교

육 범주에서, 문제해결 역량은 문제해결범주와 정보 습득력 범

주에서, 의사소통 역량은 소통 및 협력 범주에서, SLP 자질 역

량은 일반적인 자질 범주와 전문가적 자질 범주에서 윤리의식 

및 인권 역량은 윤리 범주와 인권존중 범주에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O*NET(2012)에서 언어치료사들이 

직무에 필요하다고 기술한 직무역량과 비교하면, 지식 영역에

서 언어치료 기초지식인 언어학, 심리학, 의학 등의 지식은 유

사하게 나타났으며, 관련 전문분야 지식에 관한 범주화가 추가

적으로 나타났다. 기술 영역에서는 O*NET(2012)은 능동적 듣

기, 비판적 사고 등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으로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역량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또한 O*NET(2012)의 내면적 역량에 해당하는 영역(진실

성, 배려성, 신뢰성, 협동성)이 본 연구의 초기 코드로 도출되

었으나 범주화에서는 인성, 공감, 직업윤리, 이해와 존중, 인권 

등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Kim(2013)은 델파이조사를 이용하여 언어재활사 직무분석 연

구에서 언어재활사 직무로 진단/평가, 치료, 행정업무, 교육/협력, 

연구/개발의 5개 직무를 선정하였다. 이 직무들에서 진단/평가, 치

료, 행정업무, 교육/협력에서는 설문지 응답자들이 높은 응답을 한 

반면, 연구/개발 영역을 기술한 응답자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교

육도 부모교육에 한해서 높은 응답을 나타내었다. 이는 언어재활 

현장에서는 주로 진단/평가, 치료, 행정업무, 교육/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연구/개발에 관해서는 주요 역량으로 매우 낮게 인

식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언어치료사의 직업적 역량과 직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면적 역량에 대한 Jeon 등(2013)의 연구에서 대상자에 관

한 설명, 가족교육, 의학적 지식 등에 관한 항목이 높았고, 학교 

프로그램 개발, 독립성을 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본 연구 결

과와 일치하였다. 

Kim과 Yoo(2011)는 언어치료 전문성을 ‘실천기술’과 ‘조직업

무’로 분류한 언어치료사의 전문성 인식 연구에서 언어치료사들은 

언어재활 서비스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문제해결 과정에 필요한 ‘실

천기술’에 대한 전문성의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실

천기술’에 포함된 관계형성, 의사소통, 책임감, 정보수집 빛 사정기

술 등은 본 연구에서도 모두 도출된 하위범주이었다. 하지만 낮은 

인식을 나타낸 ‘조직업무’의 수행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점

검과 평가, 수퍼비전이나 기관이 사명과 철학, 정책 등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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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이 나타나지 않은 요소였다.

Park(2017)은 SLP의 전문성과 역량에 관한 연구에서 언어치료

사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업무수행 능력, 전문적인 정보 

수집력, 사명감, 동료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장애아동에 대한 사랑, 봉사심 등이 강조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

과에서도 업무수행 능력, 전문적 정보 수집력, 사명감, 동료 관계

는 높은 응답과 함께 범주로 나타났으나, 봉사심을 기술한 응답자

는 전혀 없었고 대부분의 응답자는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존

중, 직업윤리, 공감, 책임감, 사명감 등을 태도 영역의 중요한 

역량으로 기술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언어재활사의 핵심역량은 말-언어장애 이해 

역량, 언어진단 및 치료 역량, 치료실무 및 상담 역량, 문제해결 역

량, 의사소통 역량, SLP 자질 역량, 윤리의식 및 인권 역량은 기존

의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말-언어장애 이해 역량, 언어진단 및 치료 

역량, 치료실무 및 상담 역량, 문제해결 역량, 의사소통 역량, SLP 

자질 역량은 유사하나 윤리의식 및 인권 역량은 다소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 지식 영역의 언어진단 및 치료 역량, 기술 영역

의 치료실무 및 상담 역량, 태도 영역에서 윤리의식, 전문가적 자질 

등은 현장 임상가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역량이었다. 수퍼비전, 지

역사회 교육, 치료실 관리, 봉사심 등은 전혀 분석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재활서비스 영역에서 근무하는 언어재활사들을 대상

으로 언어재활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언

어재활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등의 핵심역량이 실질

적으로 무엇인지를 자유롭게 조사하는데 그 연구 목적이 있다. 

언어재활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언어재활사들을 대상으로 핵심

역량을 도출한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언어재활사를 양성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전공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편성 및 운영을 하

고, 언어재활사의 핵심역량 제고를 위해 언어재활사협회에서는 언

어재활사 보수교육, 전문성 강화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임상현장의 언어재활사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핵심

역량을 확인할 수 있고 부족한 핵심역량을 보수교육이나 워크숍 

등을 통해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언어재활사의 핵

심역량을 바탕으로 언어재활사를 양성하는 학과의 전공 교육과정

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언어재활사 

207명을 대상으로 핵심역량을 도출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근무지, 근무지역, 

성별, 경력 유형 등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전국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1급과 2급 언어재활사들 간의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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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언어재활사의 핵심역량*을 제안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 응답해주신 내용은 본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10월

 
* 언어재활사가 갖추어야 하는 지식, 기술, 태도와 자질, 역할 등을 종합하는 능력입니다.  

Appendix 1. A questionnaire of core competencies

응답자 기본 사항

성명 성별 남,  여

연령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최종 소지 자격증 1) 언어재활사 1급  2) 언어재활사 2급

최종 학위 1) 전문학사        2) 학사             3) 석사            4) 박사

근무 지역 1) 서울 및 경기도  2) 충청도           3) 경상 및 강원도  4) 호남 및 제주 

경력 유형(복수응답) 1) 교수            2) 원장             3)　언어재활사(피고용인) 총 경력              년

근무처 1) 사설치료실      2) 복지관           3) 병원            4) 대학교           5) 기타

1.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언어재활사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은 무엇입니까?(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지식 측면: 예) 각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일반적인 지식, 의사소통장애 검사도구의 이해

2) 기술 측면: 예) 검사도구 선정 능력, 상담(대상자 및 보호자 상담)

3) 태도 측면: 예)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윤리적 태도, 사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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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초기 코드 하위범주 상위범주 범주

지식

․ 각 장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 장애군에 대한 전반적 이해
․ 진단명에 따른 일반적인 지식
․ 기본적인 장애에 대한 지식 이해
․ 장애유형별 원인에 대한 지식 등

⇢ 장애영역별 지식

⇒
장애 이해 및 
장애영역의 

전반적인 지식

⇨ 말-언어장애 
이해 역량

․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지식
․ 중복장애군에 나타나는 특성
․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일반적인 지식
․ 자폐증/지적장애/구개열 등의 장애유형별 특성 등

⇢ 장애특성에 대한 
지식

․ 신체 및 인지발달에 대한 지식
․ 일반아동 발달 단계에 대한 지식
․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의 정상 발달에 대한 지식 등

⇢ 아동발달 지식

⇒
관련 전문 분야 

지식․ 문제행동에 대한 지식
․ 다른 재활 분야에 대한 기본지식
․ 기본적인 심리에 대한 이해
․ 주의집중력/심리/운동 등에 대한 이해 등

⇢ 언어장애 관련 
영역 지식

․ 심리학 및 언어학 지식
․ 말-언어 관련 해부학적 지식/의학적 지식
․ 대뇌 언어 기능에 대한 지식 등

⇢ 언어장애
기초지식

⇒
말-언어

 기초 지식

․ 정상 언어발달에 대한 지식
․ 조음, 언어, 유창성 등의 발달 지식
․ 연령별 언어발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다문화 등의 언어발달 이해 등

⇢ 언어발달 지식

․ 의사소통 영역에 관한 지식
․ 의사소통 발달에 관한 지식 등 ⇢ 의사소통 지식

Appendix 2. Examples of analysis result of knowledge

영역 초기 코드 하위범주 상위범주 범주

기술

․ 양육자 및 대상자 요구 파악
․ 관련 전문가 요구 파악    
․ 인터뷰 기술

⇢ 요구 파악

⇒ 문제해결 

⇨ 문제해결 역량

․ 돌발상황에 관한 문제해결 기술 
․ 복잡한 문제해결 기술
․ 문제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 치료 중 발생하는 다양한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법

⇢  대처능력

․ 직무 관련 새로운 정보를 위한 검색 능력
․ 대상자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서 관련된 정보를 검토 및 

해결 능력  
․ 치료사간 정보 공유
․ 올바른 정보제공         
․ 최신정보 습득

⇢ 정보 탐색 ⇒ 정보 탐색

Appendix 3. Examples of analysis result of skills area

영역 초기 코드 하위범주 상위범주 범주

태도

․ 대상자에 대한 존중
․ 대상자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존중
․ 치료사들 간의 존중  
․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자세

⇢ 이해와 존중

⇒ 윤리

⇨ 윤리의식 
및 인권 역량

․ 개인정보 보호, 중립적 자세
․ 윤리적 가치관, 아동에 대한 윤리적 접근
․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자세

⇢ 윤리의식

․ 정직하고 개방적인 태도
․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
․ 성실성, 진실성, 진정성, 객관성

⇢ 정직

․ 인권 의식, 준법정신
․ 인권에 대한 이해     
․ 대상자의 인권 보호
․ 대상자와 보호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대상자들

을 평등하게 대하기

⇢ 인권

⇒ 인권 존중

․ 개방적 태도
․ 적극성, 적극적 참여
․ 도전적 자세

⇢ 자율성

Appendix 4. Examples of analysis result of attitud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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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언어재활사의 핵심역량 분석

신혜정1, 박희정2*

1 광주여자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2 광주여자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우수한 언어재활사를 양성하고 언어치료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언어재활사의 핵심역량을 알아보는 것이다. 핵심역량을 지식, 기술, 

태도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언어재활사의 핵심역량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선행 연구를 통하여 응답자들이 다양하고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는 개방형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07명의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핵심역량을 분석하였다.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Google 문서 도구를 활용한 개방형 설문지를 

사설치료실, 병원, 복지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언어재활사들에게 SNS를 통해 배포하여 수집한 

설문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개방형 질문지의 답변의 코드를 분석하고 초기 코드들을 유사한 코드들로 묶어 범주화하는 

과정으로 코드화, 하위범주, 상위범주, 최종 범주 확인의 과정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지식 영역의 

하위범주는 11개이고 상위범주는 5개, 최종 2개 역량으로 분석되었다. 기술 영역의 하위범주는 

11개이고 상위범주는 5개, 최종 3개 역량으로 분석되었다. 태도 영역의 하위범주는 13개, 상위범주는 

4개, 최종 2개 역량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역량은 지식, 기술, 태도 영역에서 총 7개의 핵심역량이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지식 영역은 2개 역량으로 말-언어장애 이해 역량, 언어진단 및 치료 역량, 

기술 영역은 3개 역량으로 치료실무 및 상담 역량, 문제해결 역량, 의사소통 역량, 태도 영역은 2개 

역량으로 언어재활사(SLP) 자질 역량, 윤리의식 및 인권 역량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핵심역량 분석을 통해 언어재활사의 핵심역량을 도출함으로써 전공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언어재활사 보수교육,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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