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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삶의 모습은 변화하였고, 새로

운 기술들의 도입으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사

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등이 우리들의 삶에 

더욱 가까이 자리 잡게 되었다. 미래 전문가들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라는 키워드로 대표되는 이 혁명이 미래의 사회를 현

재 이상으로 변화시키고 근본적으로 직업구조와 교육의 큰 변

화를 함께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며, 이전의 어떤 혁명보다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하였다(Jho, 2017).

교육의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는데 특히 증강현실(AR) 혹은 가상현실(VR), 혼합현실

(mixed reality: MR) 등이 교육 분야로 접목이 시도되며,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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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과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증강현실(AR)은 

현실의 공간에 3차원적인 가상의 이미지를 겹쳐 볼 수 있게 해

주는 기술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기반의 게임에서 실제 공간

에 게임의 캐릭터나 게임 속 공간을 3차원적 이미지로 만들어 

스마트폰 내 카메라를 이용해 간단히 증강기술(AR) 기술을 체

험할 수 있다. 가상현실(VR)은 현실의 공간과는 완전히 분리된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기술로 머리

에 안경 방식으로 착용하는 형태의 디바이스를 사용해 활용할 

수 있다. 혼합현실(MR)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장점을 따온 

기술로 현실의 공간과 가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두 공간의 정보

를 모두 사용해 보여주는 기술을 말한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

으로 방송, 게임 등의 미디어에서는 이와 같은 용어를 쉽게 찾

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교육 분야, 재활 치료 분야에

서 활발히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언어치료 현장에선 어

플리케이션 등의 사용이 활발해지고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더욱 첨단화된 치료 교구도 적용

되고 있다.

하지만 실감 매체를 이용한 치료 교구는 이들 매체 활용을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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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콘텐츠의 부재와 스마트 기기는 물론 소프트웨어도 별도로 구

매해야 한다는 금전적 부담이 뒤따른다는 점과 실감 매체를 적용

한 언어치료 활동에 대한 사용자 교육의 부재 등의 문제로 적절하

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언어치료 분야에서의 

첨단화된 치료 교구의 도입이 아직은 연구의 영역에만 그치고 있

는 시점이기도 하다. 특히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매체 도입은 사

용자와 언어치료 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교구로 활용될 수 있

음과 동시에 생소함으로 말미암은 저항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치료사의 다양한 기술과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매체의 효과 검증을 하기 위해 언

어재활 영역에서도 다수의 연구가 보고되어있다. 증강현실 기반 언

어 중재에 관한 연구에서는,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매체가 아동의 

동기유발과 능동적 치료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타 매체와 

비교하여 아동이나 치료사의 디바이스 방향 조작에 따라 현실성과 

능동성 모두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하였다(Bae 

et al., 2018; Kim et al., 2018). 특히나 아동의 동사 학습에서

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특정 동적 동사의 치료에서 증

강현실 기반 중재가 그림 카드 중재보다 효과적이라고 하였다(Bae 

et al., 2018). Lee와 Hwang(2018)과 Ahn 등(2018)의 연구에서

도 표현언어발달 지연 아동의 동사 표현과 일반화에 효과적임을 

밝혔고, 지적장애 아동의 동사 표현 정반응률에 향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동사 외에도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

력 향상까지 언어능력의 여러 하위 항목에서 유의한 성장을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Kim & Kwon, 2018). 또한 시각적 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중재하는 자폐성 장애 아동의 언어중재 또한 증강

현실을 구현하는 매체를 사용할 시, 주의집중에 대해 매우 긍정적

인 결과가 나타났고 의문사 습득에도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 증강

현실 기반 중재는 언어능력에서도 유의한 성장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다(Kim et al., 2018).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언어 재활 

분야에서 음성인식 기술, 인공지능 기술,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기

술 등을 활용한 다양한 평가 도구 및 매체 개발이 머지않은 미래

에 다가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 매체를 치료 교육 현장에 

적절히 적용하고 활용하는 능력 또한 언어재활사의 전문성으로 여

겨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Park, 2021).

한편, 앞으로 우리 시대에 사라질 직업군과 사라지지 않을 직업

군에 대한 예상에서 인간의 필요성이 계속될 직업군으로서 사람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이면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교사, 상담사, 치료사’ 등의 직업군이 손꼽힌다(Oh, 2017). 그러

나 각 직업군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되

어 가는 개념이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큰 변화의 흐름을 맞

이하며 변화되어 가고 있다(Oh, 2017). 언어재활사는 의사소통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언어 또는 말 능력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치료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재활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

계나 로봇이 첨단화되더라도 대체 불가한 전문 인력이다. 그럼

에도 언어재활사의 ‘전문성’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

여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과 관련된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장애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있거나 전통적인 매체로는 전달에 한계가 있었던 치료

교육 장면에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된다(Park, 

2021).

따라서 기계 대체 불가인 직업군이라 할지라도 현재에 안주하는 

전문성이 아닌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마주하는 시대의 전문가로

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음성인식, 인공지능 기술, 증강현실 및 가

상현실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기술이 

점차 첨단화되고 이와 같은 기술이 언어치료에도 적용될 수 있으

며, 중재에서도 의미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이미 여러 선행연

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화된 치료 교구의 적용이 언

어치료 영역에서 적용되는 시작점에서, 이러한 매체를 통한 중재에 

대한 현장언어재활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한 인식과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준비도는 어느 정

도인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언어재활 현장의 변화를 어떻게 예

상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

명에 대한 인식과 예상을 살펴보고 현장언어재활사의 경력 및 급

수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현장 언어재활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부하여 회수

된 114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하고 112

부를 분석 자료로 포함하였다. 대상자들의 기본 정보와 경력별, 

급수별 분포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그 외 연구대상자의 정

보는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Category N (%)

Gender
Female 97 (88.6)

Male 15 (13.4)

Career

1 years> 16 (14.2)

1 years~3 years 21 (18.6)

3 years~5 years 28 (24.8)

5 years~10 years 33 (29.2)

10 years< 15 (13.3)

SLP License
level 1 51 (45.1)

level 2 61 (54.9)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2. 검사도구

1) 설문지 문항 구성

본 연구는 현장 언어재활사들이 각각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

식이 어떠한지와 이들 각각의 집단이 예상하는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언어재활 임상현장은 어떠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설

문 문항을 작성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영어교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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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비교사와 현직 중등 영어교사의 인식 연구(Shin, 2020),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예비특수교사의 인식 연구(Ok, 2021), 4

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학생 인식 연구(Yu, 2019)의 문항을 참

고해 본 연구에 맞춘 수정ㆍ보완 작업을 통하여 설문 문항의 

초안을 개발하였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문 문항은 인식과 

예상의 두 가지 큰 갈래로 구성하였으며, 인식에 대한 하위 항

목은 Ok(2021)의 연구를 참고하여 인지도, 용어인지도, 관심

도, 저항도, 불안도를 포함하고 연구 대상에 맞추어 하위 항목

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또한 Yu(2019)의 연구를 참고해 준비

도에 대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예상에 대한 하위 항목은 

Shin(2020)의 논문을 토대로 언어치료 영역에 맞게 수정하였

다. 다음으로는 설문 문항 초안이 연구 목적에 알맞은지, 현장 

언어재활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언어치료 전공 교수 3인에게 설문 문항 초안을 제시해 각 문항

의 적절성과 타당도를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모든 설문 

문항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로 질문이 타당한지 평가한 후, 평

균이 4.0 미만인 항목은 삭제와 수정을 거쳐 문항에 대한 의견

을 반영해 문항을 추가하여 최종 설문 문항을 선정하였다. 

최종 설문 문항은 연구대상자 정보(성별, 경력, 근무지역, 근무

지 유형, 연령대)를 제외하고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식에 

대한 하위 문항은 인지도 1문항,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각각의 

용어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용어인지도 6문항, 관심도 6문

항, 저항도 4문항, 불안도 7문항, 준비도 1문항으로 구성되어있

다. 설문 문항의 측정은 인지도는 Likert 4점 척도(1점=들어본 

적이 없다~4점=잘 알고 있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나머

지 문항은 모두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용어

인지도: 1점=전혀 관심 없음~5점=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식을 쌓고 있다, 나머지 문항: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 예상에 대한 하위 문항은 총 9문항으로 4차 산

업혁명과 관련해 향후 10년 미래의 언어치료 모습에 대한 예상

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문항의 측정은 Likert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

였다(Appendix 1, 2, 3).

2) 내용 타당도 및 신뢰도

설문 문항 초안이 연구 목적에 알맞은지, 현장 언어재활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언어치료 전공 교수 

3인에게 설문 문항 초안을 제시해 각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를 의뢰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모든 설문 문항에 대해 Likert 5

점 척도로 질문이 타당한지 평가하였다. 평균이 4.0 미만인 항목

은 삭제와 수정을 거쳐 문항에 대한 전공 교수의 의견을 반영해 

문항을 추가하여 최종 설문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용어인지도 문항의 Cronbach α는 .76, 관심도 

문항의 Cronbach α는 .82, 저항도 문항의 Cronbach α는 .67, 

불안도 문항의 Cronbach α는 .64, 예상 설문 문항의 Cronbach 

α는 .63이었다. 

3. 실험설계

본 연구의 설문지는 구글 설문지로 제작되어 현장 언어재활사 

모두에게 URL 주소를 공유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설문 결과가 수집되었다. 설문 결과의 수집은 2021년 6월 23일부

터 6월 24일까지 양일간 진행되었다.

4. 결과처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현장 언어재활사들의 인식과 예상에 대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경력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Kruskal Wallis H검정을 실시하고, 어떤 집단 간 차이

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 검정으로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자격증 급수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 간 Mann-Whitney U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0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현장 언어재활사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분석

1) 인식에 대한 각 문항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현장 언어재활사들의 인지도를 Likert 

4점 척도로 살펴보았다(1=들어본 적이 없다, 2=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 3=어느 정도 알고 있다, 4=잘 알고 

있다). 질문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로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

으며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적어 아직

은 조금 생소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언어재활사가 더 많

다는 걸 알 수 있다.

Question
Response rate (%)

M (SD)
1 2 3 4

Awareness 1.8 44.6 42.9 10.7 2.6 (1.0)

Table 2. Awareness of term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현장 언어재활사들의 용어 인지도(인공

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증강현실/가상현실, 3D프린터, 음

성인식 및 음성합성)를 Likert 5점 척도로 살펴보았다(1=전혀 

관심없다, 2=들어본 적은 있으나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3=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4=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

다, 5=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식을 쌓고 있다). 그 결과, 

대체로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으며 ‘전혀 관심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적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현장 언어재활사들의 관심도 6

문항, 저항도 4문항, 불안도 7문항, 준비도 1문항을 Likert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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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로 살펴보았다(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

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Table 3).

Question
Response rate %

M (SD)
1 2 3 4 5

Word
awareness 

#1  1.8 13.4 37.5   33 14.3 3.4 ( .9)

#2  8.9 21.4 33.9 25.9  8.9 3.0 (1.0)

#3 10.7 17.9 35.7 28.6  7.1 3.0 (1.0)

#4  5.4 13.4   33 33.9 13.4 3.3 (1.0)

#5  6.3 17.9 33.9 32.1  9.8 3.2 (1.0)

#6  5.4   25 30.4 28.6 10.7 3.1 (1.0)

Total 3.1 ( .6)

Interest

#1   .9  8.9 16.1 38.4 34.8 3.9 ( .9)

#2   .9 19.6 23.2 27.7 27.7 3.6 (1.1)

#3  3.6  6.3 27.7 35.7 26.8 3.7 (1.0)

#4  4.5 12.5 17.9 37.5 26.8 3.7 (1.1)

#5  4.5  8.9 20.5 33.9 31.3 3.7 (1.1)

#6  2.7 11.6 19.6 32.1 33.9 3.8 (1.1)

Total 3.7 ( .7)

Resistance 

#1    8 28.6 27.7   25 10.7 3.0 (1.1)

#2 12.5 42.9 21.4 16.1  6.3 2.6 (1.0)

#3 13.4 39.3 24.1 17.9  5.4 2.6 (1.0)

#4 24.1 33.9 17.9 15.2  8.9 2.5 (1.2)

Total 2.6 ( .7)

Anxiety

#1  9.8 14.3 36.6   33  5.4 3.1 (1.0)

#2 12.5 22.3 29.5 24.1 11.6 3.0 (1.2)

#3  9.8 18.8 21.4 39.3    8 3.1 (1.1)

#4  7.1   17 31.3 36.6    8 3.2 (1.0)

#5    8 22.3 25.9 31.3 11.6 3.1 (1.1)

#6  3.6 24.1 21.4 35.7 15.2 3.3 (1.1)

#7 17.9 29.5 18.8 24.1  9.8 2.7 (1.2)

Total 3.0 ( .5)

Preparation 13.4 30.4 28.6 22.3  5.4 2.7 (1.1)

Table 3. Itemized statistical analysis of percep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그 결과,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적었다. 저항도 문

항을 살펴보면 대체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많았으

며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적었다. 불안도 문항

에선 대체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적었다. 준비도 문항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적었다.

2) 예상에 대한 각 문항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현장 언어재활사들의 예상을 각 9개 

항목에서 Likert 5점 척도로 살펴보았다(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Table 4). 

Question
Response rate %

M (SD)
1 2 3 4 5

Prediction

#1  2.7 13.4 27.7 39.3  17 3.5 (1.0)

#2  3.6 17.9 34.8 28.6 15.2 3.3 (1.0)

#3 12.5 18.8 20.5 30.4  17 3.2 (1.2)

#4  2.7  17 19.6 46.4 14.3 3.5 (1.0)

#5  4.5 15.2 35.7 35.7  8.9 3.2 ( .9)

#6  4.5 12.5 23.2 38.4 21.4 3.6 (1.0)

#7  7.1 10.7 19.6 47.3 15.2 3.5 (1.0)

#8  2.7 11.6 15.2 42.9 27.7 3.8 (1.0)

#9  5.4  9.8 11.6 29.5 43.8 3.9 (1.2)

Total 3.5 ( .4)

Table 4. Itemized statistical analysis of predic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그 결과, 예상 문항에 대한 응답을 보면 대체로 ‘그렇다’가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낮게 나타나 최신 

기술의 적용이 빠르게 확대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언어재활사

가 많음을 알 수 있다.

2. 경력에 따른 현장 언어재활사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

식과 예상의 차이

1) 임상경력에 따른 인식 차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도를 현장 언어재활사들의 집단 간 임

상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Kruskal Wallis 

검정과 Mann-Whitney 검정을 시행하였다(Table 5).

Career
U

G1 G2 G3 G4 G5

Interest #2
M 4.1 3.4 3.1 3.7 3.9 G1 > G3

(0.00**)H(p) 10.6 (0.0*)
Interest 
total

M 25.3 22.1 20.4 22.7 23.7 G3 > G1
 (0.00**)H (p) 11.2 (0.0*)

Resistance 
#1

M 2.1 3.3 3.3 3 2.7 G3 > G1
G2 > G1
 (0.00**)H(p) 15.8 (0.0*)

Resistance 
#2

M 1.9 2.7 3.1 2.4 2.3 G3 > G1
 (0.00**)H (p) 13.5 (0.0*)

Resistance 
#4

M 1.6 2.6 2.8 2.5 2.4 G3 > G1
 (0.00**)H (p) 9.5 (0.0*)

Resistance 
total

M 7.8 11.7 12.1 10.5 10.1 G2 > G1
G3 > G1
 (0.00**)H (p) 20.0 (0.0*)

Preparation
M 2.2 2.3 3.3 2.8 2.5 G3 > G1

G3 > G2
 (0.00**)H (p) 16.3 (0.0*)

Note. G1=1 years>, G2=1~3 years, G3=3~5 years, G4=5~10 
years, G5=10 years<.
*p<.05, **p<.01 (Bonferroni correction)

Table 5. Difference in the results of ‘perception’ by career

그 결과 관심도 2(‘나는 최신기술을 활용한 언어치료에 관심

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다.’)문항에서는 1년 미만 

그룹이 3년 이상~5년 미만 그룹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나, 

관심도 합계와 저항도 1(‘나는 최신기술을 활용한 언어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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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기존의 방법을 고수할 것이다.’), 2(‘나는 최신기술을 활용

한 언어치료에 비판적이다.’), 4(‘나는 다른 사람이 최신기술을 

활용한 언어치료를 하는 것을 반대할 의사가 있다.’), 저항도 

합계, 준비도(‘나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자신 나름대로 준

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항에선 1년 이상~3년 미만 그룹 

또는 3년 이상~5년 미만 그룹이 1년 미만 그룹보다 높게 나타

났다.

2) 임상 경력에 따른 예상에서의 차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예상을 현장 언어재활사들의 집단 간 임

상 경력에 따라 Kruskal Wallis 검정과 Mann-Whitney 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Table 6).

Career
U

G1 G2 G3 G4 G5

Prediction 
#6

M 3.8 3.1  3.7 3.4 4.2
G5 > G2
 (0.0**)

H (p) 10.1 (0.0*)

Prediction 
#9

M 4.7 3.7 3.6 3.7 4.5 G1 > G2
G1 > G3
G1 > G4
 (0.0**)H (p) 16.7 (0.0*)

Note. G1=1 years>, G2=1~3 years, G3=3~5 years, G4=5~10
years, G5=10 years<.
*p<.05, **p<.01 (Bonferroni correction)

Table 6. Difference in the results of ‘prediction’ by career

그 결과 예상 6(‘미래에는 다양한 임상사례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활용 기술을 통해 언어치료 목표 설정 등이 가능하게 

된다’) 문항에선 1년 이상~3년 미만 그룹보다 10년 이상 그룹

이 더 높게 나타났다. 예상 9(‘언어치료사의 필요성은 계속 유

지된다’)문항에선 1년 미만 그룹이 10년 이상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예상 합계 점수에선 언

어재활사 간 경력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자격증 급수에 따른 현장 언어재활사의 4차 산업혁

명에 대한 인식과 예상의 차이

1) 자격증 급수에 따른 인식 차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도를 현장 언어재활사들의 집단 간 자

격증 급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Mann-Whitney 검정을 시행하였다(Table 7).

그 결과 인지도(‘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요?’), 관심도 1(‘나는 최신기술의 활용이 미래 언어치료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다’), 2(‘나는 최신기술을 활용한 

언어치료에 관심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다’), 4(‘나

는 최신기술을 활용한 언어치료에 대한 언어치료 대상자들의 

태도를 알고 싶다’), 5(‘나는 최신기술을 활용한 언어치료가 언

어치료대상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알고 싶다’), 6(‘나는 최신

기술을 적용할 시의 치료사의 중재기법에 관심이 있다’)문항과 

관심도 합계에서는 2급 언어재활사가 1급 언어재활사 그룹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저항도 1(‘나는 최신기술을 활용한 

언어치료보다는 기존의 방법을 고수할 것이다’), 2(‘나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언어치료에 대해 비판적이다’), 4(‘나는 다른 사

람이 최신기술을 활용한 언어치료를 하는 것을 반대할 의사가 

있다.’)문항, 저항도 합계, 준비도 문항에서는 1급 언어재활사가 

2급 언어재활사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자격증 급수에 따른 예상에서의 차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예상을 현장 언어재활사들의 집단 간 

임상 경력에 따라 Mann-Whitney 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Table 8).

그 결과 예상 3(‘미래에는 언어재활사 대신 인공지능 채팅 

로봇 등 AI 기술을 활용한 언어치료가 확대 된다’) 문항에선 2

급 언어재활사가 1급 언어재활사보다 낮게 나타났다. 예상 9

(‘언어치료사의 필요성은 계속 유지 된다’) 문항에선 1급 언어

재활사가 2급 언어재활사보다 낮게 나타났다. 예상 합계 점수

에선 1급 언어재활사와 2급 언어재활사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Value

Prediction #3

U 1065.5

Z   -2.7

p      .0*

Prediction #9

U 1151.5

Z   -2.5

p      .0*

*p<.05

Table 8. Difference in the results of ‘prediction’ by SLP license 
level

Value Awareness
Interest 

#1
Interest 

#2
Interest 

#4
Interest 

#5
Interest 

#6
Interest 

total
Resistance 

#1
Resistance 

#2
Resistance 

#4
Resistance

total
Preparation

U 1225.5 1035.5 1107.5 1090.0 1072.0 1164.5 942 1214.5 1177.0 1094.5 1085.5 1190.5

Z -2.1 -3.0 -2.5 -2.6 -2.8 -2.3 -3.6 -2.0 -2.1 -2.7 -2.7 -2.2

p   .0*  .0*  .0*  .0*  .0*  .0*  .0* .0* .0* .0* .0* .0*

*p<.05

Table 7. Difference in the results of ‘perception’ by SLP licens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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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현장 언어재활사들의 인식과 

예상을 알아보고, 경력과 자격증 급수에 따른 인식과 예상의 차이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현장 언어재활사들의 인식과 예상을 살펴보았을 때, 용어

인지도 문항에선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나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3번 문항

을 제외하고는 ‘전혀 관심 없다’가 가장 낮게 나타나 현장 언어재

활사들은 대부분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키워드가 되는 기술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저항도 문항에선 ‘그렇

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많아 향후 언어치료영역에서 최

신 기술의 적용이 이루어짐에 대한 거부감이나 기존의 방법에 안

주하고자 하는 경향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예비특수교사를 대상으

로 한 Ok(2021)의 선행연구에서는 저항도의 평균이 3.6으로 나타

나 본 연구의 평균인 2.6보다 보다 높은 수치로 나왔는데 이는 언

어재활 현장이 학교 교육의 현장보다는 교육적 환경이나 교육의 

방법에서 다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몸소 느낄만한 변화가 

다소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라고 서술한 Park(2021)

의 연구와 뜻을 같이한다.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에선 4차 산업혁

명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정책과 특화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반면 현장언어재활사들의 주요 근무 환경 중 하나인 사설언어치료

센터로 예를 들어보자면 바우처를 통한 치료 회기당 비용 등에 대

한 정책은 활발히 시행 중이나 센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은 미비하다. 따라서 학교 환경과 달리 치료사

들의 개인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어 비교적 느린 성

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나는 최신기술의 발전이 

미래에 언어재활사라는 직업을 사라지게 할까 봐 두렵다’로 묻는 

불안도 7번 문항이나 ‘언어치료사의 필요성은 계속 유지 된다’로 

묻는 예상 9번 문항을 살펴보면, 각각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

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 언어재활사 직업의 필요성은 4차 산업혁

명으로 인한 언어치료 영역에서의 변화에도 필요성을 유지할 것으

로 생각하는 언어재활사가 대다수임을 알 수 있었다. 예상 문항을 

살펴보면, 4번 문항인 ‘미래에는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기

술을 활용한 언어치료가 확대 된다’는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

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전혀 그렇

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적게 나타나 저항도 문항에서의 

통계 결과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최신기술이 도입되어 언어재활 영

역에서의 활용이 더욱 활발해지리라 예상하는 언어재활사가 많음

을 알 수 있었다. 예상 문항 중 4번 문항에서만 ‘보통이다’라고 응

답한 대상자가 가장 많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증강현

실이나 가상현실의 경우, 실생활에서 접하는 바에 의하면 교육적인 

활용 측면보다 게임과 같은 오락 콘텐츠로 접하는 경우가 더욱 빈

번하여 교육적 활용의 모습을 예상하기 어려워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예상하는 바이다. 

둘째, 경력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현장 언어재활사들의 인

식과 예상을 비교해보았을 때 관심도는 1년 미만 그룹이 3년 이

상~5년 미만 그룹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치를 보여 4차 산업 

혁명에 관한 관심이 보다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저항도는 1년 

이상~3년 미만 그룹, 3년 이상~5년 미만 그룹이 1년 미만 그룹보

다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치를 보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한 저항도가 높아 변화를 두려워하며 1년 미만의 그룹은 변화에 

더욱 열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또한, 준비도는 

1년 미만 그룹과 1년 이상~3년 미만 그룹이 3년 이상~5년 미만 

그룹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평균치를 보여 준비도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으며 예상은 특히나 1년 미만 그룹이 

10년 이상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들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결과를 나타내어 언어재활사라는 직업이 4차 산업혁명으로 필요성

을 잃지 않게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자격증 급수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현장 언어재활사

들의 인식과 예상을 비교해보았을 때 인지도 문항과 관심도 문항

에서는 2급 언어재활사 그룹이 1급 언어재활사 그룹보다 유의미하

게 높은 평균치를 보여 4차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언어치료의 변

화에 대해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저항도 문항에서는 1급 언어재활사 그룹이 2급 언어재활사 

그룹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치를 보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

래함에 따른 언어치료 영역에서의 변화에 저항도가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예상에 관한 결과, ‘미래에는 언어재활사 대신 인공

지능 채팅 로봇 등 AI 기술을 활용한 언어치료가 확대된다.’ 문항

에서는 2급 언어재활사가 1급 언어재활사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평

균을 나타내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언어재활사의 영

역을 대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언어재활사는 급수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장언어재활사들은 언어재활 경력이 

늘어날수록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변화할 새로운 최신기술에 대한 

불안도와 저항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비교적 경력이 적은 언

어재활사들의 경우, 경력이 많은 언어재활사들에 비해 최신기술이 

접목된 매체와 기술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비교적 최근 이슈가 되었던 기술과 매체에 대해 대학 교육과정 등

에서의 경험한 차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본 설문과 관련하여 언어재활사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주관식으로 

응답하게 한 문항을 추가하였는데(‘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언어치

료의 미래 모습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

요’) 이에 대한 답변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원격수업 및 원격

회의가 대중화된 만큼 언어치료로의 도입이 필요’, ‘증강현실 및 메

타버스에 대한 강의나 연구자료 필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한 미디

어 등의 활용법에 대한 교육 필요’ 등의 의견을 찾아볼 수 있었다. 

반면 선행연구 결과,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는 분야는 경제

ㆍ산업(83.6%), 건강ㆍ복지(42.6%), 교육(25.4%) 등 순으로 나타

나(Yoo, 2019) 최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언어재활 영역에서의 변

화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예비특수교

사를 대상으로 한 Ok(2021)의 연구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용어

인지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용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된 교양교과목이나 세미나 혹은 특강 등 비교과 프

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언어재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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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책 역시 보수교육을 통해 현장의 흐

름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키워드에 

익숙해지고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여, 언어재활사들이 급변

하는 상황에 맞추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활용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신기술

을 활용한 언어치료에 거부감을 가지는 그룹이 존재하는데 세부적인 

이유를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설문과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대상은 현장언어재활사로서 재

직 중인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하는 시대에 

맞추어 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언어재활사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현장

언어재활사와의 차이를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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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항 응답 응답인원

개인 정보

성별
남 97

여 15

연령

21~25세  9

26~30세 27

31~35세 32

36~40세 33

41~45세  7

46~50세  3

51세 이상  1

현재 근무하는 기관의 지역

서울 22

인천/경기 46

강원  2

충북  9

대전/충남  8

대구/경북  5

부산/울산/경남 14

전북  5

광주/전남  1

제주  0

기타  0

근무 기관의 유형

사설 언어치료센터 67

복지관(장애인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11

어린이집  3

병원 13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

특수학교  1

특수교육지원청  3

기타  3

언어치료 임상경력

1년 미만 16

1~3년 미만 21

3~5년 미만 28

5~10년 미만 33

10년 이상 14

최종학력

전문학사  7

학사 74

석사수료 10

석사 17

박사수료  2

박사  2

소지하고 있는 언어재활사 자격증 급수
2급 언어재활사 61

1급 언어재활사 51

Appendix 1.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questionnaire

번호 문항 응답

예상

1 미래에는 원격치료를 활용한 언어치료가 확대 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2 미래에는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언어치료가 확대 된다

3 미래에는 언어재활사 대신 인공지능 채팅 로봇 등 AI 기술을 활용한 언어치료가 확대 된다

4 미래에는 음성인식 및 음성합성기술을 활용한 언어 평가 및 치료가 확대 된다

5 미래 언어치료환경에는 3D 프린터, 사물 인터넷 기술의 활용이 확대될 것이다

6 미래에는 다양한 임상사례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활용 기술을 통해 언어치료 목표 설정 등이 가능하게 된다

7 미래에는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언어치료가 확대 된다

8 미래에는 고령화, 다문화 사회로 인해 언어 평가 및 치료 대상자들의 연령과 폭이 현재보다 넓어 진다

9 언어치료사의 필요성은 계속 유지 된다

Appendix 2. Questions about predic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rom the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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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항 응답

인식

인지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1: 들어본 적 없다
2: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
3: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 잘 알고 있다

용어인지도

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1: 전혀 관심 없다
2: 들어본 적은 있으나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3: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4: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5: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식을 
쌓고 있다

2 빅데이터(big data)

3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4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5 3D 프린터 

6 음성인식 및 음성합성 

관심도

1 나는 최신기술의 활용이 미래 언어치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2 나는 최신기술을 활용한 언어치료에 관심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다

3 나는 최신기술을 활용한 언어치료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

4 나는 최신기술을 활용한 언어치료에 대한 언어치료대상자들의 태도를 알고 싶다

5
나는 최신기술을 활용한 언어치료가 언어치료대상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알고 
싶다

6 나는 최신기술을 적용할 시의 치료사의 중재 기법(교수법)에 관심이 있다

저항도

1 나는 최신기술을 활용한 언어치료보다는 기존의 방법을 고수할 것이다.

2 나는 최신기술을 활용한 언어치료에 대해 비판적이다

3 나는 최신기술을 활용한 언어치료가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 한다

4 나는 다른 사람이 최신기술을 활용한 언어치료를 하는 것을 반대할 의사가 있다

불안도

1
나는 최신기술을 활용한 언어치료를 계획하고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것이 
걱정 된다

2
나는 최신기술을 활용한 언어치료로 업무와 무관한 시간이 소요될까 봐 
걱정 된다

3
나는 최신기술을 활용한 언어치료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걱정 된다

4
나는 최신기술을 활용한 언어치료를 하기에 적절한 치료사 중재 
기법(교수법)과 관련된 지식이 없을 것 같아 걱정 된다

5
나는 최신기술을 활용한 언어치료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6 나는 최신기술을 활용한 언어치료를 할 때 대상자 통제가 어려울 것 같다

7
나는 최신기술의 발전이 미래에 언어재활사라는 직업을 사라지게 할까 봐 
두렵다

준비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자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

Appendix 3. Questions about percep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rom the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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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한 현장 언어재활사들의 인식과 예상

홍성인1, 박현린2*

1 광주대학교 보건상담정책대학원 임상언어치료전공 석사과정
2 광주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목적: 본 연구는 현장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예상을 살피는데 있다. 또한 

언어재활사들의 경력 및 급수에 따라 인식과 예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방법: 언어재활사로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연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 정보 7문항, 인식(용어인지도 6문항, 관심도 6문항, 저항도 4문항, 불안도 7문항, 준비도 

1문항)과 관련된 25문항, 예상과 관련된 9문항으로 총 41문항이었다.

결과: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에서는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그룹이 타 그룹과 비교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예상과 관련된 문항에서 1년 

미만 그룹이 10년 이상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셋째, 인지도 

문항과 관심도 문항에서는 2급 언어재활사 그룹이 1급 언어재활사 그룹보다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반면, 저항도 문항에서는 1급 언어재활사 그룹이 2급 언어재활사 그룹보다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장 언어재활사들은 그들의 전문적인 서비스가 4차 산업 혁명과 상관없이 

필요성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급 언어재활사 그룹이 1급 

언어재활사 그룹보다 4차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언어치료의 변화에 대해 인지도와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1급 언어재활사 그룹이 2급 언어재활사 그룹보다 언어치료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한 저항도가 다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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