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어치료학과
http://speech.kwu.ac.kr

보건복지부 국가공인 자격증 
“언어재활사 2급”

•2년 연속(2013, 2014학년도) 취업우수 학과 선정
•2014학년도 졸업생 취업률 우수 학과 

•2013년 12월 26일 건강보험 DB 취업률 74.3%(취업 우수학과 선정)

•2012년 광주·전남 대학 취업률 최고학과 탐방(무등일보 2012. 6. 13.)
입학상담

이 우 진 교수(학과장)  ┃연구실 : 062) 950-3990

문 경 임 교수           ┃연구실 : 062) 950-3660

김 복 현 교수             ┃연구실 : 062) 950-3762

신 혜 정 교수            ┃연구실 : 062) 950-3672

박 은 실 교수           ┃연구실 : 062) 950-3657

┃학과사무실┃  062) 950-3959

서울/경기 5명

경남 2명

전남/전북 7명

광주광역시 12명

제주도 1명

졸업생 취업 현황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 소개

•�광주여자대학교 언어치료임상실을 이용하는 학령기 장애아동

들과 예비언어치료사가 함께하는 ‘아동들과 함께 하는 요리 

톡톡’프로그램

•�광산구 수완지구보건소와 광주여자대학교 언어치료학과의 협력

을 통한 활기찬 의사소통을 위한 성인언어재활 프로그램 운영
입학팀 무료전화 080-950-0114

주소 : 506-713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대길 201
전화 : 062) 950-3521~4 / 팩스 : 062) 950-3822
http://www.kwu.ac.kr

언어치료센터 이용 상담

언어치료센터 상 담 실 : 062) 950-3984
언어치료센터 홈페이지 : http://stoenter.kwu.ac.kr

■2016학년도 수시 모집

   ▶2015. 9. 9.(수) ~ 9. 15.(화)

■2016학년도 정시 모집

   ▶2015. 12. 24.(목) ~ 12. 30.(수)

수 시 정시(나군) 합계

28 2 30

┃2014년 졸업생 현황

교육기관

5명 의료기관

3명 진  학

2명

지역사회 복지관

3명

언어치료실

14명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구어-언어장애

를 진단·평가하고 언어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언어재

활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가언청각언어재활센터

•경희학습언어교육학원

•광주언어치료특수교육학원

•박윤언어상담센터

•박찬희심리언어센터

•성서언어심리연구센터

•아이사랑소아청소년발달센터

•이선아 언어클리닉

•제주언어클리닉

•서울 한국아동발달센터

•행복나무아동발달지원센터

•히즈언어치료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예뜰유치원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발음)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청

각장애,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언어장애 등으로 의사소통 문

제를 가진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언어장애에 대한 전문적

인 교육을 받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전문가로서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직업을 말한다.

┃졸업 후 진로

취득
자격증

진 학

•대학원
•유학

의료기관

•종합병원
•재활병원
•노인전문병원
•소아청소년과

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언어
치료실

•언어치료센터
•언어발달연구소
•특수교육발달센터

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전담어린이집
•특수학교

언어재활사 2급
(구. 언어치료사)

• Ohio Univ. Associate Professor 초청 언어재활사를 위한 

전문 실무교육

•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광주여자대학교 언어치료 학술 

교류

• 일리노이주 주립대 교수 초청 'Neuroscience for 

Speech-Language Pathologists' 전공실무역량 강화

교육

• 유치원 협력학습 ‘다문화 아동 한국생활 적응기’ 프로그램 

운영 

• 장애아동 그룹치료 활용을 위한 아동요리 지도사

• 장애아동을 위한 인지학습 지도사

•활기찬 의사소통을 위한 성인 언어재활 프로그램 운영

• 기초 임상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례중심 협동학습 프로

그램 운영

언어치료학과

산·학 협력기관

교수님들의 지도·감독하에 언어치료학과 학생들이 언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어치료센터입니다.

(재학생 장학금 지급)

언어치료센터

학과 특성화프로그램

언어재활사(구.언어치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