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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valuated the various qualifications that can be linked to employment similar to the
medical laboratory technology major. The qualifications for employment outside the medical
laboratory technology major are industrial health instructor, doping control officer, audiologist,
sign language interpreter, health education specialist, claim adjuster, Korea life underwriter,
administrative manager, hospital administrator, insurance review manager, and hospital
coordinator. The qualifications for employment similar to the medical laboratory technology major
include the clinical research coordinator, clinical research associate, anatomist, analytical
chemistry analysts, hazardous materials industry engineers, biotechnologist, biosafety managers,
biotechnology technicians, medical device quality officers, animal care nurse, industrial engineer
hazardous material, bioprocess engineer, biosafety officer, certified technology consultant,
director of medical device quality control, laboratory animal technician, animal nursing technician,
and cruise medical manag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ocial analysis survey of the
various qualifications currently held by medical technologists.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medical technologists working in other fields. In the future,
medical technologists should expand the scope of their work through efforts to strengthen their
individual work capacity, share cases, and strengthen their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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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품질책임자 자격 등)에서 명시되어 있다[1]. 임상병리업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전문직으로 국가에서 법

임상병리사는 1965년부터 국가고시와 면허 발급이 시작되

으로 그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가 없으면 업무

었으며, 임상병리사의 법률적 업무는 1964년 5월 21일 의료보

수행을 할 수 없다. 면허(免許, license)는 일반인에게 허가되지

조원법 시행령으로 시작하여 여섯 번의 개정을 거쳐 2016년 12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 처분인

월 2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

법률용어로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

무) 2항 신설 및 2016년 6월 15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1조

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자격(資格,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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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ication)과는 내포된 의미에 차이가 있다[2]. 자격증 분야

은 행정관리 및 경영관리참여 등 같은 업무에 근무하고 있다. 또

인 경우 무자격자가 특정한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하지는 않지

한, 임상관련연구소, 진단검사시약 및 장비 관련회사, 바이오연

만 면허는 법으로서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구산업기관, 제약회사, 생명과학연구소 등은 임상병리사 면허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업무가 가능한 분야로 많은 임상병리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의료면

들이 진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위탁연구기관 혹은 임상시험수

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의 의

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에에 진출하는

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3]. 즉, 자격은 취득을 하지 않더라도

임상병리사도 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3년 혹은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 또한, 학력과 자격 또는 학력

4년간의 임상병리사 대학교육 과정에서 학습한 과정을 바탕으

과 면허와의 관계에서 학력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될

로 전공 외 혹은 그와 유사하고 다양한 분야에 취업이 가능한 자

수는 있으나 학력이 면허를 대체할 수는 없다. 반면, 자격은 직

격증을 조사하고 취득 방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마다 다르지만 개인이 학력을 대체할 수 있으며, 개인이 취득
한 자격증을 사용할 때 학력과 자격 간의 관계는 대체재가 될 수

재료 및 방법

있다[4]. 자격증은 취득에 따른 시간과 비용에서 기회비용이 발
생되며 자신의 기대수익보다 높다면 개인은 현재의 직업을 단

본 연구는 임상병리사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병리사

념하게 만들 수 있다[5]. 대부분의 자격은 검정평가로 부여되고

외 다양한 직업 선택이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와 취득방법 등을

있으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조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와 선행논문을 분석하여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실

정리하였다.

시되고 있다. 이는 2017년 7월 22일.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에 기반하여 정부에서 고시되

1. 국가기술자격, 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현황

어 2018년 현재 111종목이 선정되었다[6]. 개인의 능력을 인정

한국고용노동부 통계[10]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

하는 학력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은 한국에서 30.6%, 미국은

(https://www.pqi.or.kr/inf/qul/infQulSitCprView.do)를

12.8%, 일본은 2.8%, 독일은 2.8%순으로 나타났다[7]. 우리나

통하여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의 자격정보내의 민간자격 종목을

라의 임상병리사 인력 양성 배출 과정은 대학에서의 교육과정,

직접 분석하였다. 또한 관련 선행논문을 분석하였다.

병원에서의 실습 과정, 국가시험, 면허 획득 후 재교육 및 관리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8].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현황

의 임상병리사 배출대학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이 29개, 3년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내용은 과정평가형자격

대학이 27개로 56개의 대학이 있으며, 3년제 대학에서 심화과

일학습병행 홈페이지(https://c.q-net.or.kr/support/notice

정으로 11개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에서 대학원과

Detail.do)를 자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최근의 선행논문을 분

정은 11개 대학으로 석사 8개 대학 석사와 박사는 3개 대학이 있

석하였다.

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조사 자료에 따르
면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의 경우 의약(90.3%), 교육(89.4%),

3. 임상병리사 전공외 취업 연계 가능 자격 현황

공학 계열(77.1%)의 전공일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9].

국가기술자격, 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현황을 분석하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임상병리사 진출분야로 병원

고, NCS 과정형 국가기술자격을 분석하여 취업연계가 가능한

이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각종 연구소와 산업체, 제약

분야로 조사하여 분류하였다.

컨설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임상병리
사들은 면허를 소지하고 근무하는 임상분야인 대학교병원, 종
합병원, 병의원, 한방병원뿐만 아니라 대한적십자혈액원, 대한
결핵협회, 나관리협회, 대한건강관리협회, 산업보건협회, 임상
검사센터, 국립보건연구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검역
소, 보건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 중이며, 임상병리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일부 임상병리사들은 병원의 원무행정서비스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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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상병리사 전공 유사 관련 진출분야 자격 현황
임상병리사 업무 관계자들의 직접 혹은 유선 면담 통하여 자
료를 조사하고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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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한국인터넷진흥원 2개이다[1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

결 과

이지(https://www.pqi.or.kr/inf/qul/infQulSitCprView.do)
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종목별 상세정보(http://q-net.or.

의 2018년 10월 21일 관계부처별 공인민간자격현황은 99개이

kr/crf005.do)에서는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으로 분류

며, 등록민간자격현황으로는 총 7,419개가 등록되어 있다

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으로 국가기관 시행종목으로 보건복

(Table 1).

지부 포함 21개 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시행 국가
전문자격 종목으로 임상병리사 포함 27개로 분류하고 있다

2.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현황

[10].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전문자격 시행종목으로 보건복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계통에 기술사(professional

부외 18개의 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 한국산업

engineer), 기사(engineer), 산업기사(industry engineer); 기

인력공단 시행종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능계통에 기능장(master crafstman), 기능사(crafstman)로 분

직무분야별 분류를 53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분야는

류되며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3개

NCS)로 설계된 교육ㆍ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부ㆍ

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규칙으로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종목은

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육ㆍ훈련생에게

대한상공회의소 포함 7개 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부여하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응시요건 충족자는 대부분 학력과
는 무관하며,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로 교육 및 이수시간은 이수

1. 2018년 국가기술자격, 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현황

한 해당 NCS 능력단위이다. 평가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거

한국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2017년 말 기준으로 보건ㆍ

쳐 자격증을 교부하게 된다. 합격기준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525개이며, 그 중

결과를 1:1로 반영하며 평균 80점 이상이다. 교육과정이수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488개, 대한상공회의소 15개, 한

내부평가로만으로도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분기별 1회 산업

국원자력안전기술원 3개, 영화진흥위원회 2개, 한국방송통신

안전관리공단의 모니터링으로 적절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

전파진흥원 16개, 한국콘텐츠진흥원 3개 한국광해관리공단 7

다. 교육기관은 대학교, 전문대학 및 폴리텍 대학의 과정이 있으

Table 1. Status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national certified private qualifications and private qualifications
Category
Korea technical qualifications (total 525)

Certified civilian qualifications (total 99)

Registration civilian qualification (total 7,419)

Qualification category

No. of item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orean Film Council
Korea Communication Agency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Mine Reclamation Corporation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Science and ICT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Korea Forest Servic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orea Customs Service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Foundation Corporation
Individual (other Goups, Etc)

477
3
2
16
3
7
2
25
20
11
9
8
6
3
3
3
3
3
1
1
1
1
1
3,244
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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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urse evaluation type qualification subject by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of Korea
Category

2015 year (N=15)

Engineer
Industry
engineer

Mechanical design
and other 6

Craftsman

Computer application
milling and 7 others

Service

2016 year (N=15)

2017 year (N=31)

Mechatronics
and others 1
Welding and other 2
Air conditioning
refrigeration machine
and others 8
Production automation
Automotive
and other 10
maintenance
and other 19
Convention
Management
Agency level 2

Telemarketing
manager

2018 year (N=50)

2019 year (N=32)

Clothes and others 2

Chemistry and others 2

Electronics
and other 9

Architectural
woodworking and
14 others
Construction materials
test and others 11

Construction
machinery
maintenance
and others 34
3rd grade of
computer accounting
manager and other 1

2rd grade of computer
accounting manager
and other 1

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서 교

청능사는 (주)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주관하는 검정시험에 합

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의 과정평가형 대상종

격하여 청능평가, 상담, 보청기와 인공와우 재활, 훈련을 담당하

목은 총 143 종목이다(Table 2).

는 직업인이다. 수화통역사는 공인 민간자격으로 보건복지부
제2015-01호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자격을 얻

3. 임상병리기술학 전공 외 취업 연계 가능 자격 현황

을 수 있다. 수화통역사는 다양한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의료기

산업보건지도사는 직업환경의학 및 산업위생공학 분야의

관에서도 역할이 가능하다,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

자격으로 산업보건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3 및 같

행규칙 제7조의 2 관련별표4의 근거에 따라 필수교과목과 선택

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 2에 따

과목의 법정교과목을 이수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

라 자격시험이 시행되며, 산업장에서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교육사는 3급 시험에 합격한

과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작업과정 이나 작업장

이후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2급 시험에 합격하면 되며,

에서 발생되는 화학적, 물리적, 인체공학적 혹은 생물학적 유해

1급은 별도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요인을 측정ㆍ평가하여 관리, 감소 및 제거할 수 있는 고도의 전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

문인력이다. 시험응시자격은 없으며, 1차 필기, 2차 논술, 3차

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자격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되

면접 고사를 통하여 합격 후 보건 교육 훈련, 근로자의 보건 관리

어있다. 자격의 종류는 재물과 차량 신체 3가지의 종류로 되어

업무를 통하여 환경 시설에 대한 보건 진단 및 개인에 대한 건강

있는데, 그 중 신체와 관련된 자격은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에서

진단 관리, 건장 증진, 개인위생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상법 중 보험편과 손해사정이론 3개 과목으로 되어 있다. 2차 시

수행한다.

험은 의학이론, 책임보험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

도핑검사관은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8344호) 제35조에 근

무,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

거하고 세계반도핑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

상 및 자기신체손해) 4개의 과목으로 되어 있다. 생명보험 언더

검사국제표준이 규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소변이나 혈액

라이터(Korea life underwriter, KLU)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

시료를 채취와 관련서류등을 작성하는 공식 도핑 검사 요원이

하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고 적절한 위험집

다. 도핑검사관은 소변채취만 시행하는 도핑검사관(doping

단으로 분류하여 보험료 및 가입조건을 결정하는 계약심사업무

control officer, DCO)와 혈액채취만 담당하는 혈액채취요원

를 담당하며, 보험의 역선택을 방지하여 4차익을 실현하는 자격

(blood collection officer, BCO)가 있다. DCO는 응시자격은

이며, CKLU (certificate of Korea life underwriter), AKLU

없으며, BCO는 임상병리사만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한국도핑

(associate of Korea life underwriter), FKLU (fellow of

방지위원회(Korea Anti-Doping Agency, KADA)가 문화체육

Korea life underwriter) 등급이 있다. 보험심사역(associate

관광부 소관의 특수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반도핑 전담기구로

insurance underwriter, AIU)은 개인보험과 기업보험에 대한

주관하고 있다.

전문 언더라이팅 자격으로 개인보험심사역이 있으며, 기업보

청각관리사란 ㈜소리대장간에서 주관하는 검정시험에 합격
하고 청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관리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다.

www.kjcl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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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으로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병원행정사는 병원

research associate, CRA), 관리약사(clinical research

행정관리부서에서 총무, 원무, 인사, 기획, 교육연수, 관리, 경

pharmacist, CRP) 4개로 분류되어 있다. PI는 의과대, 치의대,

리, 자재관리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는 전

한의과 대학 졸업자 혹은 관련 면허 소지자; CRC와 CRA는 전문

문직업인이다. 대한병원행정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병원행정

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자가 가능하며; CRP는 약학대학 졸업

장기연수과정을 수료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험심사관

자 혹은 약사 면허증 소지자로 이상 모든 응시자격은 직능에서

리사는 의료기관, 보험관련 공공기관 및 일반보험사 등에서 건

요구되는 학력, 면허, 경력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 보험 등 각종 보험과 관련

Certified에는 CRC와 CRA가 있으며, 두 자격 모두 전문학사 또

하여 발생하는 진료비의 적정성 심사, 보건의료 관계기관의 적

는 학사학위 이상자 이며 임상시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의 조건

정성 평가에 대한 요양기관 내 대처,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임상

을 갖추고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Korea National Enterprise

질지표 개발 분석, 의료법 및 관련 고시와 지침의 관리 및 해당기

for Clinical Trials) 혹은 타 기관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해

관 의료인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

부조직사는 대한해부학회 주관으로 자격인정하며, 응시자격은

하며, 보건의료학과 전문학사 이상의 소지자 혹은 전문학사이

생명과학 및 보건계열 학과 졸업자로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등

상의 학력 소지자로 보험심사관련 경력5년 이상 시험에 응시할

에서 업무한다. 화학분석기사는 화학관련 산업제품이나 의약

수 있다. 병원코디네이터는 병원서비스매니저라고도 하며, 병

품, 식품, 소재등의 개발, 제조, 검사를 함에 있어 제품의 품질을

원의 중간관리자로 환자들의 진료와 관련된 모든 안내, 상담 등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원재료나 제품 등의 화학성분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고졸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

조성과 함량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계획수립, 분석항목을 측정

다(Table 3).

하고 자료를 분석, 종합 평가하여 결과의 보고 및 자료의 종합관
리와 새로운 분석기법을 조사 개발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응시

4. 임상병리기술학 전공 유사 관련 진출 자격 현황

자격은 관련학과 졸업생이며, 응시 내용은 임상병리기술학의

시험자는 임상시험전문인력으로 자격(qualified)과 인증

임상화학 총론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위험물산업기사는 2년제

(certified)으로 분류되어 운영되며, qualified에는 시험책임자

대학교 관련학과 졸업자, 4년제 대학교 관련학과 2학년 수료자

(principal investigator, PI), 임상시험코디네이터(clinical

이상 혹은 관련 실무에서 2년이상 경력자 또는 학점은행제로

research coordinator, CRC), 임상시험 모니터 요원(clinical

41학점 보유자이다. 생물공학기사는 생물공학, 유전공학 등 관

Table 3. Status of qualifications for employment outside the medical technologist major
Qualification item

Qualifications management

Eligibility for examination

Homepage

Industrial health instructor
(Industrial hygiene engineering)
(Occupational environment
medicine)
Doping control officer
Blood collection officer
Audiologis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Anyone possible

http://www.q-net.or.k

Korea Anti-doping Agency

DCO: anyone possible
BCO: medical technologist
Anyone possible
Medical technologist or a trained
Anyone over 19 years
College and bachelor's degree
and passed pre-screening
Anyone possible

https://www.kada-ad.or.kr

Sign language interpreter
Health education specialist
Claim adjuster
Korea life underwriter
(CKLU, AKLU, FKLU)
Insurance underwriter (AIU)
Administrative manager
Hospital administrator
Insurance review manager
Hospital coordinator

Soundsmithy Company
Academy of qualifications
Korea Deaf Association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Association insurance underwriter
Korea Administrative
Management Association
Korean College of
Hospital Administrators
Korea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Korea Hospital
Coordinator Association

https://www.soundsmithy.com
http://www.earlogic.co.kr/
http://www.deafkorea.com
http://www.ches.or.kr/
https://www.insis.or.kr
http://www.klia.or.kr

CKLU: Anyone possible
AKLU: CKLU pass
FKLU: AKLU pass
Anyone possible
Anyone possible

https://aiu.in.or.kr/
https://www.koama.or.kr

A trained

http://www.kcha.or.kr/

College and bachelor's degree
related healthcare
Anyone possible

http://www.kabone.or.kr/
http://www.kh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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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학과를 졸업하고 생물공정 전반에 걸친 계측, 제어, 관리, 감

리, 질병, 동물복지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동물실험의 개념에

독업무와 생물공정 관련 장치 등을 제어, 조작, 관리, 감독하는

대한 필기시험과 동물실험법에 대한 실기시험을 통해 동물실험

업무를 한다. 생물안전관리자는 한국생물안전협회에서 2011

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KLAT 자격증을 부여

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하고 있다.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2급은 임상병리기술학 재학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서와 자격수첩을 부여하며, 학력 및 경력

생도 응시대상이 될 수 있다. 동물간호복지사는 2018년 1월 25

제한은 없다. 생명공학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의 기술 문제에

일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이 신설될 예

대한 종합 진단과 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전 기술, 부품소재개발,

정이며 반려동물 표준진료제 도입으로 활성화 될 예정이다. 선

시제품 등 신기술개발 등에 대한 진단, 지도, 자문, 상담, 조사,

박의료관리자는 선박에서 선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지도, 선내

분석, 평가, 증명, 대항 등 법적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

의 환경위생유지, 의약품관리, 선내환자의 의료관리 등의 업무

이며 응시자격제한은 없다. 의료기기품질책임자의 자격은 임

를 담당한다. 선박소유자는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상병리사 면허를 소지하면 가능하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등

선박 중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5,000톤 이상의 선박

제조, 수입 업무 종업원에 대한 지도, 감독, 제조관리, 품질관리,

및 300톤 이상의 어선에 선박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18세

제품 판매 후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품질

이상이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일정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

관리 적정을 위해 제조업, 수입업 허가요건으로 품질책임자를

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Table 4).

의무고용하고 있다. 실험동물기술원은 사단법인 한국실험동물
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동물종별 해부, 생

Table 4. Status of employment qualifications similar to medical technologist major
Qualification item
Investigator (qualified)
QPI
QCRC
QCRA
QCRP

Qualifications
management
Korea National
Enterprise for
Clinical Trials

Investigator (certified)
CCRC
CCRA
Anatomic histotechnoloogist
Chemical analysis engineer
Hazardous material
industrial engineer
Bioprocess engineer
Certified technology
consultant
Biosafety officer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Korean Biological
Safety Association
Director of medical device
National Institute of
quality control
Medical Device
Safety Information
Laboratory animal technician Kore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nimal Science
Animal health technician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Cruise medical manager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Eligibility for examination

Homepage

- PI: Medical (dentistry, oriental
medicine) university more than a
graduate or a related licensee
- CRC & CRA: college and
bachelor's degree
- QCRF: Pharmacy graduate or licensee
- CRC & CRA: college and
bachelor's degree
- KoNECT trained and more than
3 years of experience
Anatomy organization association
qualification review Committee
College and bachelor's degree
College and bachelor's degree

https://www.konect.or.kr

http://www.anatomy.re.kr
http://www.q-net.or.kr

Anyone possible
Anyone possible
Anyone possible or KOBAS trained

http://www.kobsa.net

Medical technologist etc

http://edu.mditac.or.kr

More than current student of
medical technologist etc

https://license.kalas.or.kr

Anyone possible

http://www.mafra.go.kr

Anyone over 18

http://www.seaman.or.kr

Abbreviations: PI, principal investigator; CRC, clinical research coordinator; CRA, clinical research associate; CRP, clinical research
pharmacist; KoNECT, Korea National Enterprise for Clinical Trials; KOBAS, Korean Biological Safet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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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는 임상검사경영관리학뿐만 아니라 유관 교육과정
(산업위생학, 보건행정학, 보건교육학, 보건의료법규, 보건의

2018년 1월 1일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 4항에 따라 한국고

사소통, 보건사업관리, 보험심사관리, 의약품유통관리, 응급처

용직업분류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72호에 의거 새롭게 고

치) 등의 추가 도입이 요구되어진다. 보건교육사 자격제도와 보

시되었다. 주요내용으로 4차 산업혁명, 사용자의 접근 편의성

건교육사 직무 및 역할 관련 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등이 반영되었으며, 분류체계의 간명성 확보를 위해 대분류(10

2010년 국가 자격시험으로 신설 되었지만 인지도가 매우 낮고,

개)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미래 노동수요 확대 및 4차산업 등 신

자격증 취득에 대한 유용성도 높지 않다[13]. 그러나 국가 및 지

직업 발굴에 대비한 분류체계 정비가 되었다. 임상병리사와 관

방자치 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보건

련된 사항으로는 '보건ㆍ의료직' 대분류 항목 신설이며, 미래 노

교육사를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1].

동수요 확대를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외 4차 산업혁명 시

청각관리사와 청능사는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 따라 명칭

대에 대응하여 '연구개발ㆍ공학기술직' 대분류 항목 신설되었

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 자격자의 역할은 언어병리학적, 청각학

고,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적, 심리학적 서비스는 물론 물리치료, 작업치료, 레크리에이

직' 중분류가 신설되었다. 또한 새로운 직업인으로 '데이터 전문

션, 사회복지 서비스, 학교건강 서비스뿐만 아니라 상담, 통학

가',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반려동물 미용 및 관리 종사원' 등

서비스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한 의료서비스이다[14]. 2018년 8

이 세분류 항목이 신설되었다[11]. 민간자격제도의 도입은 국

월 28일 청능사 국가자격 발의안에 따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가자격제도만으로는 인력 양성을 할 수 없는 제도를 보완하고

와 한국청능사협회가 공동 주최하였다.

자 도입되었으며, 초기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로만 운영

수화통역사는 근래에 들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이해의 증

되다가 2007년 ｢자격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민간자격 등록제

대에 따라 수화통역사가 증대되고 있지만 자격증을 취득한 후

도로 확대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사회봉

등록제도 도입 초기의 등록민간자격은 548개 종목이었으나, 이

사적인 관점이 강해 직업의 성격을 갖기에는 해결 되야 할 과제

후 민간자격 종목이 빠르게 늘어남으로써 2017년 9월 29일 현

가 많기 때문이다. 수화통역 전문분야는 병원 등의 전문기관에

재 등록민간자격은 27,534 종목, 6,169개 기관으로 민간자격

서 해당 전문 지식을 갖고 통역을 하는 구조로 변화하게 될 것이

종목 수의 양적 팽창이 급격히 이뤄졌다. 최근 건강 관리 분야가

다[15].

사회 수요 충족과 시대 흐름에 맞게 위해 다양화 되고 있다[12].

병원업무분야로 임상병리사가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행정

따라서 본 저자들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있는

관리사, 병원행정사, 건강보험사, 보험심사관리사, 병원코디네

임상병리사 업무 정의와 임상병리기술학을 3년 혹은 4년간의

이터, 서비스코디네이터 등은 병원 혹은 공공기관 그리고 회사

대학과정에서 학습한 과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취업이

에서 임상병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양한 변수 요인으로

가능한 전공 외 및 유사 자격증을 조사하고 취득 방법을 살펴보

경영관리 혹은 전공 외의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가 실제로 빈번

고자 하였다.

하게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과 진로변경을 준비할

임상병리기술학 전공 외 취업분야로 산업보건지도사, 산업

수 있는 분야로 경영행정분야는 행정관리사, 병원행정사 등이

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청각관리사, 청능사, 요

있으며, 건강보험관리 분야로는 건강보험사, 보험심사관리사

양보호사, 간병사, 수화통역사, 의료정보관리사, 보건교육사는

를 들 수 있으며, 병원서비스관리 분야로 병원코디네이터와 서

임상병리사가 수학하는 다양한 학문적 습득을 다학제간 융합

비스코디네이터 등을 준비할 수 있다.

및 다양성을 통하여 새로운 진로의 개발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손해사정사는 현행 자격 및 시험제도 하에서 손해사정사는

사료된다. 전문성을 연계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의료기기품질

신체 손해사정사, 재물 손해사정사, 차량 손해사정사 및 종합 손

관리사와 기술전문가의 자격, 산업위생기사, 보건교육사등이

해사정사의 4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다만 이 가운데 종합 손해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산업보건지도사, 산업

사정사는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신체 손해사정사, 재물 손

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

해사정사 및 차량 손해사정사 자격을 모두 취득하는 경우 금융

으며, 관련 법령 및 전문지식에 관련된 시험과목을 준비하여 시

감독원에 종합 손해사정사로 등록이 가능하다[16]. 임상병리사

험에 응시하면 된다. 따라서 여러 법률에서 임상병리사의 업무

의 지식으로는 신체 손해사정사가 취득이 용이하며, 생명보험

범위를 파악하여 법률 적인 검토 요구 및 전문인력으로서 인정

언더라이터는 생명보험의 역선택의 위험이 높은 경우 실제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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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정위험률로 수렴시키기 위해서는 언더라이팅의 기능이 필

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융복합 및 공학 중

수적이다. 생명보험은 질병보험 관련 언더라이팅, 질병 발생과

심의 구조로 개편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직무역량 안정성

관련이 높은 직업적 위험에 대한 심사기법을 보유한 생명보험

(skills stability)’의 변화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능력과

의 전문인력이다[17]. 현재 언더라이터로는 간호사가 대다수를

전문지식을 활용한 복합 문제 해결 능력과 인지능력, 컴퓨터/IT

차지하고 있지만 임상병리사도 일부 근무하고 있다.

및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2007년부터 정부는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기본계획을 마

분야의 지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20]. 최근 임상병

련하고 종목간 중복성 문제 등을 해결하고 산업 현장의 수요에

리기술학의 최근 교육과정의 분석결과 3년제 대학의 교육과정

기반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격은 부여기준

은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위주의 교육과정의 편성을 파악할 수

과 관리주체 등에 따라 첫째, 국가기술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

있었으며, 4년제 교육과정은 미래변화를 반영한 과목이 다양하

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분야의

게 개설되어 있었지만 일부 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정의)1항에 근거하고 있다.

[21]. 현재 대학교육의 현실은 대학의 입학자원이 급감하고,

둘째, 국가자격은 국가가 운영ㆍ관리하는 자격으로서, 자격기

2018년부터 대입정원과 고교졸업자 수의 역전현상이 발생되

본법 제2조(정의)4항에 근거하고 있다. 셋째, 민간자격은 국가

어 대학 간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외의 자가 운영관리하며,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5항에 근거한

노력을 유도하고 있어[22], 다양한 교과과정 개편 등은 현실적

다. 우리나라의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의 정의는 자격증, 면허증

으로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은 직원 채용에 있어

등과 같은 직업적인 의미가 강하다. 2011년 11월 기준 우리나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한다.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다

라의 자격제도는 국가기술자격 512개, 개별법의 국가자격 132

양한 테스트를 개발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23], 다양

개 만간자격으로 국가공인 민간자격 84개, 등록 민간자격

한 지식ㆍ정보ㆍ문화와 관련된 인적자원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2,257개, 사업 내 자격 약 108개 등으로 운영되었다 민간자격은

임상병리기술학은 응용학문이이며, 융합학문으로 학제간 학

국가 공인의 등록과정을 거쳐 공인민간자격으로 분류되며 민간

문, 다학제 학문, 융합학문으로의 적용이 용이 할 것이라고 사료

자격 안에 포함되어 있다[18]. 2019년 과정형 취득자격으로 적

된다. 전문대졸자의 경우 자격은 국가자격을 많이 소지하고 있

용될 위험물기능사 과정을 살펴보면 교육훈련시간은 총 600시

을수록, 민간자격이 적을수록 취업 효과가 높았다[24, 25]. 이

간 이상이며 그 중 직업기초능력이 30시간에서 60시간이며, 필

는 자격을 무조건 많이 취득하는 것보다는 전공과 관련된 국가

수능력단위가 총 330시간 이상이며, 선택능력단위가 총 495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취업준비에 자신감을 높여주어 진로결

간 중 210에서 24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내부평가는 능

정과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자

력단위별 포트폴리오, 문제해결 시나리오, 서술형시험, 논술형

격과 국가자격을 합한 전체 자격 보유수가 많을수록 취업확률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

이 높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2]. 선호직장 유형별로는 공기

크리스트, 일지/저널, 역할연기, 구두발표, 작업장평가 등을 한다.

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 학점, 자격증, 자격증 등급, 직업훈련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자격 변화는 첫째, 미래 신기술 기반으

취업 효과가 높다는 연구도 있다[24, 26]. 임상병리사로서 유리

로 신산업 분야의 고용 증가가 예상된다. 둘째, 직업들의 세분화

한 취업 연계가 가능한 자격으로는 임상시험코디네이터, 임상

및 전문화로 현재보다 높은 자격 및 교육수준이 요구될 것으로

시험 모니터 요원, 해부조직사, 화학분석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예측된다. 셋째,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유망 자격종목 개발이

생물공학기사, 생물안전관리자, 생명공학기술지도사, 의료기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통

기품질책임자, 실험동물기술원, 동물간호복지사, 의료관리자

신, 농림어업, 환경ㆍ에너지, 기계, 금융ㆍ보험 등의 분야에서

등이 있다. 또한, 외국어 능력은 취업준비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것뿐만 아니라 기업 내 외국어 사용여부 및 활용정도에 있어서

서비스, 클라우드시스템운영, 공간정보분석, 가상현실시스템,

도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로자 개인에게 노동

스마트시스템, 3D메디컬부품제작, 전기자동차수리, 드론수리,

시장의 다양한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청년구직자 입장

웨어러블기기수리, 스마트팜시스템, 국외수종관리, 핀테크시

에서는 외국어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27]. 어학능

스템, 금융상담시스템관리, 비대면금융상담, 금융보안분석, 그

력관련 국가공인자격은 한자능력급수, 한자실력급수, 한자ㆍ

린하우스건축, 제로에너지하우스, 무인항공촬영의 자격종목이

한문지도사, 한자급수인증, ESPT (교육부 국가공인영어),

개발될 필요가 있다[19]. 대학교육은 4차 산업혁명의 사회 패러

TESL (한국영어검정), TEPS (영어능력검정), 무역영어, 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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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듣기/읽기), FLEX 중국어, FLEX 일본어, FLEX러시아어

보유 자격현황은 분석하지 못했다. 셋째, 자체적으로 분류한 분

(듣기/읽기) 자격 등이 있다.

야의 효용가치를 측정할 수 없었다. 넷째, 본 연구의 주제와 비

취업과 무관하지만 사회공익적 측면의 자격으로는(수상)인

슷한 선행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임상병리사들이 현재 보유하

명구조사, 응급처치자격증(emergency first response, EFR),

고 있는 다양한 자격 현황의 사회분석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임

BLS (basic life support) provider, KALS (Korean advanced

상병리사로 시작하여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황조사까

life support), ACLS (advanced cardiovascular life support)

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현행 법률적 명시에 대한 검

등이 있다. 대한적십자에서 수상안전(인명구조요원)은 국가인

토를 통해서 임상병리사의 업무관련 자격을 다양하게 보유할

정민간자격으로 인명구조요원, 수상구조사, 수상안전법 강사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의 임상병리사 업무적 범위를 확대하고

등이 있다. 2005년 우리나라에 AHA (American Heart

개인의 업무역량 강화의 노력을 통하여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

Association)의 의료인 대상 기본심폐소생술 과정 교육이 도입

여 영역 확대와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되어 지정교육기관(BLS training site)이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심폐소생술 자격과정(BLS-

요 약

provider)을 교육하는 지정교육기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28]. 또한, KAL는 한국전문소생술이며, AHA의 ACLS (advanced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병리 전공 유사 취업연계가 가능한 다

cardiovascular life support)를 한국형을 변형한 것이다.

양한 자격증을 조사하고 취득 방법과 활용 여부를 알아보고자

ACLS란 전문심폐소생술이라고도 불리어 지는데, ACLS는 BLS

하였다. 전공 외 취업 연계 가능 자격은 산업보건지도사, 도핑검

에 정맥로 확보, 약물투여, 심장모니터링이 추가된 것이다

사관, 청각관리사. 수화통역사, 보건교육사, 손해사정사, 생명

도핑검사관은 체육 분야의 한 직업분류군으로 분류되고 있

보험 언더라이터, 행정관리사, 병원행정사, 보험심사관리사, 병

었으나[29] 최근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방침으로 혈액검사가 급

원코디네이터 등이 있다. 임상병리기술학 전공 유사 관련 진출

증함에 따라 혈액채취가 가능한 임상병리사를 모집하고 있다.

자격 현황으로는 임상시험코디네이터, 임상시험 모니터요원,

도핑검사관은 자격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집전형은 서류

해부조직사, 화학분석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생물공학기사, 생

와 면접으로 모집하고 있다. 현재 47여명의 임상병리사가 활동

물안전관리자, 생명공학기술지도사, 의료기기품질책임자, 실

하고 있으며, 모집공고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에 공

험동물기술원, 동물간호복지사, 선박의료관리자가 있다. 따라

지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도 동시에

서, 임상병리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격 현황의 사

게시하고 있다. 도핑검사관의 자격은 일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

회분석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임상병리사 출신으로 다른 분야

으며, 자격갱신 조건은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한국도

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황조사도 필요할 것이다. 향후, 임상병리

핑방지위원회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목표검사횟수를 채워야

사는 개인의 업무역량 강화의 노력을 통하여 업무적 범위를 확

한다. 현재 도핑검사관은 업무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한국도

대시키고, 사례를 공유하여 영역 확대와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핑방지위원회의 직원은 아니며, 별도의 직장과 겸임이 가능하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
도 등이 발생되고 이에 따른 서비스 인력의 필요에 따라 신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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