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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사의 청각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분석

박순길 류성용

요약

이 연구는 언어치료사를 대상으로 청각장애 아동에 대한 언어치료 인식 및 요구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광역시에 근무하고 청각장애 아동을 중재하고 있는 언어치료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언어치료사들은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치료의 시작 시기
는 청각장애를 발견한 직후부터 그리고 청각보조기기를 착용하기 전부터 언어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고 나타났다 수화와 구화 교육의 적절한 시작 시기로는 수화교육은 말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와 청각장애를 발견한 직후부터 구화교육은 청각보조기기를 착용하기 전부터와 청각장애
를 발견한 직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치료를 위한 교육
참여 요구도에서는 청각장애에 관한 부모상담 청각장애 중재방법 청각장애 평가방법 및 평가도구
사용 등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가 높았다 언어치료를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교구 및 검사도구의 구비
평가에 충분한 시간 배정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교재 교구의 개발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청각장
애의 언어치료 시 어려움은 청각장애 치료를 위한 절차에 관한 지식 부족 청각장애 아동을 지도하기
위한 자료 교구의 부족 등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
핵심어 청각장애 언어치료사 요구도 인식 조기교육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cognitions and demands of speech therapists on speech therapies for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For this study, we implemented questionnaires using 70 subjects who
work in G metropolitan city and intervene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As a result, it appeared that
speech therapists believe that speech therapies for children have to be started immediately after hearing
impairment was noticed and before starting to wear any hearing aids. The appropriate time for sign
language education is when children are considered to be difficult to speak normally and immediately after
hearing impairment noticed, while the suitable time for oral approach education is before starting to wear
any hearing aids and right after hearing impairment noticed. For the demands on education particip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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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ch therapies for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interests and needs were high on parent consultations
in hearing impairment, intervention methods for hearing impairment, evaluation methods for hearing
impairment and uses of assessment tools. Regarding any improvements for speech therapies, demands were
high on preparation for teaching aids and testing tools, enough time assignment for evaluation, various
teaching materials for the disabled and developments of teaching aids. During speech therapies of hearing
impairment, difficulties were reported regarding lack of knowledge about hearing impairment therapy
procedures, lack of teaching materials for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lack of teaching aids and so
on.
Keywords : Hearing Impairment, Speech Pathologists, Needs, cognition, early education

서론
언어발달 시기의 아동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청력을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언어자극을 수용할 뿐
아니라 자신이 산출한 발화가 적절한지 스스로 감독해가며 언어능력을 발달시켜간다 그러나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동은 언어연쇄
과정에서 청각기관의 이상으로 소리를 듣
지 못하게 되므로 말과 언어에 이상이 생겨 화자로서의 언어 산출과 청자로서의 언어를 인식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의사소통장애를 수반하게 된다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아동은 약 만 세 정도가 되면 자신의 모국어에 대한 구문 규칙을 대부분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각장애 아동은 음성언어를 들을 수 없으므로 음성언어를 체계
적으로 구사할 수 없으며 구문 규칙 습득 또한 어려움에 노출된다 음운론적 규준에서 청각장
애인은 건청인에 비해서 그 기능이 매우 낮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소리의 고저 억양 어휘의
발달에서도 많은 지체를 보이게 되며 읽기와 쓰기에서도 지체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언어발달의
지체는 정신발달 사고능력 개념형성 정서발달까지 저해하게 된다고 한다
청각장애로 인하여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듣기에 어려움이 나타나서 청력보조기를 착용하게 된
다 이러한 청력보조기를 착용하기 않고는 어음을 통한 언어수용이 어려워져서 건청 아동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언어의 발달은 거의 기대할 수 없게 되며 듣기 문제로 인한 언어발달
의 지체는 의사소통과 학습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
조기에 청각장애를 진단하고 언어치료를 조기에 시작한 아동은 청각장애로 인한 말과 언어장애
를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인지 능력뿐만 아니라 말
산출능력에도 빠른 발전을 보인다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착용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치료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청각장애 아동을 다양한 언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언어 습득을 위해서는 장애 정도에 기초한 적절한 지도가 요구된다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교육에 있어서 청각장애로 인한 듣기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청각 이외의 촉각이나 시각
을 포함한 다양한 감각을 이용한 다감각이나 수화와 구화 지문자 등을 포함한 토탈커뮤니케이션
과 청각장애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이중언어 이중문화 접근법에 기초한 언어교육 등 다
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아동을 지도하고 있는 언
어치료사를 대상으로 언어치료 인식과 요구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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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아동을 지도하고 있는 언어치료사를 대상으로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치
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치료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알아보
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언어치료사의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치료에 대한 인식을 알
아보고 둘째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치료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광역시에 근무하고 있는 언어치료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본 연구에
적절하게 응답한 명의 언어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한 언어치료사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명으로 성별은 여자 명
남자
명 이었다 언어치료사의 연령은 대가 명
대 이상 명
대가 명
이었으며 학력은 학사 명
석사가 명
박사가 명 이었다 자격증은
급 언어치료사 명
급 언어치료사 명 로 나타났다 경력은 년 미만이 명
년 이상 년 미만이 명
년 이상이 명 이었다 근무형태는 사설 언어
치료실이 명
병원 및 의원은 명
교육기관은 명
복지관은 명
기
타 근무기관은 명 이었다 언어치료사가 담당하고 있는 총 중재인원은 명 이상 명 미만
이 명
명 이상이 명
명 미만이 명 이었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은 표 에 제시하였다
표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자격증

구분
남자
여자
대
대
대 이상
학사
석사
박사
급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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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특성
경력
근무
형태
총 중재
인원

구분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복지관
병원 및 의원
언어치료실
교육기관
기타
명 미만
명 이상 명 미만
명 이상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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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구
언어치료사의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치료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도구의
문항 및 척도는 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
항 문항 언어치료 인식 문항 언어치료 요구도 문항 으로 나뉘어 있으며 전체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치료 인식에 관한 문항에서 청각장애 인식과 언어치료 요구도는
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 점 그렇지 않다 점 잘 모르겠음 점 그렇다 점 매우 그렇다 점이다
교육 참여의 요구도는 전혀 관심 없음 점 별로 관심 없음 점 보통 점 조금 관심 있음 점
매우 관심 있음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 참여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설문지를 제작하였으며 내용 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경력 년 이상 된 언어치료사 명 언어치료를 전공한 석사 명 특수교육 전공 교수 명에게 자
문을 구하여 문항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언어치료 인식의 하위영역 중 청각장애 인식 언어치료 요구도의 하위영역 중 언어치료 개선
방안 교육참여의 요구도 언어치료의 어려움은 으로 대부분 높은 신뢰도를 가진 도구로
신뢰할 수 있는 도구임을 알 수 있다

연구절차
언어치료사의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치료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분석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
행연구를 근거로 문헌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 알맞게 설문지를 구성하고 광역시 지역의 언어치료사
중에서 청각장애 아동을 중재하고 있는 언어치료사를 대상으로 사전에 동의를 얻은 후 직접 방문
하거나 우편물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차 배부된
부의 설문지 중 부의 설문지가 회수 되었으며 회수율은 였다 이 중 응답이 부진한 설문지
를 제외한 부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처리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자료처리는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의 분석은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빈도 값과 백분위를 산출하였다 둘째 언어치료에 대한 인
식 언어치료에 대한 요구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문항별 요인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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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언어치료사의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치료에 대한 인식분석
언어치료사의 청각장애 아동에 대한 언어치료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언어치료의 시작 시기
청각장애 아동의 주 언어 수화 및 구화 교육 시작 시기 청각장애 아동의 적절한 지도와 평가자
청각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표 언어치료의 시작 시기
구분
청각보조기기를 착용하기 전부터
청각장애를 발견한 직후부터
청각보조기기를 착용한 이후에
의학적인 치료 이후에
합계

빈도

퍼센트

표 와 같이 언어치료사들이 생각하는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치료시작 시기는 알아보았다 그
결과 청각장애를 발견한 직후부터 언어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명 로 가장
많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청각보조기기를 착용하기 전부터가 명
청각
보조기기를 착용한 이후가 명
의학적인 치료를 받은 이후가 명 의 순서로 나타났
다
표 청각장애 아동의 주 언어
구분
수화
구화
글
단순한 몸짓
기타
합계

빈도

퍼센트

표 과 같이 언어치료사가 생각하는 청각장애 아동의 주 언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구화 말
이라고 응답한 언어치료사가 명
수화라고 응답한 언어치료사가 명 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글 단순한 몸짓 등은 언어치료사가 생각하는 청각장애 아동의 주 언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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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수화 교육 시작 시기
구분
말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부터
언어치료를 받고 말의 습득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부모님의 요구가 있을 때
청각장애아동이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다른 전문가의 의견이 있을 때
청각장애를 발견한 직후부터
합계

빈도

퍼센트

표 와 같이 청각장애 아동의 적절한 수화교육의 시작 시기는 말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가 명
청각장애를 발견한 직후부터는 명
다른 전문가의 의견이 있을
때는 명
청각장애아동이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는 명
언어치료
를 받고 말의 습득이 어려울 때와 부모님의 요구가 있을 때가 각각 명 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구화 교육 시작 시기
구분
청각보조기기를 착용하기 전부터
수화를 습득한 이후에
청각보조기기를 착용한 이후에
부모님의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전문가의 의견이 있을 때
청각장애를 발견한 직후부터
합계

빈도

퍼센트

표 와 같이 청각장애 아동의 적절한 구화교육의 시작 시기는 청각보조기기를 착용하기 전부
터가 명
청각장애를 발견한 직후부터는 명
부모님의 요구가 있을 때는 명
청각보조기기를 착용한 이후가 명
다른 전문가의 의견이 있을 때가 명
수
화를 습득한 이후가 명 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청각장애 아동의 적절한 지도와 평가자
구분
특수교사
언어치료사
임상심리전문가
청능사 청각사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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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센트
빈도

적절한 교수자
빈도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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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전문가
합계

표 와 같이 언어치료사가 생각하는 청각장애 아동의 적절한 평가와 교수자를 알아보았다 적
절한 평가자는 언어치료사가 명
청능사 청각사 명 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교수자
는 언어치료사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명 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언어치료사가 청각장애
아동의 평가와 교수를 언어치료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표 청각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구분
나는 내가 담당하는 청각장애아동을 지도할 만큼 충분히 훈련을 받았다
나는 청각장애에 관하여 관심이 있다
나는 청각장애 아동을 평가하는 일에 능숙하다
나는 청각장애 아동을 지도하는 일에 능숙하다
나는 청각장애 아동을 평가 시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한다
청각장애 아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의 주 언어는 수화이므로 가장 중점을 두어 지도해야 한다
말을 배우기 전 수화의 습득과 사용은 아동의 언어습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합계

평균

표준편차

표 과 같이 언어치료사의 청각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알아보았다 평가 시 표준화된 검
사도구의 사용
청각장애에 대한 관심
청각장애 지도를 위한 충분한 훈련과 말을
배우기 전의 수화습득이 아동의 언어습득에 대한 영향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
아동을 가르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
수화에 중점을 둔 지도
의 인식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언어치료사의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치료에 대한 요구도 분석
언어치료사의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치료에 대한 요구도 분석을 위하여 언어치료사의 치료에 대
한 개선 요구 교육참여 요구도 청각장애 언어치료에 대한 어려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표 치료에 대한 개선 요구
구분
대학에서 더 많은 교과목 및 시수 배정
청각장애에 관련된 더 많은 연구 논문의 간행
청각장애에 관련된 세미나 워크샵의 개최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교재 교구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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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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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교구 및 검사도구 구비
청각장애에 관한 전문서적으로 지식의 습득
평가에 충분한 시간 배정
전체

표 과 같이 언어치료사의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치료에 대한 개선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교구 및 검사도구의 구비
평가에 충분한 시간 배정
의
순으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전문서적을 이용한 지식의 습득
대
상자를 위한 다양한 교재 교구의 개발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에 관련된 세미
나 워크샵의 개최
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교육 참여의 요구
구분
청각장애아동의 발달
청각장애 중재방법
청각장애 평가방법 및 평가도구 사용
장애 특성에 따른 교재 및 교구
청각장애에 관한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수화
전체

평균

표준편차

표 와 같이 언어치료사가 청각장애 아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교육의 참여가 주어졌을 때 참여
하고 싶은 교육의 요구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각장애에 관한 부모상담
청각
장애 중재방법
청각장애 평가방법 및 평가도구 사용
청각장애아동의 발달
수화
장애 특성에 따른 교재 및 교구
에 대한 순으로 교육 참여의 관심
과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청각장애의 언어치료 어려움
구분
청각장애에 관련된 연구 부족
장애 특성에 따른 평가 지도의 어려움
청각장애 평가 시 적절한 선별 평가도구 부족
청각장애 아동을 지도하기 위한 자료 교구의 부족
내 자신의 청각장애에 대한 지식의 부족
내 자신의 청각장애 발달에 대한 지식 부족
청각장애 치료를 위한 절차에 관한 지식 부족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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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과 같이 점 척도 문항으로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치료시 언어치료사가 생각하는 어려움
을 살펴보면 청각장애 치료를 위한 절차에 관한 지식 부족
청각장애 아동을 지도하기 위
한 자료 교구의 부족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언어치료사 자신의 청각장애 발달에 대한 지
식 부족
언어치료사 자신의 청각장애에 대한 지식의 부족
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
나 문항 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언어치료사의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치료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를 조사하여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치료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요구를 파악하여 향후 임
상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언어치료의 시작 시기는 청각장애를 발견한 직후부터 그리고 청각보조기기를 착용하기 전부터
언어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의 연구에서도 청각장애 아동들의 조기 중재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기 중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수화와 구화 교육의 적절한 시작 시기로는 수화교육은 말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와 청각장애를 발견한 직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나타났다 구화교육의 시작 시기는
청각보조기기를 착용하기 전부터와 청각장애를 발견한 직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
타났다
청각장애 언어치료를 위한 개선 요구 사항에서는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교구 및 검사도구의 구
비 평가에 충분한 시간 배정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교재 교구의 개발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치료는 청력의 손실 정도 부위 청력 손실 시기 등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하여 언어치료 목표와 방법이 달라지므로 교구와 검사도구의 구비와 다양한 교재 교
구의 개발에 대하여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 참여 요구에서는 청각장애에 관한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청각장애 중재방법 청각장애 평
가방법 및 평가도구 사용 등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가 높았다 청각장애 아동의 부모상담과 교육에
대한 높은 요구도는 의 연구 결과와도 비슷하다
청각장애의 언어치료 시 언어치료사가 생각하는 어려움은 청각장애 치료를 위한 절차에 관한
지식 부족 청각장애 아동을 지도하기 위한 자료 교구의 부족 장애 특성에 따른 평가 지도의 어
려움 등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를 종합해 보면 연수를 통한 청각장애에 대한 부모상담과 중재 방법 청각장애 아동
을 위한 다양한 교재와 교구 검사도구의 배치 지도와 평가에 충분한 시간 배정이 임상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언어치료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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