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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이해 프로그램이 일반학생의 청각장애 및 청각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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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Regular students’ lack of knowledge about hearing and hearing loss can adversely impact their attitudes toward hearing loss,
hearing care, and inclusion of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a
disability-awareness program about hearing loss on regular students’ awareness of hearing loss and inclusive education with hearingimpaired students. Methods: In total, data of 142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used for analysis. A 90-minute disabilityawareness program about hearing loss was implemented one time. The program included both understanding-based and activity-based
educations. For the understanding-based education, information about the normal hearing mechanism, the causes and risks of hearing loss,
and the prevention of hearing loss were given. Also, some famous deaf people who overcame their hearing loss were introduced, and group
discussion and presentation were conducted. For the activity-based education, the activities of simulated listening with hearing loss and of
wearing hearing aids were given. Results: The regular students’ awareness of hearing loss and hearing cares significantly improved after
participating in one-time educational session, regardless of the grade.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the regular students reporte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inclusive education with hearing-impaired students and agreed that the regular students would promote the
communication and listening skills of hearing-impaired students. Among various activities, the activities of group discussion and presentation
were the most favored. Conclusion: A disability-awareness program about hearing loss enhanced the awareness of the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regarding the risks and prevention of hearing loss, the importance of hearing health and care. The disability-awareness
program also appeared to be positive on the regular students’ accepting attitudes toward inclusive education with hearing-impaired students. It indicates a need for more systematic and structured disability-awareness programs on hearing loss and hearing car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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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이후 2007년, 2008년에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장애
인차별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

우리나라는 1994년에 특수교육진흥법 제62조 6항을 개정한

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과 같은 장애인 관련 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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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및 개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을 통해 통합교육을 지향

명)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Career and Lifelong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이후 특수교육 대상자의 일반학교 배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Team, 2017). 이와 같

치 수는 해마다 증가하였다. 그러나 통합교육의 성공을 위해서

이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는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을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통합시키는

불구하고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이 청각장애가 아닌 타 장애 유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Cole & Chan, 1990; Peterson, 1982).

형에 집중되어 있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

통합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학생 요인, 또래(일

고(Lee & Park, 2018; Seo & Yoo, 2014), 또래 일반학생들이

반학생) 요인, 교사와 교수적 요인, 행정적 요인, 부모 및 지역사

청각장애 혹은 청각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회의 태도 등의 여러 요인들이 통합교육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한 경우도 드물다(Lee &

준다(Kang & Choi, 2011; Won & Um, 2007).

Lee, 2012).

통합교육이란 교육 환경의 제한을 최소화하여 일반학생과

일반계 중고등학생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부정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통합, 즉 더불어 살아가는 공

적으로 장애를 인식하고 장애학생을 괴롭히거나 놀리는 등의

동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며 바람직한 상

행동을 보일 수 있어 장애이해 및 태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과

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Lee & Ahn, 2011). 일반학생

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

들이 청각장애와 청각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에 대해 긍정적으

로 변화시켜줄 장애이해교육이 필수적이다. Seo(2017)는 단순

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이해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 자료 배부를 통한 기존의 교육방법보다는 다양한 자료를 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용하는 이해중심 교육, 구조화된 체험 혹은 접촉을 중시하는

해중심과 활동중심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청각장애이해교육을

활동중심 교육이 장애수용 태도나 인식 개선에 보다 유리하다

시행한 후 청각장애나 청각케어, 청각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에

고 하였다. 이해중심 교육에는 장애에 대한 정보 제공, 장애인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의 삶을 다룬 영화 혹은 책, 장애를 극복한 사람 소개, 장애 이
해에 관한 집단 토론 등이 포함된다. 활동중심 교육에서는 모

MATERIALS AND METHODS

의 장애체험 등의 직간접적 경험을 제공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 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 대상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유아 및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이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남구, 중구, 북구에 위치한 5개 학교

해 교육활동을 시행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으며(Kim,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 재학 중인 일반학생 150명을

2007; Kwak et al., 1996)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청각장애뿐 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각 학교를 방문하여 청각장애

니라 지체부자유, 학습장애, 지적 장애 등에 대한 인식이 긍정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프로그램 전후 설문조사를 하

적으로 변화하였다(Park et al., 2006).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였다. 연구를 위해 방문한 5개 학교에는 모두 특수학급이 존재

다양한 연구에 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의 효

하였으나,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학생은 없었다. 150

과를 확인한 연구는 비교적 제한적이다(Lee, 2006; Na & Kim,

명의 설문 응답 중 대답한 내용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부적절하

2004).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청소년 시기에 차별적 장애인관

게 응답한 8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총 142명의 결과를 최종 자

이나 편견이 형성되면 추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워 매

료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입시 교육 때문에 적극

연구 대상자에게 데이터의 익명성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연

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Ha & Yoo,

구 도중 자유롭게 연구 참여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대

2012; Heo, 2012).

상자 모두 연구 참여 전 연구의 목적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

청각장애의 경우 보청기, 인공와우 등의 청각보조기기 기술

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의 발달, 청각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 등의 결과로 인해 청각장
애학생의 통합교육 배치 수가 급증하였다. 연차 보고에 따르면

연구 도구

2002년도에 일반학교에 배치된 청각장애학생 수가 845명에 불
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1,844명, 2017년도에는 2,519명의 청각

청각장애이해 프로그램의 구성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 재학하였다. 2017년도 기준 특수학교에

기존의 자료 배부 중심의 이론 수업보다는 이해중심과 활동

재학 중인 학생 수가 819명,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소속된 학생이

중심의 교육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Seo, 2017) 본

20명인 것을 기준하였을 때 약 3배가 넘는 청각장애학생(2,519

연구의 청각장애이해 프로그램에는 청각장애에 대한 정보 및
www.e-as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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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전달하는 이해중심 교육과 청각장애를 직간접적으로

각 문항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답하였고(“매우 그

체험하는 활동을 포함하였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교육을 시행한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8회 이상의 장기 프로그

문항 15번을 제외하고는 점수가 높을수록 청각장애학생과의

램을 통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으나(Moon & Park,

통합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하였다. 모든 문항

2006; Seo, 2017) 이와 같은 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입시 위주의

이 긍정적일 경우 전반적인 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문항 15번

중고등학교 교육 현실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통합교육을 받을 경우 입시 경쟁

2교시에 걸쳐 총 90분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구체적인 교육

스트레스, 따돌림 등의 문제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

내용은 Appendix 1에 기입하였다.

다.”)은 점수가 낮을수록 통합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

1교시 교육에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직간접적으

을 반영한다.

로 청각장애를 체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해중심과 활동중심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에서 시행한 4개의 교육활동(60 dB

교육을 포함하였다. 1교시의 이해중심 교육으로 귀의 해부생리

난청 시뮬레이션, 실제 보청기 착용, 난청 극복 인물 소개, 그룹

적 구조, 소리 전달 과정, 청각장애 종류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프로젝트 발표)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하였다. 만족도 또한

난청의 발병률 및 난청이 삶에 미치는 영향, 소음성 난청의 위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답하게 하였으므로(“매우 만족”,

험성 및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청각장애를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점수가 높을수록 각 교

극복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은 대표적 인물들을 소개하였다. 1교

육활동에 만족하였음을 의미한다. 15개 문항들에 대해 신뢰도

시의 활동중심 프로그램에서는 청각장애에 대한 직간접적 체

분석을 시행한 결과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0.85로 내적 일관성

험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면 60 dB 청각장애 시뮬레이션

이 비교적 높아 설문에 활용하기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을 통해(https://www.youtube.com/watch?v=K2nPeH_VwLc)

그 외에 단답형 질문 13개를 통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0 dB의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이 듣게 되는 소리를 간접 체험

(대상자의 성별, 학년, 학급 환경 등에 대한 정보)과 개인 음향

하였고, receiver-in-canal (RIC) 형태의 보청기를 직접 착용

기기 사용 습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Appendix 3). 대상자의

해 봄으로써 보청기를 통해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지, 보청기를

개인 음향기기 사용 습관을 조사한 이유는 대상자 개인의 사

실제로 착용하였을 때 가지는 불편함 등을 체험하였다.

용 습관에 따라 청각장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다른지

2교시의 경우 그룹 토의와 그룹 발표를 통한 이해중심 활동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을 진행하였다. 약 5~6명으로 그룹을 구성하여 또래의 청각장
애학생이 일상생활뿐 아니라 통합교육 수업 참여 시, 사회적 활

통계 분석

동 시 가질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토의하게 하였다. 그룹별로

수집된 결과는 SPSS version 20.0 (IBM Corp., Armonk,

청각장애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제품 혹은 서비스

NY, U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모든 통계 분

등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석은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에 대한 응답은 빈도 분석으로 결과를 정리하였다. 청각장애이

청각장애 및 청각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해 프로그램 전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일반학생의 청각장애

본 연구에서는 Kim & Yang(2013)에서 청각장애 및 청각장

및 청각케어에 대한 이해, 청각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에 대한

애 예방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하는 데 사용한 문항 20개와

인식을 조사하였고, 본 연구에서 시행한 각 프로그램 활동에

Lee(2008)가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문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윌콕슨 부호순위 비모수 검정(Wil-

항 31개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문항 21개를 선정한 후

coxon signed-rank test)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전후 설문지 응

필요에 따라 청각장애와 관련되도록 설문 문항을 수정하여 최

답을 비교하였다.

종 문항 15개를 구성하였다.
총 15개의 문항 중 문항 1~10번을 통하여 난청 예방 및 전반

RESULTS

적인 청각케어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하였다(Appendix 2). 대
상자들은 각 문항을 읽고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답하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으므로(“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142명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혀 그렇지 않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각케어 및 난청 예방의 중

남학생이 45명(31.69%), 여학생이 97명(68.31%)이었고, 대상자

요성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였음을 의미하였다. 문항 11~15번을

중 100명은 일반계 중학교 1학년(70.42%), 26명이 중학교 2학년

통하여 청각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18.31%), 16명이 고등학교 2학년(11.27%)에 재학 중이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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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모두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다고 대답하였
고, 이 중 110명(77.46%)이 통합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전체
대상자 중 16명(11.27%)만이 난청 혹은 난청 예방에 관련된 교
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대상자 중 27명(19.01%)은 가
족, 친척, 혹은 지인 중 청각장애로 인해 보청기를 착용하는 사
람이 있다고 하였다. 대상자 중 101명(71.13%)은 본인의 귀 건강
상태에 대해 건강하다고 느낀다고 하였고, 29명(20.42%)은 보통,
12명(8.45%)은 예전보다 안 좋아진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대상
자들의 음향기기 사용 습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하루 음향기기
평균 사용 시간은 60~90분가량이었으며 음향기기를 주로 사용
하는 이유로는 동영상 시청(youtube, 드라마, 예능) 혹은 음악
청취의 목적이 주를 이루었다. 대상자 대부분(70% 이상) 개인
음향기기 이용 후 귀가 윙 거리는 느낌이 들거나 소리가 잘 안 들
리는 느낌을 경험한 적 없다고 하였고, 개인 음향기기 사용 시
주변의 배경 소음이 있을 때 41명은 자주(28.87%), 65명은 가끔
(45.77%) 음향기기의 볼륨을 키운다고 답하였다.

청각장애 및 청각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ASR

Table 1. Mean score of each question (Q1-15) before and after participating in program

Before
program
Mean (SD)
Q1
3.53 (0.96)
Q2
4.09 (0.79)
Q3
3.92 (0.95)
Q4
3.58 (1.00)
Q5
3.64 (0.96)
Q6
4.04 (0.92)
Q7
3.48 (1.00)
Q8
4.13 (1.02)
Q9
3.71 (1.13)
Q10
3.85 (1.08)
Q11
3.75 (1.02)
Q12
3.41 (1.03)
Q13
4.03 (0.86)
Q14
4.02 (0.87)
Q15
2.58 (0.96)
SD: standard deviation
Question #

After
program
Mean (SD)
4.32 (0.72)
4.37 (0.68)
4.19 (0.82)
4.07 (0.69)
4.35 (0.64)
4.45 (0.67)
4.33 (0.66)
4.39 (0.74)
3.99 (0.75)
4.25 (0.61)
4.25 (0.75)
3.94 (0.86)
4.12 (0.82)
4.00 (0.79)
2.66 (1.14)

Z score

p value

-6.56
-2.85
-2.41
-4.55
-6.60
-3.90
-7.05
-2.29
-2.15
-3.46
-4.38
-4.29
-0.99
-0.03
-0.65

0.000
0.000
0.016
0.000
0.000
0.000
0.000
0.022
0.031
0.001
0.000
0.000
0.319
0.980
0.518

Table 1은 청각장애이해 프로그램 참여 전후 일반학생의 청

였다. 문항 5번(“나는 난청에 관한 교육이 소음성 난청을 예방

각장애 및 청각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에

결과를 보여준다. 15개의 문항 중 문항 1~10번의 경우 프로그

는 평균 3.64점, 참여 후 평균 4.35점으로 증가하였다. 문항 7번

램 참여 전후 청각장애와 전반적인 청각케어 등에 대한 이해

(“난청이 무엇이고 난청을 예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잘 알고

정도를 조사하였고, 문항 11~15번을 통해서는 프로그램 참여

있다.”)의 경우 청각장애이해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 점수가

전후 일반학생의 청각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이 긍

3.48점으로 문항 1~10번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으나, 프로그

정적으로 변화하였는지 조사하였다(Appendix 1, 2).

램 참여 후 평균 점수가 4.33점으로 0.85점 증가하였다. 즉, 프

문항별로 살펴보면 청각장애이해 프로그램 참여 전에 평균

로그램 참여 전에는 일반계 중고등학생들이 난청이나 난청 예

점수가 4점 미만이었던 문항이 문항 1, 3, 4, 5, 7, 9, 10, 11, 12,

방에 대한 관심이 보통이었으나, 프로그램 참여 후 난청 예방

15번이었다(Table 1). 문항 1~10번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청

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답하였

각케어 및 난청 예방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다. 문항 9번(“내 귀의 건강을 위해 청력손실 방지를 위해 고안

모든 문항에서 청각장애이해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참여 후에

된 이어폰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평균 점수가 3.71점, 프로그램 참여 후 평균 점수가 3.99점으로

분석 결과 문항 1번(“나는 난청 및 난청 예방에 대한 교육에

증가하였는데, 문항 9번은 문항 1~10번 중 프로그램 참여 후에

관심이 있다.”)의 경우 청각장애이해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평

도 평균 4점(“그렇다”) 미만의 점수를 보인 유일한 문항이었다.

균 3.53점, 참여 후 평균 4.32점으로 증가하여, 난청 및 난청 예

문항 10번(“나는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음향기기 사용 시

방에 대한 교육에 관심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항 3번

간을 줄이고 사용 패턴을 바꿀 의향이 있다.”)의 경우 프로그

[“나는 이어폰을 장시간, 큰 소리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하여 난

램 참여 전 평균 점수가 3.85점, 프로그램 참여 후 평균 점수가

청이나 이명(윙 울리는 소리)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의

4.25점으로 증가하였다.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평균 3.92점, 참여 후 평균 4.19점

문항 1~10번 중 문항 2번, 문항 6번, 문항 8번은 프로그램 참

으로 증가하여 큰 소리에 대한 노출이 난청 및 이명을 유발할

여 전에도 평균 점수가 4점 이상이었다. 문항 2번(“난청은 노인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문항 4번(“시력이 나빠지면 안경을

뿐 아니라 청소년, 아동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청

쓰듯이 나에게 난청이 생길 경우 보청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력검사가 필요하다.”)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 점수가

것이다.”)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평균 3.58점, 참여 후

4.09점, 참여 후 평균 점수가 4.37점으로 증가하여 프로그램 참

평균 4.07점으로 증가하여 보청기 사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

여 후 정기적인 청력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올바르게 인식
www.e-as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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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문항 6번(“청소년기에 난청 예방 수

일반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청각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에 긍정

칙을 잘 지키면 나이가 들더라도 난청 시작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청각장애이해 프로그

고 생각한다.”)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 점수가 4.04점이었

램 참여 전보다 참여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고, 프로그램 참여 후 평균 점수가 4.45점으로 증가하였다. 문항

않았다.

8번(“나는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음향기기 사용 시 볼륨을
줄일 의향이 있다.”)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 점수가 4.13

청각장애이해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만족도

점, 프로그램 참여 후 평균 점수가 4.39점으로 증가하였다. 문항

Appendix 1에 제시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이해중심과 활

6번과 문항 8번 모두 프로그램 참여 후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

동중심의 교육을 위해 다양한 청각장애이해 활동을 포함하였

였으므로 본 프로그램 참여 후 청소년기부터 난청 예방의 수칙

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본 연구에서 진행한 4개의 대표적인 교

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난청 예방을 위해 개인 음향기기 사

육활동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1) 청각장애를 극

용 습관을 변경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복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은 대표적 인물 소개, 2) 60 dB 청각장

문항 11~15번을 통해서는 청각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에 대

애 시뮬레이션, 3) RIC 보청기 시범 착용, 4) 그룹 토의 및 발표.

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문항 15번(“청각장애

각 활동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응답 시 Likert 5점 척도를 이용

학생이 일반학생과 통합교육을 받을 경우 입시 경쟁 스트레스,

하였으므로(5: “매우 만족”~1: “매우 불만족”) 점수가 높을수록

따돌림 등의 문제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을 제

만족도가 컸음을 의미한다(Table 2).

외하고는 점수가 높을수록 청각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에 대해

분석 결과 위의 활동 중 그룹 토의 및 발표(청각장애인의 어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하였다. 분석 결과 문항 11번(“청각장

려움에 대해 그룹 토의하고 어려움 해결을 위한 서비스 및 제

애 학생과의 통합교육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의 경우 청각

품에 대해서 그룹 발표)한 활동에 대한 평균 점수가 4.58점으

장애이해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 점수가 3.75점, 프로그램 참여

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두 번째로 만족도가 좋았던 활동은

후 평균 점수가 4.25점으로 점수가 증가하였다. 문항 12번(“청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은 인물 소개로 평균 점

각장애학생은 일반학생에 의해 언어 발달 및 듣기 능력이 촉진

수가 4.46점이었다. 세 번째로 만족도가 좋았던 활동은 60 dB

될 것이다.”)의 경우에도 청각장애이해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

청각장애 시뮬레이션 체험으로 평균 만족도가 4.35점이었다.

점수가 3.41점이었으나 프로그램 참여 후 평균 점수가 3.94점으

RIC 보청기를 착용해보는 활동의 경우 평균 만족도가 4.21점

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문항 13번, 14번, 15번의 경우 프로그램

으로 네 가지 활동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네 가지 활동

참여 전보다 참여 후 점수가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았다. 문항

모두 평균 점수가 4점(“만족”) 이상이었음을 감안하면, 본 연구

13번의 경우(“일반학생들은 청각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을 통

에서 진행한 활동 대부분에 대해서 일반학생들이 비교적 만족

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를 배울 수

하고 흥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있다.”)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 점수가 4.03점, 참여 후 평균 점
수가 4.12점이었다. 문항 14번의 경우(“통합교육은 청각장애학

DISCUSSIONS

생과 일반학생이 서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기
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 점수가 4.02점, 참여

장애이해교육이란 장애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전달하고 장

후 평균 점수가 4점이었다. 문항 13번과 14번의 경우 프로그램

애인의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장애인을 생활 속에

참여 전에 평균 점수가 이미 4점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

서 돕는 방법 등에 대해 토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고 있어서 프로그램 참여 후에 점수가 크게 증가하지도 저하되

둔다. 일반학생에게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장

지도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문항 15

애학생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 문제에 대해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번의 경우(“청각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통합교육을 받을 경우
입시 경쟁 스트레스, 따돌림 등의 문제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Table 2. Mean score of subjective satisfaction on each activity

받을 수 있다.”) 청각장애이해 프로그램 참여 전 문항 15번에

Activities
1) Introduction of outstanding people who
have overcome hearing loss
2) Simulation of 60 dB hearing loss
3) Trial of receiver-in-canal hearing aids
4) Group discussion and presentation
SD: standard deviation

대한 평균 점수가 2.58점이었고 참여 후 평균 점수가 2.66점이
었다. 문항 15번의 경우 점수가 낮을수록(“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청각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을 긍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문항(문항 1~14)에 비해 문항 15
번의 평균 점수가 비교적 낮으므로(약 2.6점) 본 연구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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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4.46

SD
0.72

4.35
4.21
4.58

0.67
0.79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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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장애학생들에 대한 수용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Kwon, 2004). 청각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

있다. 선행연구 결과 보다 어린 나이에 장애아동과 직접적인 상

어지려면 청각장애학생과 일반교사를 위한 지원 서비스도 중요

호작용을 경험할수록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 변화가 긍정적이

하지만 일반학생이 청각장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청각장

었다(Kim, 2007). 일반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장애아

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동과의 접촉경험이 적을수록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가 보다 긍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 중고등학생들에게 청각장애이해를 돕

정적이었으므로(Kwak et al., 1996)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가

없이 같은 교실에 배치하는 물리적 통합만 시행할 경우 오히려

졌다. 구체적으로는 1교시와 2교시 수업을 통해 청각장애에 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각장애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였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직간접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

며, 그룹 토의 및 발표를 시행하였고, 1교시와 2교시 수업을 통

하는 장애이해교육의 시행이 중요하다.

해 청각장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각장애를 직간접적으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

로 체험하게 하였으며, 그룹 토의 및 발표를 통해 다양한 아이

해 프로그램 활동을 시행하였고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디어를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청각장

하였다. 예를 들어 Lee & Kim(2004)은 128명의 유아를 대상

애이해 프로그램에 참여 후 설문에 사용한 문항 1~10번의 점수

으로 동화 듣기, 이야기 나누기, 장애체험 활동 등을 시행한 결

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즉, 교육의 효과로 일반학생들이

과 다양한 장애이해 교육활동이 일반유아의 장애인식 및 태도

청각장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었고 소음성 난청의 위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Han & Kim(2004)은 전

험성 및 예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래놀이를 활용한 통합 프로그램을 경험한 유아 그룹이 경험하

결과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한 후 대상자들의 신

지 않은 유아 그룹에 비해 장애유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

념 및 지식이 유의하게 변화하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유사

음을 밝혔다. Cho & Lee(2008)는 초등학교 아침활동 시간을

하다(Son, 2017). 중학생을 대상으로 45분씩 2회의 청소년 소

이용하여 장애이해교육을 시행한 결과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음성 난청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소음성 난청 예방을

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Seo et al.(2011)은 8회

위한 의지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Kim & Yang, 2013). 따

에 걸쳐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했

라서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단기로 진행될지라

던 초등학생일수록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긍정적으

도 난청에 대한 이해 및 청각케어에 대한 의지, 난청의 위험성

로 변화하였고, Kang & Chu(2009) 역시 총 22회기에 걸쳐 장

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애이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 초등학
생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여러 활동 중 학생들의 주관적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활동은 그룹 토의와 그룹 발표 활동이었다. 그룹

다양한 연구에서 전반적인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의 긍정적

토의 시 또래의 청각장애학생이 일상생활, 통합교육 수업 및 사

인 효과를 보고하였으나 다른 장애 영역에 비해서 청각장애의

회적 활동에 참여할 때 가질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토의하였

이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비교

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논의했던 점이 청

적 부족한 편이다(Kang & Chu, 2009). 청각장애학생과의 통합

각장애인의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와 보청기 등의 청각보조기기

교육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지만 대부분 청각장

사용에 따른 미용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

애학생과의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사 및 학부모의 인식, 지원

스 및 제품에 대한 그룹 발표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자동차 소리

에 대한 실태 조사가 주를 이루었다(Kwon & Rhee, 2000; Oh,

를 듣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비한 진동 손목시

2012; Seo & Yoo, 2014). 반면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청각장애

계,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리를 진동으로 알려주는

혹은 청각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진동의자 및 경고등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또한,

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제한적이다.

보청기를 당당하고 멋스럽게 착용할 수 있게 도와줄 액세서리

청각장애 아동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일반학교에 통합되
어 교육을 받는 비중이 많으나 어린 나이에 통합교육 환경을

형태의 보청기 개발 등 중고등학생답게 미용에 초점을 두어 다
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선택하였더라도 중고등학교 때 다시 청각장애 특수학교로 되돌

본 연구에서 일반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이해를

아가기도 한다. 학업 및 교우관계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한 학교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청각장애학생과의 통합교

부적응, 의사소통의 어려움, 일반학생들의 따돌림 등으로 인한

육에 대해 갖는 태도가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모든 문

정서적 위축, 청각장애에 대한 일반교사 및 일반학생들의 인식

항에서 결과가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았다.

부족 등이 그 이유인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 Choi, 2009;

Kim(2007)은 학령 전기 비장애유아를 대상으로 청각장애에 대
www.e-as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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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 전달, 모의 장애체험, 영상, 집단 토의 등 태도 개선 프
로그램을 시행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프로그램
참여 후 13개의 측정 항목 중 “도움, 관심, 호기심”의 3개 항목
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나머지 10개의 항목에서는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8회 이상의 장기적인 교
육 프로그램이 아닌 단 1회의 교육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한계
가 있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상자료를 활용
한 장애이해교육을 시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효과가 제한적이
었을 수도 있다. Ha & Yoo(2012)는 통합경험이 없는 일반계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상자료를 활용한 장애이해교육과 체험(봉
사) 활동 프로그램을 경험한 후 설문결과를 실시한 결과, 장애학
생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특히 영
상을 통한 장애이해 프로그램의 효과가 컸음을 밝혔다. 본 연구
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 중 77%가량은 통합교육의 경험이 있었
으나 통합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청각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일반학생이 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상호작용
이 없었다면 장애학생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
지 못했을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일반
학생과 장애학생이 서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
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울산 지역
의 일반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 학생을 전국 지역으로 확대하고 더 다양한 학
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에서는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아닌 교육 전후 결과만을 비교
분석하였고, 교육의 효과가 수개월간 유지되는지 확인하지 못
하였다. Moon & Park(2006)은 1회의 장애이해교육보다 지속적
으로 구조화된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 고등학생의 수용태도가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장기 연구를 통해 적절한
교육 횟수 및 기간을 알아보고, 교육 효과가 유지되는지 확인하
는 것이 필요하겠다.
중심 단어0:0장애이해 프로그램·청각장애·청각케어·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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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CES 
Appendix 1. 청각장애이해 프로그램 내용
교육 종류 및 교육 목표

구체적인 교육 내용
1) 귀의 해부생리적 구조와 소리의 전달 과정, 청각장애의 종류

이해중심 교육:
정보 및 지식 전달
1교시

2) 청각장애의 발병률 및 삶에 미치는 영향
3) 소음성 난청의 위험성 및 예방의 중요성
4)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은 인물 소개

(45분)
활동중심 교육:
청각장애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

5) 모의 청각장애 체험: 60 dB의 청각장애 시뮬레이션
6) 보청기

착용 체험: 보청기를 통해 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보청기 착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불편함 체험
1) 그룹 토의: 또래의 청각장애학생이 일상생활, 통합교육 수업, 사회적 활동

2교시
(45분)

이해중심 교육:
그룹 토의 및 발표

참여 시 가질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토의
2) 그룹 발표: 청각장애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제품 혹은 서비스
등에 대해 그룹 프로젝트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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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청각장애 및 청각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
매우
문항

질

문

그렇다
5

Q1

나는 난청 및 난청 예방에 대한 교육에 관심이 있다.

Q2

난청은 노인뿐 아니라 청소년, 아동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

그렇다

보통이다

4

3

그렇지

전혀

않다

그렇지 않다

2

1

므로 정기적인 청력검사가 필요하다.
Q3

나는 이어폰을 장시간, 큰 소리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하여
난청이나 이명(윙 울리는 소리)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Q4

시력이 나빠지면 안경을 쓰듯이 나에게 난청이 생길 경우
보청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Q5

나는 난청에 관한 교육이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Q6

청소년기에 난청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 나이가 들더라도
난청 시작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Q7

난청이 무엇이고 난청을 예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Q8

나는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음향기기 사용 시 볼륨을
줄일 의향이 있다.

Q9

내 귀의 건강을 위해 청력손실 방지를 위해 고안된
이어폰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

Q10

나는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음향기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사용 패턴을 바꿀 의향이 있다.

Q11

청각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Q12

청각장애학생은 일반학생에 의해 언어 발달 및 듣기 능력이
촉진될 것이다.

Q13

일반학생들은 청각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를 배울 수 있다.

Q14

통합교육은 청각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서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Q15

청각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통합교육을 받을 경우
입시 경쟁 스트레스, 따돌림 등의 문제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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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대상자의 일반 정보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 문항
*아래 중 해당하는 것에 동그라미 쳐주거나 숫자로 답을 기입하세요.
1) 나는 남 / 여
2) 나는

학년

3) 나는 장애학생과 같은 반에서 공부한 적이 있다 / 없다
4) 내가 다니는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있다 / 없다
5) 이제까지 장애학생과 같은 반(통합교육)이었던 적이 있다 / 없다
6) 나는 난청 및 난청 예방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 없다
7) 가족, 친척, 혹은 지인들 중 귀가 나빠 보청기를 착용하는 사람이 있다 / 없다
8) 나의

현재 청력 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건강하다 / 보통이다 / 예전보다 안 좋아진 것 같다
9) 나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개인 음향기기(예시: 휴대폰, 태블릿 PC, 아이패드/탭 등)를
일주일에

일 사용하며, 이용 시간은 하루에 총

분가량 사용한다.

10) 이어폰을

착용하고 개인 음향기기를 통해 많이 듣는 내용은? (중복 체크 가능)
동영상(유튜브, 드라마, 예능) / 음악 / 게임 / 인터넷 강의 / 운동 경기 / 라디오
11) 주변의

배경 소음이 있을 때 개인 음향기기의 볼륨을 크게 합니까?
자주 그렇다 / 가끔 그렇다 / 그렇지 않다
12) 개인 음향기기를 이용하고 난 후 이어폰을 뺐을 때 귀가 윙 거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까?
자주 그렇다 / 가끔 그렇다 / 그렇지 않다
13) 개인 음향기기를 이용하고 난 후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느낌이 듭니까?
자주 그렇다 / 가끔 그렇다 /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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