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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장애인 실태조사는 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정의를 “신

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

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15개의 장애유형에 따라 접근하고 있

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은 5.59%로 인구 

10,000명 중 559명이 장애인인 경우를 의미하며 2014년 12월 

말 등록 장애인 수는 2,494,46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청각장

애인 인구의 경우 271,000명이나 27 dB HL 이상의 청력손실을 

보이는 경우 2015년 현 313,500명으로 추정된다(Kim et al., 

2014).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를 포함한 초 고령

화 국가 중의 하나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2013년 전체 인구의 

12.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2.2%로 2008년 14.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

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Song & 

Park, 2011).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입은 노화와 관련하여 여

러 건강문제를 대두시키는데 관절염 다음으로 흔한 난청은 삶

의 질이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관심이 증대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난청인 유병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Lim et al.(2011)에 따르면 노인인구가 9%일 때 노인성 난청의 

비율은 65~75세의 경우 25~50%, 75세 이상은 38~70%에 이르

러 국내에서는 1,700,000명 이상의 환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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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또한 신생아 난청 역시 출현율은 0.1~0.3%, 즉 1,000

명당 4명 정도로 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산업화로 인한 

작업장의 소음은 직업성 질환 유소견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2001년에는 1,330건으로 직업병 유소견자의 55~65%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
dardization, 2012) 난청인구의 증가를 더욱 더 가속화시킴에 

따라 포괄적 의미의 가족 구성원 중 적어도 한 명은 난청을 가

지고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난청인구의 

증가는 청각의료서비스, 청각케어서비스에 대한 수용 증가를 예

측할 수 있어 청각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청능치료 공

공서비스 및 교육 연구를 수행하는 청각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

졌다. 그러나 현재 늘어나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수와 그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비하여 이를 중재해줄 수 있는 청각전문

가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15,000~20,000명의 청능사(audiolo-
gist)가 활동하고 있으며 인구 20,000명당 한 명의 청능사가 필

요하다고 한다(ASHA, 2015). 이에 근거해 우리나라 인구를 

45,000만 명으로 가정한다면 약 2,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필요

하나 현재 그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복지

사회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청각학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

다 배증하리라 생각되며 시대적인 사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래 청각학(audiology)이란 난청으로부터 발생되는 청각 장

애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청각 기능의 평가, 증

폭기기 그리고 청각재활을 임상을 통해서 제공하는 학문이다. 

즉, 소리를 뜻하는 라틴어 “audire”와 학문을 뜻하는 그리스어 

“logia”에서 유래되었고(Gelfand, 2009) 소리를 뜻하는 접두사 

audi-와 학문을 뜻하는 접미사 -logy가 합성된 단어로 청각과 

청력손실에 관련된 학문을 뜻한다. 세계 제2차 대전 중 청력

손실자들은 미군 재활센터에서의 청력손실에 대한 재활서비

스에 만족하였고 청각학의 효과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그러

한 결과가 전쟁 후에는 시민들을 위한 유사한 청각재활센터를 

발생하게 하였고 이후 미국 내에서는 청각학이 기존의 hearing 

science나 이과학 외에도 언어병리학, 소아과학, 노년학, 특수교

육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복합성을 발판으로 독립적이고 전문

적인 학문으로 발전하여(Katz, 2002; Martin & Clark, 2003) 

1945년에 대중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용어에 대하

여 누가 처음에 사용하였는지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60여 년이 

지난 현재는 청력손실과 관계된 전문분야를 대표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Newby & Popelka, 1992). 

이렇듯 청각학의 태동은 역사적 배경과 주변 학문과의 연관

성에 따라서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발전되어 왔으

며, 여타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청각학도 대중에게 널

리 알려지진 않았으나 60년 역사의 이비인후과학의 한 학문 분

야로서 발전되어 왔다. 그 시초는 1960년대 후반, 1969년에 언

어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언어청각연구소”에 “언어교정실” 

과 “청력검사실”을 둔 것으로 1960년대의 청각학은 특수교육과 

청각장애교육 중심의 강의가 이루어졌을 뿐 학문적인 기반이 

거의 없이 1970~80년대까지 계속되었다(Lee & Chae, 2011).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보청기 및 인공와우 등 청각보조기기의 

관심과 이를 통한 청각장애인들의 재활에 긍정적 평가가 알려

지면서 체계적인 학문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1997년 청각학 

연구과정이, 그리고 이듬해 1998년에 교육부의 인가로 한림대

학교 사회복지대학원내에 국내 최초로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제

도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현재 전국 6개 대학

(한림대학교, 세한대학교(구 대불대학교), 남부대학교, 가야대학

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우송대학교)에 학부

수준의 청각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5개 대학(한림대학교, 한

림국제대학원대학교, 세한대학교 보건대학원, 남부대학교 보건

경영대학원,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과학 대학원)에 석사과정

이, 2개 대학(한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에 박사과정이 개

설되어 매년 학부에서 약 100명의 청각학 전공자가 배출되는 

현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대학이

나 연구소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거나 청각장애를 다루는 기관

에서 청각장애진단과 재활 및 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으

로써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청각장애인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급

격히 확대되면서 청각전문가의 기반이 되는 청각학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청각학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과 대한

청각학회지와 청능재활을 포함하는 정기간행 전문지에만 매년 

수십 편의 연구논문이 지상 발표되고, 수권의 청각학 교과서의 

발간 또한 해마다 발표되고 있다. 특히 학위논문의 경우는 주

제의 전문지식을 다루면서 기존의 학술이론을 비판, 수정, 확

장하는 차원에서 작성되므로 주제분야의 학문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수한 연구논문이다. 게다가 학위논

문의 구성체제, 연구방법은 후속학문세대에게 중요한 연구모델

이 될 수 있어 큰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학위논문의 연구동향 

파악은 향후 해당학문과 관련한 연구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탐

색하여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청각학 또한 학문으로 발

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으나 

그 양적 증가에 비하여 단일학문으로서 경향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단지 청각장애 분야 측면에서 교육적인 방법

론에 대한 관점에서 청각장애에 대한 수년간의 연구경향을 파

악하기 위한 국내연구들(Lee et al., 2004; Park & Kim, 2001)

이 있거나 청각장애의 특성과 중재방법, 중재효과를 보고한 논

문(Kim, 2000; Ok, 2005)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

은 교육대학원 혹은 특수교육대학원에서 청각장애를 전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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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이 쓴 학위논문들을 분석한 것이므로 청각학의 경향

을 파악했다고 보기는 적합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청각장애인이 증가 추세와 이

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급격히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점

에서 청각전문가의 기반이 되는 청각학을 전공으로 1999년부

터 2014년까지 15년간 발표된 학위논문을 분석하여 포괄적이

고 구체적인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어떤 연구방법과 연구주제

들이 현장에서 적용되는지 연구동향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

로 청각학과 관련된 연구과제에 대한 시사점에 접근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분석대상 논문 선정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은 국회전자도서관(http://www.

nanet.go.kr), 한국교육학술정보서비스(http://www.riss.kr), 국

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한국학술정보(http://

www.kiss.kstudy.com) 등을 통해 검색된 석·박사 학위 논문

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014년 12월 기준 자료구분 영역 중 

‘학위논문’ 창으로 제한하여 키워드는 <청각학>, <청각>으로 

1999~2014년까지 15년 동안의 자료를 검색한 결과 총358편(박

사: 35 석사: 323)이었다. 이 중 주제는 청각이나 학위를 언어병

리학 또는 특수교육학 및 기타 학문으로 받은 학위논문을 배

제하였다. 연구목적인 <청각학>을 학위로 받은 논문의 연구동

향 탐색에 필요한 적정의 분석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석사 및 박

사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한림대, 남부대, 세한대(대

불대)]를 키워드로 연도별 각 논문을 하나씩 검색한 뒤 분석하

였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 228편의 논문이 선정되었고 인터넷

상에서 직접 볼 수 있는 논문은 직접 출력하였고, 협정기관에

서 볼 수 있는 것은 대학도서관에서 출력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논문은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복사 

의뢰하여 구입하거나 논문저자에게 직접 전달받았다. 

분석 지표

청각학 학위논문의 연구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박사 학위

논문 16편 석사 학위논문 212편, 총 228편의 논문에 대하여 연

구유형 및 연구주제, 연구대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지표의 

타당성은 청각학 박사 2인의 검토를 거쳐 수정하였다. 연구유

형은 어떤 사실을 발견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현상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는 일을 근거로 교육연구

방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근거(Seong, 1998)를 준거

로 하여 문헌연구, 실험연구, 조사연구, 사례연구(또는 면접), 기

타연구의 5가지를 유형으로 삼았다. 실험, 조사, 사례연구는 명

확한 연구대상이 있었으므로 각각의 연구에서 대상자에 근거

하여 분석하였고 기타에 속한 연구들은 소수의 연구들로 도구

개발연구, 발달연구를 포함시켰다. 연구대상은 생애주기별로 

분류하여 영유아(만 0~3세), 학령전기 아동(만 4~7세), 학령기 

아동(만 8~18세), 성인(만 19~64세) 및 노인(만 65세 이상)으로 

세분화하였으며, 두 대상군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각 대상군

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지 않는 경우 혹은 연구대상이 전 계층을 아우르는 경우는 

기타로 분석하였다. 특히, 연구대상이 명확히 기술되는 실험연

구, 조사연구의 경우 대상자(기준집단)에 근거하여 분류하였다. 

연구주제에 따른 분석은 2013년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의 <청각관리> 분야와 American Spe-
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ASHA)의 <청각학>, 미

국대학의 청각학 프로그램을 조사 분석한 Goulios(2010)의 

<comparative audiology and development of a seeding mod-
el for affordable and sustainable audiolody education>를 참

조하여 청력평가(hearing assessment), 증폭기기(amplifica-
tion), 청능재활(audiologic rehabilitation), 중추청각처리장애

(auditory processing disorder), 전정(vestibular), 이명(tinnitus), 

청각관리(hearing management), 청력보존(hearing conserva-
tion) 및 기타(etc)로 분류하였으며 각 주제별 세분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1). 자료의 분석은 SPSS (ver. 18.0, IBM Co.,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대상의 빈도와 백분율을 

계산하였다. 

RESULTS

전체논문 분석

1999~2014년까지 석사 학위논문 212편 박사 학위논문 16편 

총 228편이 발표되었으며 연도별 논문편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1). 

석사 학위논문의 경우 2008년에 석사 학위과정이 개설되고 

첫 졸업생을 배출한 2000년 13편의 첫 학위논문이 발표된 이

래 매년 최소 7편 최대 22편까지 발표되며 평균 14편정도 발표

되고 있다. 석사 학위논문의 경우 2009~2012년은 논문 발표가 

가장 활발한 시기로 전체 212편의 논문 중 76편(35.8%)의 논문

이 발표되었고 박사 학위논문은 매년 1~2편씩 꾸준히 발표되

고 있으며 석사 학위논문과 마찬가지로 2009~2013년까지 논

문 발표가 가장 활발하였다(Table 1). 

연구유형에 따른 분석결과

석·박사 학위논문 전체의 연구유형별 경향을 살펴보면(Fig-
ure 1) 처치, 자극 환경조건을 의도적으로 조작 혹은 통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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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알아보고자 한 실험연구가 192편(83.3%)으로 가장 많

았다. 다음으로 조사연구 23편(11.3%), 사례연구 7편(2.4%) 순

으로 실험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연도별 연구유형에 따른 논문 분석결과 석사 학위논문의 경

우 179편(84.4%)로 실험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조사연구는 

24편(11.8%)으로 매년 1~2편씩 발표되었으나 2012년 이후 증가

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사례연구는 5편(2.4%)으로 2010년 

첫 학위논문이 발표되었고 매년 1편씩 발표되고 있다. 박사 학

위논문 역시 실험연구의 비율이 13편(81.3%)의 비율로 높게 나

타났고 조사연구의 경우 2편(12.5%)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

다. 석·박사 학위논문 모두 실험연구의 비율이 높았으며 문헌

연구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연구주제에 따른 분석결과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결과 10개 분야와 관련지어 다양한 주

제의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며 지난 15년간 세부 연구주제를 빈

도순으로 정리한 표는 Table 4와 같다. 이들 연구주제는 석사 

학위논문의 경우 2005년까지 청력평가, 증폭기기, 중추청각처

리장애, 청각관리, 심리음향 등 4~5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2006년 이후부터는 청능재활전정, 이

명, 청력보존 등 7~8개의 주제영역까지 확장되어 연구주제가 

다양해짐을 알 수 있다. 연구 빈도의 경우 박사 학위논문의 경

우 중추신경성 난청 관련 연구 그리고 심리음향에 관한 연구가 

각각 4편과 8편으로 전체연구의 50%를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증폭기 관련 연구 3편(18.8%), 청력평가와 관련된 연구(12.5%)

Table 1. The classification of research area

Research area The details
Hearing assessment Audiologic evaluation-Behavioral, Audiologic evaluation-Physiological
Amplification Hearing aids, Programming hearing aids, Cochlear implants, Devic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Aural Rehabilitation/Intervention Auditory training, Speech reading,  Speech perception training, 

  Communication training
Auditory processing disorders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auditory processing disorders and rehabilitation 
Vestibular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vestibular
Tinnitus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tinnitus

Hearing Management Development of auditory training tool, Education of hearing management, 
  Aural rehabilitation strategy

Psychoacoustics Acoustic characteristics, Auditory perception processing
Management of noise and Hearing 
  conservation program

Noise measurement, Hearing protection, Device fitting, Hearing conservation program 

Etc

Table 2. The number of presented audiology master’s thesis and doctoral dissertation by year (n = 228)

Year
Master’s thesis Doctoral dissertation Total

Number of paper % Number of paper % Number of paper %
2000 013 06.1 013 05.7
2001 011 05.2 011 04.8
2002 014 06.6 014 06.2
2003 007 03.3 007 03.1
2004 007 03.3 007 03.1
2005 015 07.1 01 6.250 016 07.0
2006 014 06.6 02 12.50 016 07.0
2007 013 06.1 00 00 013 05.7
2008 014 06.6 00 00 014 06.2
2009 022 10.4 02 12.50 024 10.6
2010 019 09.0 03 18.80 022 09.7
2011 017 08.0 02 12.50 019 08.4
2012 016 07.5 03 18.80 019 08.4
2013 012 05.7 02 12.50 014 06.2
2014 018 08.5 01 6.250 018 07.9
Total 212 100 16 100 22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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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뒤를 따랐다. 석사논문의 경우는 박사 학위논문과는 달

리 청각평가 관련 연구가 총 92편으로 전체 학위논문의 43.5%

를 차지하였으며, 중추청각기능 평가 및 재활관련 연구는 22편

(10.3%)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력평가와 관련된 92편의 논문 

중 36편(56%)이 전기생리기능을 평가하는 논문으로 청성유발

전위(auditory evoked potential)와 관련된 연구는 24편(66.7%), 

이음향방사(otoacoustic emission, OAE)와 관련된 연구는 12

편(33.3%)으로 나타났다(Figure 2). 보청기 및 인공와우를 포

함한 특수보청기의 적합과 평가를 포함하는 증폭기 관련 연

구는 33편(15.4%), 이명 및 전정기능평가 및 재활에 관련된 연

구는 동일하게 11편(5.14%)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능훈련 평

가 와 도구개발이 주를 이룬 청각관리 및 연구 분야 그리고 

심리음향에 관한 연구가 그 뒤를 이뤄 각각 15편(7.0%), 12편

(5.60%)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능평가 도구개발에 관한 연구

는 2004년까지 매년 1, 2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활발한 연구경

향을 보였으나 이후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어음

인지검사도구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4편으로 가장 많았고 노

Table 3. The classification of research methods by year

Degree Methods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Master’s thesis Experimental study 11 11 12 6 4 14 11 12 10 20 16 16 12 10 12

Survey study 02 00 01 1 1 01 02 01 02 02 02 01 03 01 04
Literature review
Case study 01 01 01 02
Etc 01 2 01 02
Total 13 11 14 7 7 15 14 13 14 22 19 17 16 12 18

Doctoral Experimental study 01 02 02 01 02 02 02 01
  dissertation Survey study

Literature review
Case study 02 01
Etc
Total 01 02 02 03 03 02 02 01

Table 4. The classifications of research objects (n = 228)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Total
Hearing assessment 07 07 09 4 3 08 (1) 5 09 07 07 (1) 7 6 5 3 5 092 (43.4)
Amplification 03 02 03 1 1 34 02 (1) 01 01 6 03 (1) 2 2 00 (1) 2 032 (15.1)
Aural rehabilitation 00 00 00 0 0 00 0 00 00 0 0 00 (1) 1 2 2 05 (2.4)
Auditory processing disorder 00 00 00 0 1 01 1 01 01 3 2 4 03 (2) 03 (1) 02 (1) 022 (10.4)
Vestibular 00 00 00 0 0 00 02 (1) 01 01 3 2 1 1 0 0 11 (5.2)
Tinnitus management 00 00 00 0 0 00 1 00 00 1 1 1 2 2 3 11 (5.2)
Hearing management 00 01 02 2 2 01 1 00 01 1 02 (1) 1 0 0 1 15 (7.1)
Psychoacoustics 02 00 00 0 0 01 2 01 03 00 (1) 00 (1) 01 (1) 00 (1) 0 0 08 (3.8)
Noise management and hearing 
  conservation program

00 00 00 0 0 00 0 00 00 1 2 2 2 2 3 12 (5.7)

Etc 01 01 00 0 0 00 0 00 00 0 0 0 0 1 1 04 (1.9)
Total 13 11 14 7 7 15 (1)14 (2) 13 14 22 (2) 19 (3) 17 (2) 17 (3) 12 (2) 18 (1) 212 (100).
Parenthesis is percentage

Experimental study
83.3%

Survey
11.3%

Case report
2.4%

Etc
3%

Figure 1. The classification of research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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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난청자의 장애지수를 연구한 논문이 3편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소음성 난청과 관련된 연구는 석·박사 학위논문 

총 7편(3.27%)으로 2009년 첫 발표된 이후로 매년 2편씩 꾸준

히 발표되고 있다. 청능재활에 관한 연구는 5편(2.33%), 기타 5

편(2.33%)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에 포함된 연구의 경우 청각장

애아동의 음운특성, 작업 기억(working memory), 난청시뮬레

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접근하려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증폭기와 관련된 연구주제의 경우 학위논문 총 32편 중 보청

기 적합 및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20편으로 이들 논문은 2005

년까지 총 12편이 발표되었으나 이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고 

2012~2014년까지 관련 연구가 등장하지 않았다. 반면 인공와

우적합 및 평가 관련 연구는 2009년 이후부터 매년 1~2편씩 

지속적으로 발표되었으며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15편 중 2편이 

인공와우 착용자의 착용효과 및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였

다. 중추처리장애 관련 연구는 2004년 첫 논문이 발표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과 2012년은 전체 23편의 논문 

중 9편(39.2%)이 발표되어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

였다. 이들 연구는 노인성 난청자의 중추청각처리장애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중추청각처리장애 선별검사 평가도구의 한국

적용을 위한 도구개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청능재활과 이명

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초창기에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2006년 

첫 편이 발표되었고 2010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

으며 발표 논문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Table 4). 전정평가 

및 재활에 관한 논문의 경우 2006년 석사 학위논문 2편, 박사 

학위논문 1편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총 4편(30.7%)이 발표되

었고 그 이후 1~2편씩 매년 발표되고 있다. 이들 연구 주제는 

석사학위 논문 10편이 전정유발전위(vestibular evoked myo-
genic potential, VEMP)와 관련되어 VEMP 측정에 따른 변수

의 영향을 보고한 논문 6편, 청력손실에 따른 특성 관련 연구

는 3편으로 주로 평가와 관련된 연구이나 재활효과를 보고한 

연구도 1편이 있었다. 

연구대상에 따른 분석결과

실제로 조사된 연구대상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석사 학위논문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56편(26.4%), 청각장애인과 건청인을 비교 분석한 연구 34편

(16.1%), 건청인 대상의 연구는 116편(54.7%), 기타의 경우 6편

(2.8%)으로 나타났으며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청각장애인 대상 

연구 5편(31.3%), 청각장애인과 건청인의 비교연구 4편(25%), 건

청인 대상 연구 7편(43.8%)으로 석·박사 학위논문에서 비율적

인 차이는 있으나 모두 건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연구대상의 수는 석·박사 학위논문 공히 50명 이하를 대상으

로 한 연구가 145편(66.8%)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의 연령

에 따른 분석은 연구대상이 서로 겹치는 경우 각 대상군에 포

함시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석사 학위논문의 경우 0~18세 

아동 대상자 관련 연구는 44편(17.5%)이었다(Figure 3). 특히, 

영유아 대상 연구의 경우 신생아 대상의 전기생리기능을 이용

한 청능평가 연구 2편, 신생아에서의 전정유발전위 평가 1편, 

0~28개월 대상 듣기발달의 규준을 연구한 논문 1편, 1~18개월 

아동의 발성연구 1편으로 총 5편으로 나타났다. 20~60대 성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33편(52.8%),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는 58편(23.0%)이었으며 기타 15편(6.0%), 부모 혹

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2편(0.8%)이었다. 박사 학위논

문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0편(62.5%)으로 나타나 

석·박사 학위논문 모두 20~6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43편(69.3%)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의 성별을 분석한 결

과 석·박사 학위논문 전체 228편 중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Year

15

12

9

6

3

0

Behavioral evaluation Electrophysiologic evaluation

Figure 2. The classification of hearing 
assessment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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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타의 범주에 포함된 6편(동물 및 마네킹 모델, 인공와우 

기계장치, 교실의 신호 대 잡음 연구)과 석사 학위논문에서 성

별에 따른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여성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2편의 연구를 제외하곤 220편 모두 남녀의 비율을 맞

추어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DISCUSSIONS

1997년 청각학이 국내에 소개된 지 2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 다수의 청각학을 수강할 수 있는 학부와 석·박사 학위과

정이 개설되어있고 이미 상당수는 학위과정을 끝내고 현장에

서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각학관련 석·박사 학위 

논문을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새로운 학문 연구의 방

향에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박사 학위

논문 16편과 석사 학위논문 212편을 선정해 연구방법, 연구유

형, 연구대상에 따라 분석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청각학으로 취득한 학위논문

은 석사학위 212편, 박사 학위논문 16편 총 228편으로 논문의 

첫 발표 시기는 석사 학위논문의 경우 2000년 13편, 박사 학위

논문은 2015년 1편이 발표되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연도별 논문편수를 보면 석·박사 학위논문 

모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

는데 석사 학위논문은 2009년 22편, 박사 학위논문은 2010년 

3편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 연도별 이들 논문의 발표편수

는 석사학위과정의 개설과 관련이 있는데 국내의 청각학석사 

학위과정은 2001년까지 현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한곳이었다. 

그러나 2002년 한림대 일반대학원내 학과 간 협동과정을 시작

으로 2003년 세한대(구 대불대) 보건대학원, 2005년 남부대 산

업정책 대학원 그리고 2011년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료보건과

학대학원에 개설되었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서 졸업생들이 배

출되면서 학위논문이 증가하였으며 2009년의 경우 5개 학교 모

든 대학원과정에서 석사학위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학위과정이 

개설된 학교에 비해 논문편수는 많지 않다는 것은 고민할 필요

가 있다. 학교별 논문발표 편수를 보면, 한림대 사회복지 대학

원의 경우 67편(29.4%), 한림대 일반대학원 36편(15.8%), 한림대 

보건대학원 24편(10.5%),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70편(30.7%), 

세한대(구 대불대) 보건대학원 13편(5.7%) 남부대 정책대학원 2

편(0.8%),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료보건과학 대학원에서 2편

(0.8%)이 발표되었다. 한림대를 근간으로 하는 대학원(한림대 

사회복지 대학원(1998년)→한림대 보건대학원(2007년)→한림

국제대학원대학교(2009년), 한림대 일반대학원)에서 전체논문

Table 5. The classification of research subjects (n = 228)

Year Infants and toddlers Preschoolers School-aged children Adults Elderly people Parents/teachers Etc
2000 1 1 07 2 2
2001 1 3 2 05 1
2002 1 4 3 10 1
2003 2 3 02 2
2004 1 04 2
2005 1 10 (1)0 3 2
2006 01 (1) 01 (1)0. 9 (1) 6 1
2007 10 3
2008 1 11 4 2
2009 1 1 2 14 (2)0 6 1 1
2010 (1) 1 3 12 (1)0 6 (1) 1 1
2011 1 3 12 (1)0 5 (1)
2012 1 01 (1)0. 8 (2) 7 2 (1).
2013 2 8 (1) 3 1
2014 1 1 10 (1)0 5 (1) 2

Total (%) 5 (1.9) 15 (6.0) 24 (9.5) 133 (52.8) 0.58 (23.0) 2 (0.8) 15 (6.0)
Parenthesis is the percentage

 Child              Adult             Elderly           Parent/teache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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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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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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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classification of research subjects.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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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91.9%(박사 학위논문의 경우 100%)를 발표하고 있고 특정 

학교의 응집현상이 두드러져 보인다. 그 외 2003년과 2004년의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양적인 증가에 비하여 발표된 

학위논문 수는 각각 7편으로 저조하였다. 이와 관련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논문 발표를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

하는 학위과정이 일반적이나 학위취득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에도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특별과정의 기회가 있는데 바

로 이 시기에 특별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학위자 수가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연구방법 측면에서 분석해본 결과 석·박사 학위논문 

공통으로 실험연구가 가장 많았고 문헌연구는 한편도 나타나

지 않았으나 조사연구와 사례연구도 여러 편 진행되어 연구유

형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연구는 연구자

가 실험에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닌 능동적인 관찰자로 참여하

고 관심 있는 현상을 분리하고 조건을 통제한 실험을 통해 도

출된 결과로서 현상 간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Lee et 

al., 2002) 이러한 실험중재로 나온 경험적 지식은 임상에서 문

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인과관계를 분명히 해준다. 

따라서 실제 임상현장에서 전문화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업

을 병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하므로 실험연구로 연구

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게다가 청각학의 

특성상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정 보조기기의 효용성을 검

증 하거나 표준화된 평가도구의 검증을 통해 유용성을 도출하

고 임상활용을 위한 학문이므로 계량적 연구가 주를 이루는 자

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90년대 이후 청각장애에 대한 수년

간의 연구경향을 보고한 논문에서 석·박사 학위논문의 47.2%

가 실험연구로 다른 어떤 연구보다 높았고 그 이유 중 하나를 

학위논문이라는 한계성으로 다양한 연구방법의 사용이 제한

되어 있을 것을 추측하였다(Ok, 2005). 본 연구의 경우 일반대

학원 과정에서 발표된 36편의 논문 중 실험연구는 33편(91.7%), 

조사연구는 2편(5.6%), 사례연구의 경우 1편(2.8%)으로 나타나 

특수대학원에서 발표된 실험연구 비율 75%보다 상대적으로 높

아 위 저자의 주장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지어 대상자의 다양

한 욕구 등을 파악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이들에 대한 이론적 성격의 연구 중심의 학술적 논의가 필요함

에도 불구하고 문헌연구가 한편도 없다는 것은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상대적으로 중

요한 의미를 찾으려하는 연구가 2010년 노인의 청능훈련 사례

가 발표된 이후 매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실험연구에 참여하는 연구표본의 경우 대부분 건청

인 대상자들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건청인을 대상

으로 신뢰도가 검증된 표준화된 새로운 평가 및 재활방법과 전

략을 개발하여 임상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특정

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해 적용한 것에서 벗어나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분석대상 논문들의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결과 가장 많

은 연구는 청각기능평가(hearing assessment)와 관련된 주제

로 총 93편(43.5%)이 발표되어 ‘청각학’ 관련 연구경향은 여전

히 청각장애 평가 위주의 논문이 전체 주제의 절반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어음청력평가에서 어음표

와 관련된 연구는 총 12편으로 200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4년 한해에만 총 3편이 발표되는 등 증가를 엿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한국어를 이용한 어음 청각검사 방법이 2009년 12

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의해 한

국산업표준(Korean Industrial Standards)으로 채택되었고 국

제적으로도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
trotechnical Commission)의 표준으로 등록되어 국제적으로

도 대한민국의 표준 어음청력검사도구로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

서 이때 개발한 어음인지역치 검사를 위한 이음절어표, 단어인

지도 검사를 위한 단음절어표, 문장검사를 위한 문장표 등을 실

제 임상에서 활용하기 위한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수행하여 

보급, 확산을 위한 후속연구가 진행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반

면 전기생리 기능평가의 경우 총 93편 중 36편의 논문이 새롭게 

개발된 검사도구 즉, 청성뇌간반응(auditory brainstem response) 

검사, 청성지속반응(auditory steady-state response) 검사 등

을 검증하고 활용하기 위한 검사지표를 세우는 연구가 2000년 

초반까지 주를 이루었다면 2005년 이후에는 진단검사로서의 

의의와 예측도구로서의 유용성 검증, 검사가 어려운 유소아, 혹

은 아동에 보청기 적합(fitting)을 위한 도구(tool) 개발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증폭기기와 관련된 연구의 경우 보청기와 관련된 연구는 21

편, 인공와우관련 연구는 11편으로 보청기와 관련해서 2000년

부터 2005년까지 총 12편(17.4%)이 발표되었고 2005년 이후 점

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초기 이들 연구주제는 초창기에는 

보청기 착용의 필요성에서 보청기 착용 후 효과검증을 위한 연

구가 주를 이루었다. 인공와우와 관련된 연구의 경우 2009년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연구 주제는 인공와우 착용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각적 조건에서 청각적 수행력을 보

고하거나, 청각민감도의 변화추이를 관찰하기 위한 청각평가, 

청각행동발달평가 위주의 논문이 대부분이었고 향상된 청력을 

통해 인지능력의 개선을 확인하기 위한 논문도 다수 보였다. 이

들 연구의 증가는 2000년대 중반까지 청각학이 전자공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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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공와우 및 보청기 등 보조공학의 활

용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인공와우 이식에 대한 의료보험의 적용으로 시술대상자가 증

가하였고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인들이 듣기를 활용해 

구화를 통한 의사소통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계적인 장치

에 걸맞은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활용의 긍정적 

성과는 청능재활과 언어발달 측면에서 연구의 증가를 이끌었

다. 추후 언어 및 청능발달과 관련된 재활치료적 접근에 국한

되지 않고 인공와우 착용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대한 연구, 

학업수행력 성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인공와우 이식대상자 범위가 65

세 이상의 노인까지 확대되면서 노인층에서 이식이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에서 인공와우 착용 성인을 위한 표준화된 청능재

활 프로그램 개발 및 인공와우 기기와 관련하여 어음처리평가 

및 알고리즘 분석 등 공학적인 분야의 연구 또한 진행되기를 기

대한다. 

청각관리 분야의 경우 총 15편(17.1%)의 학위논문이 발표되었

는데 청능평가 도구개발에 관한 연구가 총 7편으로 어음평가도

구 개발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그 외 아동들의 듣기

발달평가, 노인성 난청 장애지수 개발 등 도구개발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청능평가 도구개발에 관한 연구는 2012

년 이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추청각처리장애의 평가 및 재활에 관련된 논문의 경우 

2004년 첫 논문이 발표된 후 매년 1~2편씩 발표되어 총 22편

(10.4%)이었으며 2011년과 2012년의 경우 2년 동안 총 9편(41%)

이 발표되었다. 특히, 2012년은 3편의 박사 학위논문 중 2편이 

중추청각처리장애 진단을 위한 주관적인 검사방법과 관련된 

주제였다. 이처럼 이 시기에 발표논문이 많은 이유는 중추청각

처리를 조기에 선별하여 적절한 재활 및 교육을 제공하여 영향

을 최소화하고자 청각행동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크

리스트(behavioral checklist) 및 질문지(questionnaire) 등의 검

사 도구들의 개발이 2010년에 시작되었고 2012년 표준화된 ‘청

각행동특성 검사 도구(KNISE-Auditory Behavioral Check-
list)가 편찬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연구자로 참여한 주체자들

이 실제 임상활용을 위한 신뢰성 및 타당성검증 등 후속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추처리장애는 청각 언

어만의 문제에서 벗어나 다른 장애와 동반되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조기판별 및 진단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

구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중추처리장애를 선별한 뒤 

청각처리특성과 이에 따른 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재활계획에 

대한 정보를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은 현대 사회에서 소음의 증가, 복잡해지는 정신생활, 노

령 인구의 증가, 약물의 남용, 스트레스 등으로 신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Park et al., 2003), 안타깝게도 

성인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절반(46.9%) 그리고 청소년의 

75%가 일시적 이명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Kim, 2012). 

그러나 병태 생리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치료 및 처치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군인 등 의무복무자들의 이명에 대

한 연구는 더욱 더 미비한 편이다. 이와 관련해 군 복무 중 발

생하는 다빈도 질환은 미국의 경우 이명과 난청이 15% 이상의 

점유비를 보이며 국내의 경우 이명으로 국가보훈처에 유공신청

을 한 건수가 2004년 86건에서 2009년 779건에 달하고 있다’고 

보고(Lee et al., 2011) 되어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분야이다. 이와 관련한 청각학 학위 논문의 경우 2006년 첫 논

문이 발표되었고 한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2009년에 다시 연구

되기 시작하였으며 매년 2편 이상씩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특

히 전군역자를 대상으로 이명과 우울증의 원인을 밝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 연구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

다. 이명에 대한 명확한 검사법이 고안되지 않아 피검자의 주관

적 의사표현에 의존해야 하므로 객관적 검사방법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는데 Turner et al.(2006)은 동물모델의 객관적 이명

검사 방법인 gap pre-pulse inhibition of acoustic startle로 이

명현상에 대한 객관적 판단 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의과분야에

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다(Jeon et al., 2013; 

Lobarinas et al., 2013). 그러나 본 학위논문들 대부분의 연구

는 아직까지는 이명장애지수(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in-
nitus handicap inventory)를 이용한 이명의 주관적 평가를 시

도한 연구가 특히 많았으나 acoustic change complex의 유발

되는 기전을 이용해 객관적으로 이명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도

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명훈련의 성과를 보고하거나 동물모

델을 통해 이명의 메커니즘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까지 그 주제

가 아주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명에 대한 치료

법이 없고, 보청기와 같은 현재의 치료법으로 다수의 환자들에

게 안도감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물모델을 통해 그 잠재적

인 원인을 확인한다면 효과적인 처치법이 개발될 수 있다는 가

능성이 보이므로 동물모델을 통해 이명의 메커니즘을 분석하

고자 한 논문은(Park, 2012) 상당히 값진 연구라 할 수 있다. 

추후 청력손실에 중점을 둔 캠페인을 통해 일시적 이명 증상이 

영구적인 증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에 관한 연구로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소음은 공장의 기계소음 외에 일상생활에서의 소음은 현대

인들에게 삶의 질을 저하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

제가 되고 있다. 문헌에 따르면 전인구의 1.7%가 소음성 난청에 

의한 장애를 가지고 있고(Phaneuf & Hetu, 1990) 미국의 경우 

약 1,000만 명의 소음성 난청 환자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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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k et al., 2002). 따라서 소음노출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 

청력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적용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에 청각학 전공자들은 2006부터 소음성

난청과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진행시키고 있는 현상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연구주제 대

부분은 건청인 혹은 보청기나 인공와우 착용자를 대상으로 배

경소음에서 말소리를 구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연구로 수용소음레벨(acceptable noise level)을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보청기의 보조기의 만족도를 평가한 연구였다. 또한 교

실소음 속에서의 환경음 인지 연구, 국철 실내 소음패턴 분석, 

군전역자의 이명에 대한 연구 등 그 주제범위가 학위논문의 한

계에 따른 특정범위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까

지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추후 소음으로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객관적 평가도구의 개발과 소음에 의한 부

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전정기능의 평가 및 재활에 관한 연구는 2006년 석·박사 학

위논문이 동시에 발표된 시점을 계기로 매년 1~3편씩 꾸준히 

발표되었으나 2012년 이후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들 학위논

문의 연구 주제는 새로 개발된 전정기능평가도구인 전정유발근

전위의 양호도 검증을 위한 각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지 연구한 논문이 대부분이었다. 노인인구에서 나

타나는 질병에 대한 대책은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

어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므로 75세 이상의 노인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인 어지럼증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한 임상데이타의 분

석과 검사방법의 표준화 작업 그리고 재활에 대한 개별화된 프

로그램 개발 등이 선행된다면 청각학의 학문 분야를 한층 더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대상에 따른 분석의 경우 연구대상의 수는 석·박

사 학위논문 공히 50명 이하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45편

(68.4%)이며 석사 학위논문의 경우 10명 이하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9편(9.0%),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5편

(11.8%)으로 나타났다.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의 경우 연구대

상은 평균 430 ± 96.8명 그리고 사례연구의 경우 17.8 ± 6.3명

으로 신뢰수준 95%에서 검증을 기준으로 표본수를 정한 것으

로 최대허용오차를 따랐으며(Lee et al., 2013) 연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표본수를 맞춘 것으로 사료된다. 난청인과 건

청인으로 대상자를 나누어 분류하여 분석했을 때 청각장애인 

대상 연구는 60편(27.1%)으로 노인과 성인 난청인의 대상비율

이 높았으며 건청인 대상 연구는 109편(49.3%), 건청인을 대조

군으로 청각장애인을 대상군으로 한 연구는 46편(20.5), 기타의 

경우 6편(2.7%)로 나타났다. 기타에 포함된 대상은 동물모델 및 

마네킹 모델, 인공와우 장치, 교실의 신호 대 잡음 연구, 난청시

물레이션 소프트웨어 연구가 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별 분석결과 가장 많이 연구된 대상은 

20~60대 성인으로 석·박사 학위논문 총 143편(52.8%)이었고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58편(23.0%), 그리고 

아동 대상 연구는 44편(17.5%) 부모 혹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2편(0.8%)으로 청각학 석·박사 학위논문 모두 20~60

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반면 국내 청각장애 관

련 학위논문에서 Ok(2005)은 아동기, 학령기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82.4%라고 보고하였는데 이들 연구저자의 경우 교육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다니며 현장에서 직접 청각장애 아동

을 교육하고 있는 언어치료사 혹은 특수교사를 주체로 삼은 이

유이다. 그러나 본 학위논문 저자들의 경우 청각학을 석·박사

로 전공하고 병원, 혹은 임상센터를 근거로 청력평가 및 보청기 

적합과 그리고 청능재활을 업무로 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다. 따라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대상층을 연구대상자로 

삼은 까닭에 성인 및 노인 대상 연구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2009년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언어, 미술, 음악, 행동·놀이, 심리, 감각·운동, 청능 등의 발달

재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따라서 청능재활 서비스에 대한 수

요의 증가는 아동의 청능재활에 참여하는 청능사의 증가를 예

측할 수 있으므로 추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영유아를 포함한 학령전기 및 학령기 아동에 대한 연구는 

총 44편(17.5%)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3세 미만 영유아 대상 

연구의 경우 5편(11.3%),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

구는 4편(9%)으로 특정 연령층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층은 스마트폰이나 MP3를 비

롯해 휴대용 멀티미디어플레이어(portable multimedia player), 

플레이 스테이션 포터블(play station portable) 등 다양한 디지

털 첨단기기 사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잠재적인 

청력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6~19세 사이의 아동·

청소년 12.5%가 소음성 증상을 보이며 대학생에서도 15%가 청

력손실을 호소하고 있다(Vogel et al., 2009). 국내의 경우 10대 

청소년 청력손실 환자의 비율은 최근 5년간 30%로 증가하고 

있어(Hong et al., 2013; Kwak & Kim, 2012) 동·서양을 막론

하고 디지털기기로 인한 피해는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런 점에서 한창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청력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고등학생 이어폰 사용실태와 청력수준을 조

사한 연구(Choi et al., 2000; Park, 2001; Park & Kim, 2001)

는 15년 전에 이미 청소년들의 청력손실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력손실과 의학, 한의학, 

간호학, 언어병리학 등 청각학 인접 학문의 연구도 활발히 진

행 중으로(Kim et al., 2011; Kwak & Kim, 2012; Li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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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Lee & Y Seo ASR
2001; Lindberg et al., 1984) 청각학 전공 석사 학위논문에서

는 개인음향기 사용실태와 청력상태, 이명장애지수의 관련성 

연구, 헤드폰 종류에 따른 음압강도 분석에 대한 연구 등은 소

음성 난창의 문제인식과 함께 소음성 난청의 예방자료로 제공

하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추후 청소년 청력손실 선별검사의 일

환으로 학교청력검사에 대한 조사 그리고 문제제기와 개편 방

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들이 난청으로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직업의 선택 및 사회생활에서 문제

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58편(23.0%)으로 매년 일정비

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연구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

세인데 이는 사회적으로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청력손실에 대

한 관심이 여전히 높은 까닭으로 보인다. 연구주제는 노인들의 

청력실태에 대한 조사에서부터 노인성 난청 선별을 위한 장애

지수 개발연구, 이들의 어음지각의 어려움 특히, 노화에 의한 

중추처리능력의 제한으로 듣기의 어려움에 대한 진지한 연구

를 통해 보청기를 착용을 시도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연구 그리고 청능훈련을 통해 어음인지력의 향상을 보고한 논

문들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노인들의 우울성향에 대한 연구, 

청능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까지 진행되어 있어 노인성 

난청에 대한 연구의 폭이 평가-진단-재활뿐만 아니라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까지 접근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20년 전체 인구의 16%인 800만 명이 노인인구로 채워지며 

노인성 난청 환자 수 또한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초고령화 국가인 우리나라는 노인성 난청에 대한 현실적인 대

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의 청각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들의 노력이 청력손실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예방, 

그리고 재활과 관련된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자립능력

의 향상을 통해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인 통합을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각장애 아동의 정체성을 결

정짓는 것은 단순히 청능 혹은 언어발달의 향상에만 있지는 않

다. 청각장애 아동의 경우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이들의 

정서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바 적극적 중재자로서 부모와 교

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특성을 파

악하고 부모나 교사들이 어떻게 이들을 적절히 도와주어야 하

는지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단지 2편(0.8%)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9년 발달재활바

우처 제도의 시행으로 청각장애 아동의 청능재활에 참여하는 

청능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연구대상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해본다. 

본 연구는 1999~2014년 청각학 전공 학위논문 228편을 분

석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연구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연

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질적인 접근보다는 형태적이고 

계량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므로 동향분석의 보편성 보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박사 학위논

문을 분석하여 청각학의 연구동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얻어

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학 관련 연구방법 측면에서 실험연구 조사연구 사

례연구 순서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실험연구 비율이 83.3%로 

가장 높았다. 실험연구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론이 점차 우리나

라 실정에 맞도록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나 대부분의 연구가 

건청인 기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둘째 연구대상에 따른 분석결과에서 20~60대 성인층을 대

상으로 한 연구가 6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대부

분이 실험연구였다. 

셋째 연구주제에서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에서

부터 진단·평가, 보조기 처방·적합, 재활까지 체계적으로 연구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미래지향적인 학문

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청각장애 평가 위주

의 논문이 전체 주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고

민해야 할 현안이기도 하다.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향후 질 높

은 연구를 확충하기 위해 다음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논문 수가 많은 이유로 계량적인 분석

을 통해 종합적인 분석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한 질적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난청인을 위한 중재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연령에 따른 중재특성별 효율적인 중재프로그

램의 개발과 검증하는 실험연구, 그리고 개발된 중재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석·박사 학위논문만을 분석한 자료로 실제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연구방향과 연계된 객관적

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청각학 국내 학술지 분석이 심층적으

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난청인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맞춘 총체적 재활 측면

에서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변인으

로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다학문적인 접근에서 청각학 및 인접학문과 연계한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통해 동반발전이 되는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본다. 

중심 단어0:0�청각학·연구동향·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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