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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201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난청인의 수는 약 

28만 명으로 추정되며(Statistics Korea, 2015), 그 수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8]에서는 전 세계의 약 6억6천 6백만 명의 사람들

이 청력 손실을 겪고 있으며, 2050년까지 약 9억 명 이상이 난

청인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WHO(2018)에서는 여가와 취미 활동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청소년과 성인이 후천적으로 청력 손실을 경험할 수 있다

고 보고하였다. 난청의 발생 시기 및 원인에 상관없이 난청 성

인은 상대자의 발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건청 성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난청 성인

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난청 

성인이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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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청각 손실로 인한 의사소통장애는 우울증, 사회적 고립, 외

로움, 삶의 질 저하 등을 초래하므로, 청능훈련은 난청 성인의 

사회적 참여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Yorkston et al., 2010). 즉, 난청 성인의 의사소통 단절을 최소

화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개인의 요구(needs)와 청력 

특성에 적합한 청능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Sweetow & Sabes(2006)는 의사소통 전략훈련

(communication strategies training), 독화훈련(speech read-
ing training), 인지적인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 등으로 난청 성

인의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Blamey & Alca´ntara(1994)는 보장구를 통해 지각되는 청각 정

보의 양을 증가시켜서 난청인의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국내외에서 난청 성인의 청능훈련의 필요

성과 훈련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접근법을 이

용하여 난청 성인의 청능훈련의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 Lee et al.(2016)은 보청기 착용만으로도 말 인지도가 

낮은 난청 성인(n = 2)에게 10주 동안의 청능훈련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 환경음, 단어, 문장 인지도 측면에서 모두 향상되었

으며, 주관적인 난청지수도 함께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Song(2008)이 인공와우이식 성인(n = 3)을 대상으로 소음 상황

에서 4주 동안 청능훈련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단어 및 문장 지

각 능력의 향상을 보고하였다. Burk et al.(2006)은 보청기를 부

분 착용(part-time use)하는 경도-중등도의 난청 노인(n = 7)을 

대상으로 소음 상황에서의 청능훈련을 실시한 결과, 청능훈련 

후에 훈련 단어와 비훈련 단어 모두에서 청각적 수행력이 건청 

성인(n = 16)만큼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Fu et al.

(2005)이 인공와우를 착용한 성인(n = 10)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재택형 청능훈련을 1개월 동안 실시한 결과에서도 난청 성인의 

어음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난청 성인의 청능훈련의 긍정적인 결과 보고에도 불구하고, 임

상 현장에서는 다양한 청능훈련 도구가 부족하여 난청 성인에

게 체계적으로 청능훈련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Baek 

& Lee, 2016).

일반적으로 난청 성인은 적절한 보장구를 착용하는 것만으

로도 의사소통 능력이 개선되기도 하지만, 의사소통 능력을 극

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개별화

된 청능훈련이 필요하다(Oh, 2016). 효과적인 청능훈련 프로토

콜은 대상자의 개별 요인(예, 보장구 착용 상태에서의 가청력, 인

지 능력 등)과 언어자극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맞춤식 청능훈

련 도구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청능훈련 프로토콜 프레임에 따라 최근에는 난청 성인의 청능

훈련 도구 개발 및 중재 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가 발표되고 있

다.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환경음을 이용한 청능훈

련 도구(Ahn & Lee, 2016), 가로세로 단어판과 같이 게임을 매

개로 한 청능훈련 도구(Baek & Lee, 2016), 이야기를 이용한 

청능훈련 도구(Kim & Bahng, 2017; Lim & Bahng, 2016)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청능훈련 도구는 난청 성인의 말지각 개선

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으며, 저자들은 난청 성인의 개별

적인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청능훈련 도구 및 자료의 개

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청각재활전문가는 난청 성인이 다양한 의사소통 문맥(con-
text)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기회를 증대시키고 습득한 기술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난청 성인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을 우선적으로 습득하고, 주변 의사소통

에서 겪는 제한성과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적인 접

근법(functional approach)을 청능훈련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언어병리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기능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

상시키는 효과적인 중재 방법으로 스크립트(script)를 주목한 

바 있다(Kim, 2014). Kim(2014)은 스크립트를 “즉각적으로 일

상 상황에 대하여 화자 간에 공유하는 상황지식을 제공해 주며, 

상황에서 늘 사용되는 상황언어를 배우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

해준다”라고 언급하였으며, 대상자에게 실제 익숙하고 일상화

된 맥락을 대본으로 구성하고 적합한 소도구 이용과 시연을 통

하여 적극적인 언어 중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Lemke & 

Scherpiet(2015)는 난청인이 속한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에서의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토대로 사회 참여 양상을 살펴보

는 생태학적 관점(ecological view)이 청각재활 분야에서도 필

요하다고 하였다. 스크립트 기반의 청능훈련은 난청 성인의 생

태학적 의사소통 맥락을 고려한 접근법으로, 반복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대상자의 언어 표현 능

력과 상황 예측 능력을 학습시켜줄 수 있는 기능적인 접근법이

라 할 수 있다. 

스크립트 접근법은 선천성 농(congenital deafness)으로 인

해 제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지닌 성인이 지역사회 참여에 필

요한 다양한 문장을 익히는 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천성 

농 성인은 영유아기와 아동기에는 제한된 듣기 경험으로 원활

한 말,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청소년기와 청년기에는 낮

은 의사소통 능력으로 인해 대인관계 확장, 진로 결정, 취업 등

에 제약이 따른다(Lee et al., 2018).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의 

인공와우이식 성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여(Cho et al., 

2011), 선천성 농의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Choi et al.(2018), 

Lee et al.(2011), Lee et al.(2018)의 연구에 그치고 있다. Lee et 

al.(2018)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에 인공와우이식을 받은 선천

성 농의 젊은 성인의 경우, 인공와우이식 연령, 잔존 청력, 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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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 기간, 인공와우 사용 기간, 듣기 능력, 말명료도, 언어지식, 

재활 여부와 같은 요인들이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이

처럼 다양한 요인이 인공와우이식 선천성 농 성인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은 토털커뮤니케이션(total 

communication)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수준부터 구어 의사소

통이 원활한 수준까지 개인 간에 의사소통 능력 차이가 큰 집

단이라 할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이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의 오랜 기간 동안 성장 과정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제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지닌 인공와우이식 

선천성 농의 젊은 성인의 청능훈련에는 스크립트와 같은 일상

생활과 밀착된 문장 및 어휘를 익숙하게 하는 기능적인 접근법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스크립트 중재의 효과를 보고한 다수의 연구(Cho & Kim, 

2014; Kim et al., 2011; Kim & Choi, 2013; Shim, 2012)들은 주

로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자로 한 것으로, 저자들은 스크립트 

중재가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
munication), 사회극(role play) 등과 같은 접근법과 접목이 쉬

워서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

조하였다. 스크립트를 난청인에게 적용한 연구(Lee, 2004; Lee 

et al., 2013)를 살펴보면, 주로 인공와우이식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언어 이해 및 표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Lee(2004)가 스크립트 접근법을 인공와우이식 아

동(n = 2)에게 적용한 결과, 문장 표현, 자발화 개시, 언어 표현 

능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Lee(2008)가 보청기나 인

공와우를 착용한 아동(n = 8)에게 스크립트 활동을 이용하여 

중재한 결과에서도 중재 후의 명사와 동사의 이름대기 능력이 중

재 전에 비해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Lee et 

al.(2013)이 중도 복합장애를 지닌 인공와우이식 아동(n = 5)에게 

스크립트 활동을 적용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중재를 실시한 결과

에서도 발성, 제스처, 단어와 같은 의사소통 행동이 유의하게 증

가되었다.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스크립트 중재는 아동

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지닌 인공와우이식 성인

이 타인과 상황지식을 공유하게 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

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능훈련은 언어의 다양한 말소리를 인식하는 상향식 접근

법(bottom-up approach)과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음소를 유

추하는 하향식 접근법(top-down approach)으로 진행될 수 있

다(Kim et al., 2014). 늦은 시기에 인공와우이식을 받은 선천성 

농 성인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의 청력 손실로 인해 의사소통

에서 겪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이 일상생활에

서 겪는 상황을 재연하고 경험하게 하는 하향식의 종합적인 청

능훈련 도구가 필요하다. 또한, 시연과 소도구를 이용하는 스크

립트 기반의 청능훈련은 인공와우를 착용한 선천성 농의 젊은 

성인이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청능훈련에 참여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공와우이

식 선천성 농 성인에게 일상생활과 밀접한 고빈도 어휘와 문장

을 반복적으로 청취하고 대화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스크립트 

기반의 청능훈련 도구를 개발하고, 스크립트를 이용한 청능훈

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인공와우이식 선천성 농 성인에

게 4주간의 청능훈련을 실시하여 청각적 수행력과 주관적인 의

사소통 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1단계: 스크립트 상황 선정

청능훈련 도구에 사용할 스크립트는 난청 성인에게 친숙하

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와 관련된 상황으로 

구성하였다. 스크립트 선정을 위하여, 문헌조사 및 전문가, 건

청 성인 및 인공와우이식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Park(2008)의 지역사회 중심 스크립트를 참고하여 

20~30대 일반 성인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사회 상황을 발췌하

였으며, 현재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청능훈

련 전문기관에서 1~5년의 임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언어재활사

(n = 5)에게 난청 성인의 청능훈련에 유용하고 필요한 스크립

트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버스, 병원, 약

국, 음식점, 지하철, 은행, 미용실, 옷 가게, 마트, 도서관, 극장, 

패스트푸드점, 공중목욕탕, 공공시설과 같이 총 14개 장소와 

관련된 스크립트가 1차적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스크립트가 일상생활에 실제로 빈번하게 접하는 상

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직장인으

로 활동하고 있는 20대 건청 성인 67명(M = 23.1, SD = 1.47)을 

대상으로 네이버 오피스 폼(Naver office form) SNS 매체를 이

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화관(30%), 노래방

(21%), PC방(19%)과 같이 취미 및 여가생활과 관련된 상황이 

실제로 많이 접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Table 1). 조사에서 많

이 활용하는 장소로 선정된 장소 중에서 PC방과 노래방의 경

우, 의사소통보다는 개인 활동이 중심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스

크립트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12개의 장소(도서관, 

마트, 회사, 병원, 대중교통, 카페, 음식점, 대학교, 영화관, 은행, 

미용실, 옷 가게)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난청 성인이 일상생활에

서 자주 접하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스크립트를 

선정하기 위하여, 인공와우를 착용한 20대 성인 20명(M = 

21.95, SD = 1.79)을 대상으로 건청 성인의 설문조사 방법과 동

일한 SNS 매체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Appendix 

1). 설문 문항은 해당 장소 관련 상황이 빈번하게 접하는 정도

와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와 관련된 것으로 중복 응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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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구성하였다. 그 결과, 자주 접하는 장소는 대중교통

(42.5%), 마트(27.5%), 영화관(15%) 순이었으며, 의사소통 시 어

려움을 느끼는 장소에는 미용실(45%), 은행(35%), 병원(15%), 옷 

가게(5%) 순서로 나타났다(Table 2). 그 후, 인공와우이식 선천

성 농의 청년 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스크립트 상황

을 선정하였다. 이때, 의사소통 상황이 유사한 마트와 편의점, 

음식점과 카페 중에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마트와 카페를 스

크립트 상황으로 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난청 성인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한 스크립트 제작을 위하여 8개 장소(미용실, 영

화관, 옷 가게, 마트, 카페, 병원, 은행, 대중교통)를 선정하였다. 

2단계: 스크립트 제작

연구자들은 2017년 7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스크립트 개

발을 위해서 선정된 장소를 방문하여, 대화 상황을 직접 관찰

하고 종사자(예: 미용사, 은행원, 미소지기,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스크립트 제작에 필요

한 어휘와 문장을 수집하였으며, 핵심 어휘와 대화 문장으로 

구성된 스크립트 대본을 제작하였다. 

3단계: 스크립트 타당성 검증

스크립트의 대본에서 사용된 어휘와 문장의 적절성을 확인

하기 위해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20대 

건청 성인 35명(M = 23.2, SD = 0.65)에게 일상생활 타당도 검

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스크립트의 어휘와 대화 문장을 읽

고, 4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친숙도(1점: 매우 낮다, 2점: 낮

다, 3점: 높다, 4점: 매우 높다)와 필요도(1점: 매우 필요하지 않

다, 2점: 필요하지 않다, 3점: 필요하다, 4점: 매우 필요하다)를 

평정하였다. 

4단계: 인공와우이식 성인에게 중재 적용을 통한 스크립트 

기반의 도구 예비평가

본 연구에서는 스크립트 기반의 도구에 대한 예비평가를 위

해서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인공와우이식 성인 3명을 대상으

로 중재 적용을 시행하였다. 중재를 실시하기 전에 인공와우이

식 성인 1명에게 모의 중재를 실시하여, 실제 중재 절차를 보완

하는 과정을 거쳤다. 대상자는 어음청각검사(Korean Speech 

Audiometry, KSA) (Lee et al., 2010)에서 20~50%의 단어인지

Table 1. Frequency (%) of script for developing auditory training 
materials in young adults with normal hearing (n = 67)

Category Situation of script Frequency (%)
Leisure Cinema 20 (30)

Karaoke 14 (21)
PC room 13 (19)
Playground 12 (18)
Billiard room 7 (10)
No response 1 (2)

Community facilities Mart 13 (19)
Convenient store 11 (16)
Restaurant 8 (12)
Café 7 (10)
Clothing store 7 (10)
Bank 6 (9)
Public transportation 4 (6)
Library 4 (6)
Hospital 2 (3)
Beauty shop 2 (3)
Pharmacy, cosmetic shop, 

shoe store 
1 (2)

Cosmetic shop 1 (2)
Shoe store 1 (2)
Local resident center 0 (0)

Table 2. Frequency (%) of script for developing auditory training materials in congenitally deaf young adults with cochlear implants (n = 20)

Category Situation of script Frequency (%)
Places where people frequently visit* Public transportation 17 (42.5)

Mart 11 (27.5)
Cinema 6 (15)
Café 3 (7.5)
Restaurant 2 (5)
University 1 (2.5)
Clothing store, library, karaoke, company, beauty shop, bank 0 (0)

Places where people have difficulty Beauty shop 9 (45)
communicating Bank 7 (35)

Hospital 3 (15)
Clothing store 1 (5)
Restaurant, public transportation, mart, cinema, library, company, 

university, karaoke, café
0 (0)

*An asterisk indicates multiple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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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word recognition score)를 보이며, 청력검사(Interacoustics 

AD629, interacoustics A/S, Assens, Denmark)에서 교정청력

(aided threshold)이 40 dB HL 미만이고, 인공와우를 이식하

여 1년 이상 사용하고 정기적인 매핑(mapping)을 실시하고 아

동기에 청능훈련을 받았음에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난청인의 보장구 유형과 연령

에 따라 청능훈련에 대한 요구도와 일상생활 패턴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코클리어 사(Cochlear Ltd., Sydney, Aus-
tralia)의 뉴클리어스 인공와우(Necleus cochlear implant)를 착

용한 20대 난청 성인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세부적

인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Table 3). 

인공와우이식 성인 A의 정보

대상자 A는 만 23세로, 2세경 난청 진단을 받고 좌측에 보청

기를 착용했으며, 19세에 우측에 인공와우이식을 받았다. 7세에 

청각장애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았으며, 8세부터는 일반학교 

도움반에서 교육을 받았다. 2014년 9월(만 20세)부터 현재까지 

◯◯대학 언어임상센터에서 주 2회 청능훈련을 받고 있다. 보기

가 없는 조건에서 실시한 KSA (Lee et al., 2010)의 단어인지도

는 25%로 나타났으며, 수용 및 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REVT-R) (Kim 

et al., 2009)에서 수용 어휘의 등가 연령이 만 14세로 나타났다. 

아동용 발음평가(Assessmen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for Children, APAC) (Kim et al., 2007)에서 자음정확도는 

80.0%였으나, 낮은말 명료도로 인하여 건청 성인이 의사소통

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하였다.

인공와우이식 성인 B의 정보

대상자 B는 만 22세로, 8세경 좌측에 첫 번째 인공와우이식

을 받았다. 이후, 만 20세에 우측에 두 번째 인공와우이식을 받

았으며,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보기가 없는 조건에서의 

KSA (Lee et al., 2010)의 단어인지도는 50%였으며, REVT-R 

(Kim et al., 2007)에서 수용 어휘의 등가 연령은 9세 6개월에

서 11개월로 나타났다. APAC (Kim et al., 2007)에서 자음정확

도가 80.0%였다. 본 대상자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낮은 

말명료도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인공와우이식 성인 C의 정보

대상자 C는 만 25세로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5세경 

좌측에 인공와우이식을 받았다. REVT-R (Kim et al., 2009)에

서 수용 어휘의 등가 연령이 9세 6개월에서 11개월이었으며, 

APAC (Kim et al., 2007)에서 자음정확도가 80.0%였다. 보기가 

없는 조건에서 KSA (Lee et al., 2010)의 단어인지도는 27%였

다. 본 대상자는 인공와우이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말지

각을 호소하고 있으며, 발음 시 낮은 말명료도로 인하여 직장 

동료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중재 절차

중재 실시 전,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중재 도구 및 

절차, 회기별 소요 시간 등과 관련된 설명을 충분히 하였다. 이

때,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중재 중에 언제든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숙지시켰으며, 연구에 동의한 대상

자에 한해서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본 중재에서는 개발한 

스크립트 기반의 청능훈련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대학 언

어임상센터에서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청능훈련을 진행하였

다. 대상자는 4주 동안 일주일에 2회씩 청능훈련 회기(40분)에 

참여하였다. 중재는 제1연구자에 의해서 회기마다 직접 중재하

였으며, 제2연구자가 스크립트에서 사회 역할극 상황에 참여하

거나 대상자의 반응을 기록하였다. 

청능훈련은 ‘어휘 듣기 → 스크립트 대본 연습 → 스크립트 

Table 3. General information of three adults with CIs

Information Subject A Subject B Subject C
Age(sex) 23 (M) 22 (F) 25 (M)
CI fitting ears Rt. Both Lt.
Age at the first implantation (years) 19 Lt. 8 / Rt. 20 5
Daily use of CI (hours) 7 11 10
Duration of an implant use (years) 4 14 20
Unaided threshold in PTA (dB) Rt. scale-out / Lt. 105 Rt. scale-out / Lt. 108 AU scale-out
Aided threshold (dB) 28 29 28
Aided WRS* at conversational level (%) 25 50 27
PCC† (%) 80 80 80
Receptive vocabulary scores‡ (EA) 14;0 9;6-9;11 9;6-9;11
*Korean Speech Audiometry (Lee et al., 2010), †Assessmen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for Children (Kim et al., 2007),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Kim et al., 2009). M: male, F: female, CI: cochlear implant, PTA: pure tone audiometry, AU: aures 
unites, WRS: word recognition score, PCC: 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EA: equivalent age, Rt: right, Lt: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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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극 수행’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청능훈련은 조용한 공간에

서 진행되었으며, 중재자는 듣기에 편한 일상 대화의 말소리 강

도인 약 60 dB SPL 수준으로 단어와 문장을 대상자에게 육성

으로 들려주었다. 어휘 듣기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대상자의 귀

에서 약 1 m의 거리에서 시각 단서 없이 어휘를 들려주었으며, 

목표 어휘를 따라 말하거나 받아 적도록 하여 대상자가 목표 

어휘를 정확하게 들었는지 확인하였다. 스크립트 대본 연습 단

계에서는 대상자에게 스크립트와 관련된 그림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자의 질문에 따라 대상자가 적절한 그림을 선택하면서 대

답하도록 하였다. 스크립트 역할극 수행 단계에서는 연구자와 

대상자가 자유롭게 대화를 하면서 스크립트 상황에 참여하였

다. 말지각이 매우 부진한 인공와우이식 성인 A의 경우, ‘어휘 

듣기 → 스크립트 맥락 이해 → 스크립트 대본 연습 → 스크립

트 역할극 수행’의 네 가지 단계로 진행하여, 좀 더 쉽게 스크립

트 대본 연습과 역할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크립트 

맥락 이해 단계에서는 대상자에게 스크립트와 관련된 상황 맥

락에 대해 시각 단서(예: 글, 제스처 등)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

도록 한 후에 세부적인 스크립트를 시연하였다. 

사전-사후검사

인공와우이식 성인을 대상으로 한 스크립트 기반의 청능훈

련의 중재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대상자에게 중재 전과 후

에 말지각검사와 의사소통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KSA (Lee et al., 2010)의 단어인지도와 문장인지도 검사를 사

용하여 대상자의 말지각을 평가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대상자

가 듣기에 편한 일상대화의 말소리 강도인 약 60 dB SPL 수준

으로 발화를 들려주었다. 의사소통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Lee(2016)의 연구를 참고하되, 대상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의사

소통 능력(3문항, 점수 범위: 3~15점), 청각적 수행력(5문항, 점

수 범위: 5~20점), 의사소통 부담감(5문항, 점수 범위: 5~20점)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개발

하였다(Table 4, Appendix 2).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

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의사소통 만족도 점수는 총 점수

(범위: 13~52점)와 영역별 점수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RESULTS

스크립트 타당성 검증 결과

스크립트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스크립트 내 어휘와 문장의 

친숙도 및 필요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Figure 1). 어휘 친숙

도는 ‘매우 높다’가 46.6%, ‘높다’가 47%로, 어휘 필요도는 ‘매우 

높다’가 45.8%, ‘높다’가 48.4%로 평정되었다. 문장에 대한 친숙

도는 ‘매우 높다’가 46.6%, ‘높다’가 53.0%, 문장 필요도는 ‘매우 

높다’가 38.8%, ‘높다’가 56.4%로 나타났다. 친숙도와 필요도가 

높게 평정된 어휘와 문장만으로 스크립트 대본을 구성하였으

며, 모의 중재를 인공와우이식 성인(n = 1)에게 실시하여 스크

립트 어휘와 문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스크립트를 최종적

으로 완성하였다. 

스크립트 기반의 청능훈련 도구 개발

본 연구에서는 ‘청능 20분’이라는 교재의 형태로 스크립트 기

반의 청능훈련 도구를 제작하였다. 임상에서 겪고 있는 곤란한 

상황들을 반영하여, 전문가는 대상자의 회기별 수행력을 바로 

기입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자

는 가정 내에서 피드백을 살펴봄으로써 한 번 더 지도가 이루

어지고, 중재 시간 외에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청

능훈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도구는 대상자가 휴대하기 간편

하도록 디자인하였으며, 타당성 검증을 마친 어휘와 문장을 내

용으로 구성하였다. 난청 성인이 본인의 청각적 수행력 및 의사

소통 능력에 따라 다양한 난이도로 청능훈련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어휘와 문장을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며, 어휘는 빈도를 기

준으로 명사와 동사를 범주별로 표로 제시하였다. 문장은 맥락

의 이해를 돕고자 장소와 관련된 인물의 그림을 삽입하였으며, 

상황에 따른 문장과 부수 어휘를 목록화하여 제시하였다. 스크

립트의 세부적인 상황을 분류하여 난청 성인이 전체적인 문맥

의 흐름이나 특정 문맥을 문장 수준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돌발 상황을 추가하였다. 또한, 도구에 ‘세부 양식란’을 추가하

여, 전문가나 본인이 수행 수준, 오반응, 특이사항 등을 추가적

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ure 2).

Table 4. Questionnaires and their structures

Questionnaire Content No. of items
Communication abilities Comparison of communication satisfaction before and after 1 month, oral communication 

skills, communication effort
3

Auditory performance Auditory performance in various situations, familiarity with communication partners and 
situations

5

Communication burden Psychological pressure by communicating with others (frustration, burden, pressure, 
dependence, confidenc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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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적용 연구를 통한 스크립트 기반의 훈련 도구 예비평가

단어 및 문장인지검사 점수 변화

스크립트 기반의 청능훈련의 전과 후에 실시한 단어인지도

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중재 전의 점수는 48.32%(SD = 

38.34), 중재 후의 점수는 55.0%(SD = 35.00)였다. 문장인지도

에서는 중재 전의 평균 점수는 23.32%(SD = 20.82), 중재 후의 

평균 점수는 25.00%(SD = 21.78)였다. 단어인지도 결과를 살펴

보면, 대상자 A와 C는 중재 후에 단어인지도가 10~20% 정도 

향상되었으며, 대상자 B는 중재 전과 후의 단어인지도는 변화

가 없었다. 문장인지도 결과를 살펴보면, 대상자 A, B, C 모두 

중재 후의 문장인지도가 중재 전에 비해 향상 정도가 미비하였

다(Figure 3). 

의사소통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중재 전과 후에 평정한 의사소통 능

력, 청각적 수행력, 의사소통 부담감의 세 영역에 대한 합산 점

수로 살펴본 의사소통 만족도에 대한 총 점수는 중재 전의 점

수는 30.00점(SD = 7.21), 중재 후의 총 점수는 38.00점(SD = 

9.54)이었다.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의사소통 능력은 중재 전

의 총 점수가 5.32점(SD = 2.52), 중재 후의 총 점수가 8.00점

(SD = 2.65), 청각적 수행력은 중재 전의 총 점수가 12.00점(SD = 

2.65), 중재 후의 총 점수는 14.67점(SD = 4.50)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부담감에 대한 중재 전의 총 점수는 12.67점(SD = 

2.52), 중재 후의 총 점수는 15.32점(SD = 3.20)으로 나타났다. 

단기간의 스크립트 중재 후에 실시한 대상자의 주관적인 변화

는 의사소통 능력, 청각적 수행력, 의사소통 부담감에서 상승되

었으나, 그 상승 정도는 작았다(Figure 4). 

 

Figure 1. Results of the questionnaires 
for verification of core vocabulary and sen-
tences in the scripts of the auditory train-
ing. A: Familiarity of words. B: Need of 
words. C: Familiarity of scripts. D: Need of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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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S 

난청 성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원활한 사회 참여를 위해서

는 정확한 청력검사, 적절한 보장구 조절 및 착용, 청능훈련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난청 성인에게 실시한 청능훈련이 말지각 

향상과 난청지수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면서, 

다양한 청능훈련 도구를 개발하여 난청 성인의 청능훈련에 대

한 흥미와 몰입도를 증가시키고자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Ahn 

& Lee, 2016; Baek & Lee, 2016; Chang & Lee, 2016; Kim & 

Bahng, 2017; Lim & Bahng, 2016).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낮은 인공와우이식 선천성 농 성인의 기능적인 의사소

통에 초점을 둔 스크립트 기반의 청능훈련 도구를 개발하고, 

중재를 적용하여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스크립트를 이용한 청능훈련의 효과를 인공와

우이식 선천성 농 성인의 중재 전과 후의 말지각 변화로 살펴

본 결과, 중재 후의 단어인지도와 문장인지도의 평균 점수가 중

재 전에 비해서 향상되었으나, 문장 수준에서의 말지각 향상은 

미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재에 참여한 대상자의 수, 대상자 

특성, 중재 기간, 중재 내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천성 농으로 인해 인공와우이식을 받은 성인 3명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은 연령 및 인공와우 사용 기간을 

고려할 때 말지각 발달이 정체기(plateau)에 도달하여 단기간의 

중재로 말지각 향상이 즉각적으로 성취되기 힘든 대상자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말지각 외

Figure 2. Examples of script-based auditory training materials.

Figure 3. Comparisons of WRS and SRS before and after the script-based auditory training. A: WRS in each adult with CIs. B: SRS in each 
adult with CIs. WRS: word recognition score, SRS: sentence recognition score, CIs: cochlear im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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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난청지수 감소, 의사소통 만족도 등과 같은 영역에서 주관적

인 지각과 능력 변화에 초점을 두어 청능훈련에 참여하도록 독

려하고 긍정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할 대상자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대상자에게 제공한 중재 기간은 4주에 불

과하여, 문장 수준의 말지각 향상까지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

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재의 내용이 일상생활에서의 대

화 맥락을 이해하고 필요한 문장에 대해 친숙해질 수 있는 경

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말지각에서의 효과는 

미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스크립트 기반의 청능훈련의 효과를 주관적인 의사소통 만

족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재 후의 의사소통 만족도 총점이 중

재 전에 비해서 상승의 폭은 적었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크립트는 20대 난청 

성인의 일상생활 상황에 초점을 맞춘 기능적 접근법에 근거하

여 개발되었으므로, 중재 기간 동안 난청 성인이 지역사회의 구

성원으로서 마주하는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 필요한 어휘와 

문장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도구에는 

청능훈련 양식, 피드백, 자극 단어 반응 등의 정보를 포함시켜

서 개별적인 훈련 외에 가정에서도 친숙한 사람들과 반복적으

로 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인공와우

이식 성인의 말지각 능력이 부진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의사소통하기에 힘든 특정 상황과 관련된 사건들의 관계 이해

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진행하는 스크립트 기반의 청능훈련

이 의사소통 만족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

각된다. Lim & Bahng(2016)의 연구에서도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 성인을 대상으로 이야기 기반의 청능훈련 도구를 개발, 

적용하여 어음인지력과 청능훈련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향상되

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스크립트를 이용한 

하향식의 청능훈련이 난청 성인의 의사소통 능력 만족감, 청각

적 수행력, 청능훈련에 대한 만족감 향상 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대상자에게 

스크립트 기반의 청능훈련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청능

훈련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으로 진행되어 지루하지 않았으

며, 중재에서 제공한 스크립트 상황이 대화 상대자와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도전적인 과제였다고 언급하였

다. 그래서 향후 스크립트로 난청 성인의 청능훈련을 진행할 때

는 대상자의 친숙성과 필요성에 맞추어 스크립트를 구성하되,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다양하게 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적용한 선행연구는 

Goldberg et al.(2012)이 실어증 성인을 대상으로 대화 스크립

트를 이용하여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훈련 결과, 기능적인 대

화의 정확도, 문법 형태소 사용, 말 속도 등에서 개선 효과가 있

었다. Choi & Yu(2007)가 중증 브로카 실어증을 대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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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mparisons of subjective 
communicative satisfaction for adults 
with CIs before and after script-based 
auditory training. A: Total ratings of com-
municative satisfaction for adults with 
CIs. B: Ratings of comprehensive com-
munication abilities for adults with CIs. 
C: Ratings of auditory performance for 
adults with CIs. D: Ratings of commu-
nication burden for adults with CIs. CIs: 
cochlear im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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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대체 의사소통에 스크립트를 접목시켜 중재를 실시한 결과 

중재 후에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Jeong(2009)이 브로

카 실어증을 대상으로 스크립트 중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용언 

사용의 능력이 향상되었다. 스크립트를 활용한 다수의 선행연구

(Cho & Kim, 2014; Kim et al., 2011; Kim & Choi, 2013; Lee et 

al., 2013; Shim, 2012)에서는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청각

장애 등과 같이 장애 유형과 무관하게 스크립트를 접목한 중재

가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고 있다. 따라서,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신경언어장애군 성

인과 여러 장애 유형의 아동에게 스크립트를 적용하여 의사소

통 능력의 향상을 보고하고 있는 다수의 선행연구는 난청 성인

에게도 유용한 청능훈련 도구로 적용될 수 있으며, 기능적인 

청능훈련 접근법이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적인 인공와우이식 

선천성 농 성인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

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스크립트 기반의 청능훈련 도구가 인공와우이식 

선천성 농 성인의 전반적인 의사소통 만족감 측면에서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청능훈련 도구 개발이 난청 

성인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겠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적인 인공와우이

식 선천성 농 성인을 대상으로 한 스크립트의 중재 효과가 객

관적인 평가 결과에서는 미비하여, 청능재활 적용에 대한 탐색

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20~30대의 난청 성

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스크립트 청능훈련 도구를 개발하고 해

당 연령의 난청 성인에게 중재를 적용한 것으로, 난청 노인에게 

적용하기 위한 적절한 스크립트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둘째, 단일 실험 집단으로 4주 동안 총 8회기의 중재가 진

행되었으며, 연구 효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중재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스크립트 기반 훈련 

도구는 사회적 맥락을 기반한 것으로, 사회적 맥락이 일어나는 

환경의 소음 유형, 강도, 신호대잡음비를 고려하여 각 상황에 

적합한 청능훈련 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장기간의 청능훈

련을 실시하고 표준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중재 효과를 평가

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자 수를 늘리고 통제집단을 설정함으로

써 두 집단 간의 수행력 비교를 통하여 청능훈련의 효과에 대

한 정규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스크립트 상황에 따른 신호대잡음비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일상생활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청능훈련이 가능하도

록 할 필요가 있겠다.

중심 단어0:0�스크립트 기반의 청능훈련·선천성 농 성인·인공와

우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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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CES 

Appendix 1. 스크립트 상황 선정을 위한 설문지

아래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NO. 설문 문항

1
√ 해당되는 성별을 선택해 주세요.

◯ 남 ◯ 여

2
√ 해당되는 연령을 선택해 주세요.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3

√ 아래의 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해 주세요.

◯ 인공와우 오른쪽 착용

◯ 인공와우 왼쪽 착용

◯ 인공와우 양쪽 착용

◯ 보청기 오른쪽 착용

◯ 보청기 왼쪽 착용

◯ 보청기 양쪽 착용

◯ 인공와우, 보청기 모두 착용

3-1
√ 인공와우 또는 보청기를 몇 년 이상 착용하였는지 선택해 주세요.

◯ 1년 이하 ◯ 1~2년 ◯ 3~4년 ◯ 4년 이상

4

√ 아래 항목 중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선택해 주세요. (2개)

◯ 도서관 ◯ 마트 ◯ 회사 ◯ 대중교통  

◯ 카페 ◯ 음식점 ◯ 대학교 ◯ 영화관

◯ 은행 ◯ 노래방 ◯ 미용실 ◯ 옷 가게

◯ 병원

5

√ 아래 항목 중 타인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장소를 선택해 주세요. 

◯ 도서관 ◯ 마트 ◯ 회사 ◯ 대중교통  

◯ 카페 ◯ 음식점 ◯ 대학교 ◯ 영화관

◯ 은행 ◯ 노래방 ◯ 미용실 ◯ 옷 가게

◯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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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인공와우이식 성인을 위한 의사소통 만족도 설문지

◎ 성명: ◎ 생년월일: ◎ 검사일:

아래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No. 설문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양한(은행, 마트 등) 상황에서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친숙하지 않은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① ② ③ ④

3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할 때, 되묻지 않고 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을 때, 대화에 끼어들어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새로운 상황에서 듣기의 어려움 없이 잘 대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나의 듣기 능력으로 인해 대화가 단절되어도 좌절감을 느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7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낯선 장소에 가는 것에 부담감이 없다. ① ② ③ ④

8 최근 1개월 동안 압박감이 있는 상황에서 타인의 말을 이해하는 데 부담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9 최근 1개월 동안 보호자(친구, 부모 등)에게 의존하지 않고 타인과 대화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10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11 최근 1개월 전보다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12 토론이나 이야기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만족스러운 수준의 대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