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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University students with hearing loss can have difficulties in academic performance and relationships with their peers due to limited communication abilities, which
negatively affect their quality of lif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compare the quality
of communication life of university students with hearing loss (HL) and normal hearing
(NH) and find predicting variables for quality of communication life among communication abilities in the HL group. Methods: The Quality of Communication Life Scale (QCL) of
27 students with HL and 27 students with NH was measured. QCL is a scale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associated with communication and consists of confidence and autonomy in
communication, role and self-esteem, participation in daily life, and interaction with others. Communication abilities, such as listening, articulation, receptive vocabulary, expressive vocabulary, and reading comprehension of students with HL were also evaluated. Results: QCL of HL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NH group. Listening ability was the
only significant predicting variable among communication abilities. Listening ability could
predict 25% of QCL.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to improve the
quality of communication life of students with hearing loss and that improvement of listening abilit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communication life of students with
hearing loss.
Keywords: University students with hearing loss, Quality of Communication Life, QCL,
Communication ability, Listening ability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 통합 교육과 장애인의 사회통합의 중요

와 같은 보장구를 착용한다. 보장구 착용 후 사회 · 정서, 의사소통,

성이 이슈가 되면서 장애인의 삶의 질에 관심이 커졌고 연구도 활

인지 기능면에서 삶의 질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Lee, 2007; Lee, Kim, Park, Son, & Lee, 1998;

(Schorr, Roth, & Fox, 2009). 그러나 보장구 착용으로 인해 삶의 질

Park & Lee, 2001). 세계보건기구(WHO)는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여전히 청각장애인

자신이 속한 문화 및 가치 체계 안에서 그들 자신의 목표, 기대, 규

의 삶의 질이 건청인에 비해 낮다고 보고되었다(Kang & Lee, 2006;

범 및 관심과 관련된 각자의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이라고 정

Lee, 2009; Lee & Cho, 2011). 또한 다른 장애 유형인 지체장애인 보

의하였다(Min, 2002). 언어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어재활을 통

다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연구자들은 청각장애인이 다른 어

해 일상생활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사회생활을 보다 잘 수

느 장애보다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이것이 전반적인 삶의

행하여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재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Chung & Kang, 2004;

활사에게 의사소통장애인의 삶의 질은 중요한 중재 목표이다(Mar-

Jeong, Im, & Kim, 2013).

kham & Dean, 2006).

청각장애인은 청력 손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공와우나 보청기

1995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이 시행된 이후 고등교육을 받

는 청각장애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Kim, 2015). 성공적인 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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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는 학업 수행력 뿐 아니라 본인이 느끼는 삶의 질 또한 중

연구방법

요한 요인이며, 여기에는 의사소통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
나 현장에서 이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각장애인 이외

연구대상

의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으며(Lee, 2010; Kim KJ, 2004), 학

본 연구는 청각장애 대학생 27명, 건청 대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JH, 2004).

하였다. 청각장애 대상자는 (1) 서울, 경기, 충남지역에 소재한 대학

대학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에는 듣기, 조음, 언어이해 및 표

에 재학 중이고, (2) 청각장애 이외의 중복장애가 없고, (3) 인공와

현, 문해력 등이 포함된다. 청각장애인은 청각 보장구를 착용하고

우나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4) 국립특수교육원 기초학력검사

청능훈련 또는 언어재활을 통해 구어를 배운다. 그러나 폭넓은 대

(KNISE-BAAT; Park, Kim, Song, Jeong, & Jeong, 2005)의 읽기문

인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구어를 사용할 때, 제한적인 듣기능력

항 중 < 독해능력: 짧은글 이해 3-4 > 를 통과한 자를 선정하였다.

(Yoo, 2002)과 조음정확도 및 말속도와 조음속도가 말 명료도에 영

(4)의 조건은 연구 대상자들이 설문지를 읽고 응답을 해야 하므로

향을 미쳐(Sung, Choi, & Yoon, 2006; Yoon, 2004) 원활한 의사소

기본적인 읽기능력의 검증을 위해, 언어재활사 3명의 논의를 거쳐

통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학령기 이후 성인기에도 낮은 읽기

설문지의 문장 길이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판단된 읽기 문항을 선

이해능력(Choi & Sung, 2003; Traxler, 2000)으로 인해 학업의 어려

정하였다. 건청 대상자는 (1) 충남지역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이

움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부정적인 경험을 겪게 된다.

고, (2) 청력을 포함하여 확인된 장애가 없는 자를 선정하였다. 청각

청각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능력은 다른 어느 장애보다 삶의

장애 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20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삶의 질과 분리하여 의사소

명(74.07%), 여자 7명(25.93%)이었다. 학년은 1학년이 8명(29.63%),

통과 관련한 삶의 질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소통능력이 실

2학년 9명(33.33%), 3학년 10명(37.04%)이었다. 보장구 유형을 살펴

제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의사소

보면 인공와우 사용자(CI)가 19명(70.37%), 보청기 사용자(HA)가

통과 관련한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의사소통 삶의 질 척도(Qual-

8명(29.63%)이었다. 의사소통 방법은 보다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법

ity of Communication Life Scale, QCL)가 사용된다(Choi, Kim,

을 선택하게 하였고 구화가 20명(74.07%), 수화 7명(25.93%)이었다.

Rha, & Kim, 2011; Paul et al., 2004). 의사소통 삶의 질 척도는 ‘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수화를 표시한 대상자 모두 구화가 가능하였으

사소통 삶의 질’을 “개인의 의사소통으로 가능해지는 의미 있는 일

나 본인은 수화를 더 선호한다고 보고하였다.

상생활의 범위” 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Choi et al., 2011). QCL
은 총 18개 문항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및 자율성, 역할 및
자아, 일상생활 참여, 타인과의 상호작용 등의 4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선행연구에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삶의 질은 건청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자들은 그 원인을 의사소통능력의 어려
움 때문으로 추정하였다(Jeong et al., 2013; Kim & Jeong, 2014). 그
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인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
을 실제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먼저 청각장애 대학생과 건청 대학생의 의사소통 삶
의 질의 차이를 확인한 후, 청각장애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듣
기능력, 조음능력, 수용어휘능력, 표현어휘능력, 읽기이해능력으로
평가하여 청각장애 대학생의 의사소통 삶의 질을 예측하는 변인과
예측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 대학
생의 의사소통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에 필요한 기초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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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구
청각장애 대학생과 건청 대학생의 의사소통 삶의 질(QCL)을 측
정하기 위해서 Paul 등(2004)이 제작한 Quality of Communication Life Scale을 한국어로 번안한 Choi 등(2011)의 의사소통 삶의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with hearing loss
N (%)
Sex
Male
Female
Grade
1
2
3
Type of hearing devices
Cochlear implant
Hearing aid
Communication mode
Oral language
Sign language

20 (74.07)
7 (25.93)
8 (29.63)
9 (33.33)
10 (37.04)
19 (70.37)
8 (29.63)
20 (74.07)
7 (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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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척도(QCL)를 번안자의 허락 하에 사용하였다. Choi 등(2011)은

스피커는 대상자의 정면 50 cm 이내에 두었고, 소리의 강도는 검사

한국어판 QCL의 문항 내적일관성, 검사-재검사 신뢰도, 내용타당

안내 부분의 녹음을 들려주며 대상자가 잘 들린다는 수준으로 조

도, 대면타당도, 공인타당도 및 내적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

절하였다. 조음능력은 U-TAP의 단어 목록을 녹음하여(EDIROL

척도는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및 자율성, 역할 및 자아, 일상생활

R-09), 연구자가 다시 들으며 자음정확도를 산출하였다. 수용어휘

참여, 타인과의 상호작용 등 4개 요인,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및 표현어휘능력 평가를 위한 REVT는 자극 제시를 청각적인 방법

으며, 리커트척도 5점으로 평정한다. 의사소통 삶의 질 척도(QCL)

과 시각적인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제공하였다. 읽기이해능력은

의 요인 및 문항은 Appendix 1과 같다.

RA-RCP의 4학년 읽기이해 이야기글, 설명글 과제로 평가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은 듣기능력, 조음능력, 수용어휘능력, 표현어휘능
력, 읽기이해능력으로 나누어 각각 검사를 실시하였다. 듣기능력은

신뢰도 및 자료분석

어음청력검사(KSA; Lee et al., 2010)의 일반용 단음절어로 평가하

자음정확도의 평가자 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 U-TAP을 전

였다. 듣기능력의 평가는 단어단위, 문장단위, 문단단위의 평가가

사한 자료 중 무작위로 30%를 선정하여, 연구자와 언어치료학 석

모두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임상과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사과정인 대학원생 2명이 각각 분석하여 일치하는 정도로 신뢰도

있는 자극단위인 단어검사를 사용하였다. 조음능력은 우리말 조음

를 측정하였다. 평가자 간 신뢰도는 92.24%로 나타났다.

음운평가(U-TAP; Kim, Sin, & Kim, 2014)로 자음정확도를 산출하

통계분석은 첫째, 청각장애 대학생과 건청 대학생의 의사소통

였다. 수용어휘 및 표현어휘능력은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VT;

삶의 질의 차이는 t-검정으로, 둘째, 의사소통능력(듣기, 조음, 수용

Kim, Hong, Kim, Jang, & Lee, 2009)로 평가하였고, 읽기이해능력은

어휘, 표현어휘, 읽기이해)과 청각장애 대학생의 의사소통 삶의 질

읽기 성취 및 읽기 인지처리능력검사(RA-RCP; Kim, Kim, Hwang,

의 관계는 피어슨상관분석으로, 셋째, 청각장애 대학생의 의사소

& Yoo, 2014)의 4학년 읽기이해검사로 평가하였다. 4학년 읽기수준

통능력 중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인의 영향력은 회귀분석으로

검사를 실시한 이유는 검사자료에 따른 바닥효과와 천정효과를 막

분석하였다.

기 위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의 평균 읽기
능력이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을 넘지 못했다는 보고(Choi & Sung,

연구결과

2003)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의 평균 읽기능력이 초등학교 4

학년 수준이라는 보고(Traxler, 2000)를 기초로 했다.

청각장애 대학생과 건청 대학생의 QCL 차이
청각장애 대학생의 QCL 평균은 3.57로, 건청 대학생의 QCL 평
균인 4.27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4.32, p < .01) (Table 2). 의사

연구절차
본 연구는 주변 소음이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기본 정보지 작성,

소통 삶의 질을 측정하는 QCL은 5점 척도로 1점은 연구 대상자가

읽기이해 선별검사, QCL, 의사소통능력 평가 순으로 실시하였다.

본인의 의사소통 삶의 질에 관한 문항에 ‘매우 그렇지 않다’를 의미

듣기능력은 CD에 녹음된 KSA의 일반용 단음절어(KS-MWL-A1)

하고, 5점은 ‘매우 그렇다’를 의미한다. 청각장애 대학생의 QCL 평

를 컴퓨터에 연결한 외부 스피커를 이용하여 들려주고 검사하였다.

균인 3.57은 중간 정도에 해당되고, 건청 대학생의 4.27은 높은 정도
에 해당된다. 청각장애인 대학생 중 가장 높은 QCL 점수는 4.61로,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 results of the QCL of participants with
HL and NH
Total
Fac. 1
Fac. 2
Fac. 3
Fac. 4

HL

NH

t

3.57 (.67)
3.3 (.17)
3.49 (.12)
3.78 (.18)
3.74 (.14)

4.27 (.45)
4.37 (.46)
3.83 (.75)
4.36 (.45)
4.27 (.48)

-4.32**
-5.69**
-1.63
-3.01**
-2.9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QCL = Quality of Communication Life Scale; HL= hearing loss; NH= normal hearing;
Fac. 1= confidence and autonomy of communicative; Fac. 2= role and self-esteem;
Fac. 3 = participation in daily life; Fac. 4= interaction with others.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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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청 대학생과 달리 5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은 QCL 점수를
Table 3. Score distribution of QCL of participants
QCL score
1.00-1.99
2.00-2.99
3.00-3.99
4.00-4.99
5

HL

NL

0
6
12
9
0

0
0
8
17
2

QCL= Quality of Communication Life Scale; HL= hearing loss; NH = normal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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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communication abilities of participants with HL
Articulation
(%)

20.67 (19.20)

34.5 (14.20)

Receptive
vocabulary

Expressive
vocabulary

Reading comprehension

139.49 (29.00) 135.19 (27.83)

6.03 (3.1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able 5.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abilities and QCL of participants
with HL
Factor

QCL

Listening

Listening
Articulation
Receptive vocabulary
Expressive vocabulary
Reading comprehension

.50**
.20
.11
.17
.07

.56**
.24
.37
.03

Articula- Receptive Expressive
tion
vocabulary vocabulary

QCL (socre)

Listening (%)

5.0
4.5
4.0
3.5
3.0
2.5
2.0
1.5
1.0
0.5
0

Oral language
Sign language

10

20

30

40

50

60

70

Listening (%)

.25
.32
.08

.78**
.58**

Figure 1. Scattering between listening ability and Quality of Communication
Life Scale (QCL) of participants with hearing loss.
.55**

QCL = Quality of Communication Life Scale.
**p < .01.

1.00-1.99, 2.00-2.99, 3.00-3.99, 4.00-4.99, 5점으로 나누어 청각장

애 대학생과 건청 대학생의 QCL 점수 빈도를 나타내었다. QCL이
높은 수준인 4점 이상의 대상자는 청각장애 대학생 9명(33.33%),
건청 대학생 17명(62.96%)으로 건청 대학생의 빈도가 높았다.

Table 6. Analysis of variance of simple regression analysis with QCL as dependent variable
Listening
Residual
Total

SS

df

MS

F

R²

2.84
8.54
11.38

1
25
26

2.84
0.34

8.32**

0.25

QCL = Quality of Communication Life Scale.
**p < .01.

QCL의 하위 요인은 네 가지로, 요인 1은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

감 및 자율성, 요인 2는 역할 및 자아, 요인 3은 일상생활참여, 요인

능력과 조음능력(r = .56, p < .01), 읽기이해능력과 수용어휘능력

4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다. QCL의 하위 요인별로 집단 간 차이를

(r = .58, p < .01) 및 표현어휘능력(r = .55, p < .01)이 상관이 있었고,

보면 요인 1, 3, 4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t =

수용어휘능력과 표현어휘능력(r = .78, p < .01)이 높은 상관이 있었

-5.69, p < .01; t = -3.01, p < .01; t = -2.95, p < .01), 요인 2는 차이가 통

다(Table 5).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igure 1은 듣기능력과 QCL 간의 산포도로, 듣기능력이 60% 이

상인 대학생 2명은 모두 QCL이 4.50점 이상이었으며, 이들은 의사

의사소통능력과 청각장애 대학생의 QCL의 관계
청각장애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듣기능력, 조음능력, 수용어
휘능력, 표현어휘능력, 읽기이해능력)의 서술통계는 Table 4와 같다.

소통 방법으로 구화를 사용하는 대상자였다. 수화를 주로 사용하
는 대상자의 듣기능력은 30% 미만이었으나, 이들 중 2명은 QCL이
4.0 이상이었다.

듣기능력의 평균은 20.67%로 이는 보기가 주어지지 않고 시각적

QCL을 종속변수로 하고, 청각장애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중

인 단서가 없이 듣기만으로 낱말 목록을 듣고 정확히 답한 수치이

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듣기능력을 독립변수로 단

다. 조음 · 음운평가의 자음정확도로 측정한 조음능력의 평균은

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듣기능력은 예측 변수로 유의하였으며

34.50%, 표준편차 14.20이었다. 수용어휘능력과 표현어휘능력은

(F = 8.32, p < .01), QCL 변화량의 25%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

REVT의 원점수로 나타냈으며, 각각 평균이 139.49, 135.19로 16세

타났다(Table 6).

이상의 백분위 10%ile 미만인 수준이었다(Kim et al., 2009). 읽기이
해능력 평균은 6.03이고, 표준편차는 3.14였다. 대상자별 의사소통

논의 및 결론

능력 점수는 Appendix 2에 수록하였다.
의사소통능력과 QCL의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의사소통능력

청각장애인은 청각 손실로 인한 제한적인 청각 정보 수용과 피

의 하위 평가 영역 중 듣기능력이 QCL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

드백으로 언어발달과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정서, 심리, 자

로 나타났다(r = .50, p < .01). 의사소통능력의 변인 간 관계는 듣기

아존중감 뿐 아니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받는다(Kim & Jeon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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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대학생의 의사소통 삶의 질 예측변인 • 김다혜 외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인 청각장애인의 경우, 대학

인공와우이식 후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Mcrackan

생의 주관적 삶의 질은 자기효능감, 자기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

et al., 2017). 또한, Stacey, Fortnum, Barton과 Summerfield (2006)

친구와의 관계만족도의 영향을 받으며(Hong, 2011), 이러한 변인들

는 5세 이전의 인공와우 착용은 그 이후 인공와우 착용보다 구어

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의사소통 기술과 수학능력 달성 및 삶의 질 증진과 상관이 있다고

본 연구는 청각장애 대학생과 건청 대학생의 의사소통 삶의 질

하였다. 인공와우를 사용한지 6년 이상 된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

(QCL)을 비교하고, 청각장애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중에서 의사

로 건강관련 삶의 질을 또래 건청 아동과 비교한 Meserole 등(2014)

소통 삶의 질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의 연구에서 청각장애 청소년 본인은 전 영역에서 건청 또래와 차

다. 이를 위해 청각장애 대학생 27명, 건청 대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이가 없게 스스로를 평가하였다. 반면 부모는 아동에 대한 수행력

QCL을 평가하고 청각장애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분석하였다.

과 전반적인 평가에서 또래 집단보다 낮게 평가하였다.

청각장애 대학생과 건청 대학생의 QCL을 비교한 결과, 청각장

일반적으로 고심도 난청의 경우 인공와우는 보청기보다 듣기에

애 대학생의 QCL이 건청 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선행

도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의 등급에 제한을 두지 않았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Jeong 등(2013)은 대학생 또는 대

으므로 보청기 사용자 중에는 중고도 수준의 청력 손실로 듣기가

학을 졸업한 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사

잘 되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었고, 반대로 인공와우 사용자 중에

소통 삶의 질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청각장애인의 QCL이 지체

는 듣기능력이 낮은 대상자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장애인과 일반인의 QCL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Kim과 Jeong (2014)

듣기능력은 청각 보장구의 종류에 관련 없이 청각장애인의 현재 듣

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QCL을 평가 한 결과, 초

기능력의 정도를 의미한다.

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청각장애인의 QCL이 건청인의 QCL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듣기능력과 의사소통 삶의 질의 관계를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청

확인하였고, 이는 듣기능력의 향상이 의사소통 삶의 질에 긍정적

각장애인은 아동기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른 장애군 및 건청

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듣기능력의 향상을

인에 비해 의사소통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

위해 조기진단과 조기중재, 적절한 청각 보장구의 사용, 지속적인

사소통 삶의 질은 전반적인 삶의 질과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Choi

청력 평가와 관리, 최적의 듣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기

et al., 2011), 청각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증진시키기 위

기관리 및 청각재활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듣기능력은 청각적인

해서 의사소통 삶의 질 증진을 목표로 한 중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자극만을 듣는 상황(auditory only)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각장애

연구에서 QCL의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및 자율성,

인 중에는 청각적인 듣기능력이 제한적이며 중재를 통해 더 이상의

일상생활참여,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향상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입모양이나 제스

나, 역할 및 자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차이

처 등의 시각적인 자극과 청각적인 자극을 함께 듣는 상황(audito-

는 역할 및 자아 문항이 다른 하위요인의 문항보다 타인과의 의사

ry visual)과 의사소통 상대방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듣기능

소통 영향을 적게 받는 상황에서의 자신의 삶을 측정할 수 있는 문

력에 대한 중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Tye-Murray, 2009).

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조음과 어휘능력은 QCL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

청각장애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듣기, 조음, 수용어휘, 표현어

아니었다. 그러나 이 결과를 말과 언어능력의 QCL과의 관계로 일

휘, 읽기이해)과 QCL의 관계에서는 듣기능력이 QCL과 유의한 상

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먼저 Park (2012)의 연구에 따르면,

관이 있었고, QCL변화량의 25%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파킨슨병 환자의 말명료도가 낮을수록 의사소통 삶의 질이 낮아지

다. 듣기능력과 삶의 질과의 연관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결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조음능력을 단어 수준의 자음

를 보고하고 있다. Schorr 등(2009)은 단어 수준의 말 지각력으로

정확도로 측정했으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말명료도와 같이 복합적

삶의 질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Garcia, Jacob과 Mondelli

인 말산출 능력의 평가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 결과를

(2016)는 보청기 적합(fitting)을 한 후에 말 지각력이 증진되었고,

전반적인 말산출 능력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것은 삶의 질과 긍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인공와우를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 중 언어능력에 대한 지표 검사로 이해

통해 듣기능력이 향상된 집단의 삶의 질은 이식 전과 후에 유의하

와 표현어휘검사를 실시하였다. 어휘검사를 선택한 이유는 어휘검

게 향상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메타분석을 통해 인공와

사가 임상에서 언어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

우 전과 후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17편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들은

고 있는 검사이며, 구문능력과 같은 다른 언어능력의 결과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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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표검사로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Hoffman, Templin, &

Disorders, 13, 23-39.

Rice, 2012; Rice, Redmond, & Hoffman, 2006). 그러나 어휘능력만

Kim, T. G., & Jeong, E. H. (2014). A study on communication-related quality

으로 측정한 본 연구 결과가 화용이나 담화 수준의 언어능력까지

of life for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포함한 전체 언어능력과 의사소통 삶의 질의 관계로 일반화하는 것

Theory and Practice, 15, 93-110.

은 한계가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으로 남는다.

Kim, Y. T., Hong, K. H., Kim, K. H., Jang, H. S., & Lee, J. Y.(2009).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Seoul: Seoul Community Rehabil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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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Factors and questions of QCL (Choi, Kim, Rha, & Kim, 2011)
요인

문항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및 자율성

2. 나는 의사소통하는 것이 쉽다.
5. ( 나는 의사소통이 어렵긴 하지만) 학교 생활을 하는데 의사소통이 자유롭다. (예: 수업듣기, 발표하기, 질문하기, 선생님의 지시 따르기,
읽기 등)
13. (나는 의사소통이 어렵긴 하지만)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14. (나는 의사소통이 어렵긴 하지만) 의사소통하는데 자신이 있다.
17. (나는 의사소통이 어렵긴 하지만) 내 의견을 스스로 말한다.

역할 및 자아

3.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집에서 나의 역할이 똑같다. (예: 자식으로서의 역할, 형제/자매로서의 역할)
4. (나는 의사소통이 어렵긴 하지만) 내 자신이 좋다.
10. (나는 의사소통이 어렵긴 하지만) 나의 일상은 즐겁다.

일상생활 참여

6. (나는 의사소통이 어렵긴 하지만) 친구들이나 친척들과 연락하며 지낸다.
7. (나는 의사소통이 어렵긴 하지만) 대화할 때 사람들이 나를 대화에 끼워준다.
8. (나는 의사소통이 어렵긴 하지만) TV(뉴스, 운동경기)나 영화(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다.
15. (나는 의사소통이 어렵긴 하지만) 외부 활동을 한다. (예: 스포츠, 외식, 공연관람, 모임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

1. (나는 의사소통이 어렵긴 하지만) 사람들과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11. (나는 의사소통이 어렵긴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한다.
12. (나는 의사소통이 어렵긴 하지만) 사람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 할 때, 이해시키려고 계속 노력한다.

기타

9. (나는 의사소통이 어렵긴 하지만)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16. (나는 의사소통이 어렵긴 하지만) 집안일을 돕는다. (예: 장보기, 요리하기, 수리하기 등)
18. (나는 의사소통이 어렵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내 삶(의 질)은 좋다/행복하다.

Appendix 2. Scores of communication abilities of participants
ID

듣기(%)

조음(%)

수용어휘

표현어휘

H1

16

86.05

125

131

5

H2

0

81.4

145

109

8

H3

2

58.14

126

107

9

H4

46

97.67

78

96

5

H5

14

86.05

135

149

9

H6

8

48.84

106

88

3

H7

0

76.74

98

95

8

H8

4

86.05

83

94

2

H9

62

95.35

159

130

5

H10

2

67.44

155

126

4

H11

34

76.74

110

147

3

H12

24

95.35

154

144

5

H13

50

97.67

177

179

10

H14

12

86.05

122

121

0

H15

10

69.77

154

148

8

H16

14

76.74

163

163

9

H17

30

83.72

118

142

1

H18

50

169

162

7

H19

6

90.7

142

109

2

H20

60

93.02

178

179

9

H21

20

128

157

6

H22

6

93.02

170

170

13

H23

2

93.02

174

161

8

H24

20

88.37

115

103

3

H25

2

55.81

154

158

7

H26

34

97.67

176

159

9

H27

30

152

12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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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청각장애 대학생의 의사소통 삶의 질 예측변인
김다혜1·윤미선2
1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언어치료학전공, 2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청각장애 대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학 생활 및 또래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이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청각장애 대학생과 건청 대학생의 의사소통 삶의 질을 비교하고, 청각장애 대학생의 의사
소통능력 중 이를 예측하는 변인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청각장애 대학생 27명, 건청 대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삶의 질 척도(Quality of Communication Life Sacle, QCL)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삶의 질을 측정하고 t-test로 집단 간 평균 차를 검증하
였다. 청각장애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듣기, 조음, 수용어휘, 표현어휘, 읽기이해로 평가하여 회귀분석으로 의사소통 삶의 질의 예
측 변인을 분석하였다. 결과: 청각장애 대학생의 QCL은 건청 대학생의 QCL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청각장애 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 듣기능력이 QCL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며, 예측력은 2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청각장애 대학생이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자신의 삶의 질은 건청 대학생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았다. 의사소통능력 중에서는 듣기능력이 의사소
통 삶의 질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나, 듣기능력의 향상을 위한 중재가 궁극적으로 청각장애 대학생 본인이 느끼는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어: 청각장애 대학생, 의사소통 삶의 질, QCL, 의사소통능력, 듣기능력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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