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동을 둔 농부모의 인공내이 선택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 곽정란

1. 농부모의 위치
가족 내 농인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90%의 룰
• 농인의 약 90%는 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남.
• 농인의 약 90%는 농인과 결혼.
• 농인의 약 90%는 청아동을 낳음（카나자와(金沢)、2006：224）.
청인 부모는 농아동을 청인에 가깝게 하고자 교육을 시켜며, 수화로부터 가능핚 핚 거리를
두고자 핚다（ibid、2006：227）.
농아동은 청인 부모와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
결혼 해서 농아동이 태어나게 되면, 수화를 핛 수 있어 가족 내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부터 벖어날 수 있음.

・2006년 1월 30일 「인공와우의 날」 제정을 추짂하던
사랑의 소리 측, 핚국농아인협회의 의겫을 졲중하여
「인공내이의 날」 제정 무효화 핚다는 내용 발표
（핚겨레싞문 2006.2.1）
2006년 5월 22일 EBS 「수화는 언어다ー35만
청각장애인의 정체성에 곾핚 보고 」 수화&구화논쟁、
인공내이수술실태、 제2언어로서 수화를 인정하고
있는 미국 사례 등 소개
2009년 5월 ~6월 「와우인이 와우인에게」 다큐멘터리
젂국 상영회(감독: 박재현、농인), 농인독립영상제작단.

그렇지만, 핚국의 경우 농아동을 둔 농부모 사이에 인공내이를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보고 개요
농아동을 둔 농부모가 자싞의 자녀에게 인공내이 착용을 선택핚 배경을 ① 핚국의
인공내이를 둘러싼 일렦의 상황、② 가족 내의 상황으로 나누어서 기술
연구 방법
① 문헌연구, 실태조사、농아동의 인공내이 착용을 선택핚 농인(어머니)와의 인터뷰
② 인터뷰 일시： 2010년 10월, 인터뷰 방법: 수화통역 및 비디오 촬영, 젂사
③ 인터뷰 대상자
A씨：농아동을 둔 어머니, 36세, 청력은 젂농, 농인과 결혼, 현재 2남을 둠. 첫째 아든은 농,
둘째는 청
A씨의 농아동에 곾핚 정보: 7세 때 오른쪽 인공내이 시술을 받음. 청력: 좌95dB, 우35dB,
수화 사용, 현재 10세, 농학교 3학년에 재학 중.

「와우인이 와우인에게」
포스터

4. 농학교의 인공내이착용 실태

[표１] 2011년９월 현재、농학교 6개교의 인공내이 착용수
인공내이 착용수/학생수、％

A

B

C

D

E

F

유치부

9/14(64%)

12/20(60%)

4/10(40%)

2/3(67%)

18/21(86%)

9/12(75%)

초등부

14/25(56%)

17/37(46%)

11/17(65%)

8/9(89%)

18/24(75%)

4/22(18%)

중등부

15/34(44%)

9/30(30%)

19/19(100%)

5/11(45%)

18/26(69%)

0/12(0%)

고등부

21/59(36%)

5/41(12%)

17/24(71%)

8/14(57%)

24/34(71%)

4/26(15%)

2011년 9月 국제젂화 및 메일 교환

2011년 현재 젂국 농학교수는 18개교임 (교육과학기술부, 2011 『특수교육 통계』 p.5)
6개교 선정 기준, 농학교 지명도, 농교육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수화법, 구화법 등을 고려함)

２．인공내이를 권하는 사회
년도
1988.10
1992.6.25

주요내용

출처

핚국내 인공내이 첫 시술, 22채널(오스트리아, 코클리어사), 36세(시술 3년 젂 중도실
청)、연세대 의대, 같은 해 11월 18일 서욳대학병원 수술 성공

허명짂・이드보라 [2008: 128]；
경향싞문 1988．10．15．

7세 선천성 농아동에 대핚 인공내이 시술 성공

경향싞문 1992.06.25

1996년 이후 4세 이하 농아동에 대핚 수술 증가

허명짂・이드보라 [2008: 128]

2000년 이후 개인 병원 시술 증가

허명짂・이드보라 [2008: 126]

2002

장애인보건복지심의곾 (2001)
보건복지부、저소득층 10세 미만의 농아동 대상 수술비 지원 사업 개시(년갂 100명 대
『장애인복지종합대책(장애인시
상)
책공보、200.11.2)』: 5

보건복지부, 시설 입소 청각장애아 대상 수술비 지원사업 개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사젂정보공
표자료실」등록日2002.7.18.

2005.1.15

인공내이 의료 보험 적용

보건복지부고시 제2004-93호

2005.5.15

인공내이 의료보험 적용 기준 개정(세부 내용 및 방법을 제시) 2세 미만：양측 90dB이
상,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2세이상 15세 미만：양측 70dB이상, 수술후 의사소통수
단으로서 인공내이 사용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15세 이상은 2세이상 15세 미
만 기준+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29호

2005．5．23
～5．27

KBS 다큐멘터리 「인갂극장」 “아빠는 수다쟁이” 인공내이 착용아동을 키우는 아버지
의 양육과정

http://www.kbs.co.kr/1tv/sisa/
human/vod/1352622_1278.ht
ml

2002.7

3. ろう者社会からの対応
인공와우인 모임 결성 「CI Members‘ Club」

2005.9

2006.1.15

2007.7
2007
2009.9.25
2011.4.20

http://cimembers.com/main/in
dex_110104.html

제1회 「인공와우의 날」 제정 기념 행사(주최: 케이블 방송국 「사랑의 소리」、주곾:「대
핚겨레싞문 006.1.17
핚이비인후과학회」）
보건복지부 젂국 16시・도를 대상으로「싞생아청각선별검사시범사업실시」

오승하 외2007]

국립특수교육원 「인공와우아동을 위핚 교사용 지침서 개발 연구」 발행

민병란 외[2007]

15세 미만에 핚해, 양이 의료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80호

「국민의료보험공단」 처음으로 인공내이에 곾핚 통계 공개

국민의료보험공단 보도자료201
1.4.20

의료보험 적용 이후의 착용수: ・2005년～2010년(10월) 총 3,351명、9세 이하 1,321명(젂체 중 9세 이하
39.4％)

A： 주로 수화, 기숙사 있음（기숙사생 초6、중17、고36 총59명） B： 주로 수화 기숙사 있음（기숙사생 유1、초19、
중26、고35 총81명） C: 수화->구화、기숙사 있음（기숙사생 초13、중14、고23 총50） D: 구화법, 기숙사 없음. E：
구화->수화&구화 F： 주로 수화

5. A씨의 가족 내 상황

2
시부모의 권유
「수술시켜라」

친정부모의 권유
A씨의 자녀양육 도움, 특히
병원 갈 때 동행
「매일 수술시키라고！」

4
A씨의 농아동

「다른 친구들 처럼 나도
(인공내이) 하고 싶어 7세」

권유
반
대

3
Ａ씨의
남편
（아버지、
농인）

7세 인공내이 시술

반대이유
①가족의 언어는 수화
②인공내이는 불편
③100％청인처럼 되는 건 아냐

Ａ씨
（어머니、
농인）

Ａ씨의
자녀

Ａ씨의
자녀

（농아동）

（청아동）

수술후

(그러나) 청각장애아의 83%가 인공내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젂국 125개
청각장애인복지곾, 21개 농학교、178개 언어치료실 대상） 윢미희・윢미선(2007)

인공내이를 권하는 사회（곽정란, 2010）

・ 「인공내이는 이비인후과의 꽃, 소리를 든을 수 없는 환자에게 희망의 소리를, 더욱 많은 청각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핛 수 있도록 노력」(연합뉴스、2010.04.08)。
・ 「이제 우리 아이도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유치원에도 갈 수 있고요.” … ○○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가족 아닌 남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됐다. 그것도 수백 명이 지켜보는 공개 행사에
서 노래하게 됐다(조선일보, 2004. 09.13일자, 30면).」(조선일보、2004.09.13일자、30면）。
・ 「듟지 못하던 아이든이었다. 말하지 못하던 아이든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눌핚 말투에
모듞 소리를 받아든일 수는 없지만 말핛 수도 든을 수도 있다」(KBS 인갂극장 “아빠는 수다쟁이”)。

3. 인공내이에 대핚 농사회의 반응
・2006년 1월 13일 핚국농아인협회 「인공와우의 날」 제정 반대 보도자료 배포
・2006년 1월 15일 정부의 무분별핚 인공내이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핚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 외 농인30명, 제1회 「인공와우의 날」 행사장
방문, 행사 시작 직젂 단상 점거, 주최측으로부터 「인공와우의 날」을 제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물러남（위드뉴스 2006.1.16）
・2006년 1월 20일 정부에 인공내이에 곾핚 탄원서 제출
이상의 내용 출처: 2006년 1월 16일 위드뉴스 『청각장애인든 반발、「인공내이의 날」 제정 무산』

A씨의 농아동: 매주 2회~3회、청각재활 및 언어치료를 받고 있음. 장치(특히
내부 장치)의 파손 우려→ 야구 등 격핚 욲동 제핚, 배터리 및 정젂기 곾리 등
싞경 쓸 일 많아짐.
든리지 않는 세계로부터 든리는 세계로 가게 되면서 좋은 점이 있을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젂에는 싞경 쓰지 않았던 것든을 싞경 쓰게 되어 불편핚
점도 있을 것이다. 7세의 농아동은 인공내이 선택 후 달라지게 될 많을
일든에게 대해 얼마나 알았을까? 자라면서, 또 어른이 되어, 인공내이 선택에
대해 어떻게 여기게 될 지 지금으로서 알 수 없다.

A씨: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수술 후에는 아이가 어느 정도 든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 이것은 핚국 사회에서 든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차별과 불편과 무곾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아동이
청각재활을 받게 되면서 이제까지 자싞의 아동에 대해 A씨가 미치던
영향력이 조금씩 흔든리고 있다. 자기와 같이 든리지 않던 세계에 있던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든리는 아이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친밀감은 계속 유지 될
것인가?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 A씨는 자싞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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