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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icap, Disability, Impairment

• Impairment

• Disability

• Handicap

• Disorder



장애이해 낱말퀴즈



언어장애인의 역사

– 거부

– 웃음거리

– 동정

• 장애인의 정서적인 반응 양식

– 불안, 수치심, 적대감 등



장애인에 대한 현대인들의 태도

• 정부기관의 지원

– 사회보장제도, 노인의료∙노인요양제도,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등

–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정보지원 법률

•

•

•

•



의사소통 장애인과 대화하는 방법

• 사람에게 집중

• 시선 접촉

• 의사사통 시간을 충분히 제공

• 보다 주의집중하여 의사소통

• 화자의 말을 청자가 다시 말하기

• 이해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더 요구하기

• 도움을 요청할 때만 도와주기

• 타인에게 장애인에 대해 말하지 않기

• 천천히 말하고,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전략 사용하기

• 장애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



언어치료사가 하는 일

• 장애인 종합복지관

• 병원(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신경과 등)

• 장애전담 어린이집

• 사설 언어클리닉

•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연구문제

1. “핸디캡”이란 단어의 어원은 무엇입니까? “핸디캡”이란 단어보다
어떤 용어가 더 자주 또 왜 사용됩니까?

2. 저자들이 기형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부딪치게 된 비참함과 거부 등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역사적인
예들로 설명하였습니까?

3. 영화나 TV에서 비정상이나 장애를 약간 유머러스하게 의도적
방식으로 묘사한 최근의 예를 들 수 있습니까?

4. 1900년대 초에서 중간까지 장애들에 대한 동정하는 태도를 보다
더 촉진시키는 것을 도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 또 무슨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 더
민감해지고 보호를 하는 것으로 이끌었습니까?

5. 과거 40여년 동안 장애인의 권리를 인식시키고 보호하는 것을
확실시 하기 위해 계획된 법과 규정의 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에 초점을 맞춘 주요 형태의 입법을 설명하시오.



연구문제

6. 당신의 친구가 말을 더듬는 급우와 의사소통 하는
동안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모른다며 걱정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충고할 것입니까?

7. 언어치료사 및 청각치료사는 자신의 환자들이 받을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일합니까?

8. 언어치료사 또는 청각치료사를 채용하는 유형에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9. 청각치료사들이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을
엄격하게 만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10. 언어치료사와 청각치료사가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유사성과 공동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