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상담내용


Client 개요

성 명

OOO

주민등록번호

880000-0000000

장애유형․등급

청각2급

최종학력

00고 1년 재

○ 父와 오빠(청각3급, 20세, 고3)함께 직업탐색프로그램에 참가 하였으며, 생머
외모 및
상담태도

○
○

리를 묶고 여드름도 얼굴에 여러군데 나 있는 사춘기 소녀의 전형을 보여주
는듯 하며, 청각장애인이긴 하나 오빠에 비해 자신을 매우 잘 표현하는 편임
여성의 기본적인 신장 보다는 큰 신장으로 상담시 집중하는 면을 보이고, 이
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언어장애 여학생과 빠른 시간내 친분관계를 갖는 원
활한 대인관계 측면을 보이줌
집단상담시 父에게서 수집된 정보이나 C't는 오빠에 비해 적극적이고 의사
소통이 원활한 편으로 오빠에 비해 귀여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짐

○ 현재 동거자로서 祖母(가사), 父(노동일), 母(핸드폰제조회사), 오빠(20세, 고
가족관계

○
○

3, 청각3급)의 가족관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가사에 대한 부분을 祖母가 거
의 담당하고 있음
특히, 가족관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父이며, 노동일을 하는 관
계로 인해서인지 음주가 잦은 편(한달 5회)으로 취중에 남매에게 가끔씩 “집
을 나가라”는 둥의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함
이러한 사항에 대해 C't는 오빠에 비해 父를 이해할려는 마음을 많이 갖으
며, 父에게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임

○ 父는 남매에게 무면허 약재상을 통하여 구입한 다량의 인삼과 녹용을 한약
○
장애상태

○
○

으로 제조하여 남매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용시켰으
나 과다한 열이 발생하여 청력을 잃게 되는 원인 제공을 함
C't는 현재 청각2급이며, 보청기기를 착용하고 있고 구화, 발화 등이 원활한
편으로 오빠에 비해 훨씬 일상대화가 가능한 편임
문장이해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수하며, 일반학교를 초등부터 진학하여 수
화가 아닌 구화, 발화를 통한 의사소통 가능함
함께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언어장애 남학생이 본인을 무시한다고 갑자기
머리를 툭 치는 것을 목격하여 “왜 그렇게 했냐”고 질문하자 “본인을 무시
하는 것 같아 그랬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때 일반학교 재학중인 장애학생
들에게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의식이 있지 않은가 추측이 됨

최종학력

○ 현재 00000고 식품가공과 1학년 재학중이나 학교생활 대해서는 큰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상담시 파악됨
○ C't는 학교생활에 대하여 초, 중학교 시에는 다른 건청인들이 본인을 무시하
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으나 현재는 그런데로 잘 지내는 편이라고 답함

직업력
자격사항

○ 고1 재학생으로 직업력은 전무함
○없

음

○ 아직까지는 본인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해 막연한 편으로 여러 가지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싶다고 함
희망사항
○ 동행한 父 또한 C't의 진로에 대한 어떠한 확신도 없는 상황으로 이번 프로
그램을 통해 적합한 진로결정을 해 주기를 희망함
○ 고1 재학생으로 본인 진로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
되며,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C't에게 적합한 직업재활에 초점을 맞춘 직업탐
색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겠음
- 첫째, C't가 현재 고등학교에서 식품가공을 전공하며, 신체적인 조건, 인지
직업재활
능력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바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분야
계획
및 그 분야에 적합한 수준 소지자인지에 대한 공과탐색 부분과
- 둘째, C't가 대학진학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므로 이 측면에 대한
평가 부분 및 고교 졸업이후 C't의 사회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
해 직업탐색프로그램 종결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C't의 최종 직업재활,
진로지도에 대한 계획을 세밀히 수립하여야 함
○ 상담일자 : 2005년 8월 8일
○ 상담자 : 이 형 열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