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332-B00407).

■게재 신청일: 2010년 1월 20일  ■최종 수정일: 2010년 3월 1일  ■게재 확정일: 2010년 3월 5일

ⓒ 2010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http://www.kasa1986.or.kr

청각장애영유아 조기중재: 의사소통 능력의 평가

윤미선a,§
․최은아b

a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b대전 소리와우케어넷

§교신저자

윤미선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나사렛대학교 오은수관 116
e-mail: msyoon@kornu.ac.kr
tel.: 041-570-1412

배경 및 목적:  청각장애영유아의 성공적인 조기중재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기의 특성에 맞추어 이들의 발달 과정과 변화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청각장애영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평가 

도구를 선정하여, 이들 평가 도구가 조기중재를 받는 청각장애아동의 의사소통 능력 변화를 

보여주는 데에 적절한 가를 분석하였다. 방법:  조기중재 프로그램에 등록한 청각장애아동 10

명을 대상으로 말지각, 말과 언어 발달, 상호작용의 세 영역에 대해 초기 평가, 6개월 후, 1년 

후 3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과:  연구대상 청각장애아동의 말지각 

평가 결과(CAP, IT-MAIS, 감지 검사, 패턴 검사, 낱말확인 검사), 말과 언어 평가 결과

(MUSS, SELSI, MCDI-K, 음성평가, 음소목록), 상호작용 평가 결과(의사소통의도, 의사소

통태도)는 모두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사후분석에서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

분의 검사 결과가 초기 평가-6개월 후, 6개월 후-1년 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가 

기간 1년 동안 대부분의 검사 결과는 천장효과나 바닥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일부 아동은 

1년 후 평가 시 말지각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역 별 

의사소통 평가 도구들은 조기중재를 받는 청각장애아동의 의사소통 능력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말지각을 비롯한 일부 영역에서 평가 도구의 추가와 보완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0;15;1-19.

핵심어:  말지각, 말과 언어 발달, 상호작용, 의사소통 평가, 조기중재, 청각장애영유아

Ⅰ. 서 론

의사소통 능력은 화용론, 의미론, 구문론, 형태론, 

음운론 등의 지식을 포함한다. 정상적인 발달을 하는 

대부분의 아동들은 3세 무렵이면 이 모든 영역들에 

대해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며 6세 무렵에는 보

다 정교한 의사소통 능력을 확립하게 된다(이현복․

김선희․김영태, 1998). 정상적인 언어 발달 과정에

서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변인

으로부터 듣고 배우는 것이며, 듣기를 통해 1;6세에서 

8;0세 사이에 모국어의 분절음과 대부분의 초분절적 

요소들을 습득한다(이현복․김선희․김영태, 1998). 

또한 건청영아는 출생 초기에 이미 정교한 수준의 말

소리를 구별할 수 있으며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는 영

유아라도 음도, 강도, 지속시간, 억양, 속도 등과 같은 

말소리의 초분절적인 양상을 지각했다(Yoshinaga-

Itano, 2000). 1개월 된 건청영아의 경우 조음 방법, 

유/무성 파열음의 범주적 지각이 가능했으며(Eimas, 

1975; Eimas & Tartter, 1979), 2개월 건청영아도 

말소리와 말소리가 아닌 문맥 모두에서 유성 파열음

의 구별이 가능했다(Morse, 1972).

건청아동이 말소리를 듣고 언어를 습득하는 것과 

달리 선천성청각장애아동의 대부분은 청각장애로 인

해 적절한 청각적 자극을 받지 못하여 언어 습득과 

발달에 방해를 받는다. 음운 발달에 있어서도 청각장

애아동은 제한된 청각적 정보의 입력으로 인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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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고 비표준적인 음운표상을 심상어휘집에 저장하

게 되고 이것이 정상적인 음운발달을 저해한다고 여

겨진다(조명한 외, 2004). 또한 심도 청각장애아동들

은 어휘 습득에서 지체를 보이고(Yoshinaga-Itano, 

1994), 형용사, 대명사, 조동사 사용이 제한적이며

(Brannon, 1968), 불규칙 동사의 활용, 접속사, 대명

사, 지시대명사의 습득 등도 건청아동에 비해 지체되

어(Geers, Moog & Schick, 1984) 언어 이해와 표현

이 제한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경도의 청력손실만으로도 신생아의 소리 처리 과정

과 정상적인 듣기발달이 방해를 받으므로(Yoshinaga-

Itano, 2000), 청각장애아동이 건청아동만큼의 듣기 

경험 수준에 도달하려면 가능한 한 일찍 청각적 자극

을 전달받도록 해야 한다. 심도 난청의 청각장애아동

이라 하여도 청력손실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청기나 

인공와우 등을 통해 소리를 듣고, 적절한 조기중재를 

받았을 경우 언어 기능이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따라

갈 가능성이 커진다(Cole & Flexer, 2007; Robbins, 

2000; Yoshinaga-Itano & Sedey, 2000). 따라서 청

각장애아동의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위해 조기에 청

각장애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조기중재를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청각선별검사는 생후 1개월, 진

단검사는 생후 3개월, 조기중재는 생후 6개월 안에 시

작하도록 JCIH(Joint Committee on Infant Hearing, 

2007)는 권고한다. 또한 신생아청력선별검사의 확산

과 인공와우이식의 최소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조기

중재의 시작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Uus & Bamford, 

2006).

조기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판단은 아동의 

변화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평가 영역은 일

반적으로 아동의 인지, 운동, 의사소통, 놀이 및 사회

성, 신변처리 기술의 다섯 영역으로 구성된다(이소현, 

1996). 청각장애아동의 경우에도 이는 동일하나 청각

자극의 부족으로 언어 발달이 어려운 장애의 특성 상 

의사소통 영역의 평가가 보다 중시된다(Calderon & 

Greenberg, 1997). 의사소통 영역에서 청각장애영

유아의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 영

역의 구성과 평가 영역 별 평가 도구의 선정이 중요하

다. 일반적인 의사소통장애인의 언어평가는 <듣기-

말-언어>의 세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Hegde, 

2003). 청각장애영유아의 경우에도 이상 세 영역에 

대한 평가는 기본이며 그 외에 영유아와 청각장애라

는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영역과 도구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청각장애아동의 평가 도구 모음으로 현장

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EARS-K(이상흔․박미

혜․허명진, 2003)와 SPICE(Moog, Bidenstein & 

Davidson, 1995)는 듣기에 관련된 평가 도구들의 모

음으로, 의사소통 능력 전반에 대한 평가 지침을 제

시하지는 않는다. 영역 별 평가 도구의 타당성에서 

생각해야할 것은 평가 도구들이 영유아의 변화를 보

여주는 데에 발달적으로 적합하고 적절한 난이도를 

갖고 있는 가이다.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지나치게 어려운 검사는 바닥효과(floor effect)

를, 지나치게 쉬운 검사는 천장효과(ceiling effect)

를 보여 두 경우 모두 아동이 보이는 변화를 적절하

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Tye-Murray, 2004).

청각장애영유아가 조기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

적으로 언어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영유아

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적절하고 타당한 평가가 정기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Nikolopoulos, Archbold & 

Gregory, 2005; Yoshinaga-Itano, 2003). 그러나 

국내 청각장애영유아의 조기중재를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평가 및 중재에 관한 프로그램

을 갖고 있지 않아, 담당 교사와 언어치료사는 이를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로 지적하였다(윤

미희․윤미선, 2007). 또한 현장전문가들은 의사소

통 능력의 평가 영역이나 평가 도구가 기관 별로, 혹

은 담당 교사나 언어치료사 별로 달라 전문가 집단 

간의 소통이 어렵다고 보고하였다(윤미선, 2007). 따

라서 본 연구는 청각장애영유아의 조기중재 시 의사

소통 능력 평가에 필요한 영역 별로 평가 도구를 선

정하여 청각장애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한 후, 

이들 평가 도구가 조기중재 과정에서 청각장애아동

이 보여주는 의사소통 능력의 변화를 나타내는 데에 

타당한가를 고찰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연구자들이 속한 센터의 청각장

애영유아를 위한 조기중재 프로그램에 2007년 5월부

터 8월 사이에 등록한 충청지역 거주 선천성 청각장

애아동 10명이다. 조기중재 프로그램에 처음 등록한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한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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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성별
청각장애진단 

나이(개월)

인공와우 

이식나이(개월)

기 평가

나이(개월)

보장구

종류

청력손실 

정도

확인된

복장애

1 여 8 - 14 보청기 좌 NR, 우 75 dB 무

2 남 6 14 15 인공와우 양쪽 90 dB이상 무

3 여 6 15 16 인공와우 양쪽 90 dB이상 무

4 남 18 21 22 인공와우 양쪽 NR 무

5 남 18 22 23 인공와우 양쪽 90 dB이상 무

6 남 5 21 24 인공와우 양쪽 NR 뇌병변

7 남 12 27 24 인공와우 양쪽 70-80 dB 무

8 여 6 24 25 인공와우 좌 70 dB, 우 NR 발달장애

9 남 12 24 25 인공와우 양쪽 90 dB이상 무

10 여 12 24 27 인공와우 양쪽 NR 무

<표- 1> 상자 정보

평가 도구들이 특정 기간 동안 아동의 변화를 나타내

는 데에 타당한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

부터 향후 1년 간 동일한 조건에서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청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이미 조기중재를 받고 있는 아동은 초기 평가 시의 

수준이나 발달 속도가 다른 아동과 차이가 있을 것으

로 예상되어 제외하였다. 대상아동이 청각장애의 진

단을 받은 평균 연령은 10.3개월(범위: 5개월-18개

월)이었고, 초기 평가를 받은 나이는 평균 21.5개월

(범위: 14개월-27개월)이었다. 성별은 남자 아동이 6

명, 여자 아동이 4명이며, 사용하는 보장구는 1명이 

보청기, 9명이 인공와우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한 아

동의 경우는 처음 평가를 시작할 시점에는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3개월 후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

다. 대상아동의 잔존청력은 3명의 아동이 좋은 귀의 

청력이 70dB 수준이었고 7명의 아동은 90dB 이상의 

심도청각장애였다. 연구대상자의 청력 검사 결과는 

부모의 보고에 의해 수집하였는데, 보청기나 인공와

우를 한 상태에서의 보정 청력에 대한 정보는 부모 

대부분이 갖고 있지 않았다. 초기 평가 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정리한 각 아동에 대한 정보는 <표 - 1>과 

같다.

2. 평가 

가.  평가 시기 및 방법

평가 기간은 2007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10명의 대상아동에게 조기중재를 시작

한 시점에서의 초기 평가, 6개월 후, 1년 후 총 3차례 

의사소통 평가 영역별로 검사를 시행하였다. 평가는 

대상아동의 조기중재를 담당하는 언어치료사가 2-3

회기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나.  평가 영역

청각장애영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평가는 영유아

의 의사소통 발달과 관련된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 청각장애영유아의 평가 프로그램인  

NEAP(Nottingham Early Assessment Package)

은 <청지각-의사소통과 언어 발달-말산출>의 세 

영역을 평가하는 10개의 검사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Nikolopoulos, Archbold & Gregory, 2005). 또

한  청각장애영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평가 항목으로 

Mahshie et al.(2006)은 수용 측면에서 화용기술, 눈

맞춤과 차례지키기, 시각적 소리확인과 변별, 읽기 

전 기술을 평가하고, 표현 측면에서는 화용기술, 눈

맞춤과 차례지키기, 소리내기, 읽기 전 기술, 시각-몸

짓의 연합을 평가하도록 제안했다. Mahshie et al.

(2006)은 영유아 시기에는 특히 화용과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기술하였다.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인 조기중재 프로그램

의 평가에서도 중요시된다(Kelly & Barnard, 2000). 

영유아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습득에 필

요한 언어전단계 기술을 익히며 의사소통의도를 발

전시킨다. 또한 영유아가 부모와의 상호작용 과정에

서 보여주는 의사소통의도의 유형이나 빈도는 언어 

발달을 예측하는 지표이기도 하다(홍경훈, 2004). 청

각장애아동의 진단과 평가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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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6개 대학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

원, 삼성병원, 경북대병원, 동아대병원)의 경우 듣기, 

말, 언어 영역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였다(윤미

선, 2007). 그 외에 청각장애영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을 평가하는 다수의 국외 연구들은 말지각(Anderson 

et al., 2004; Colletti et al., 2005; Robbins et al., 

2004), 말소리 발달(Colletti et al., 2005; Ertmer, 

Young & Nathani, 2007; Olds et al., 2004), 언어 

발달(Nicholas & Geers, 2006; Olds et al., 2004), 

상호작용(Kane et al., 2004; Quittnet et al., 2004; 

Tait, Nikolopoulos & Lutman, 2007)영역에서 아

동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말지각-말과 언어 발달- 상호작

용>의 세 영역으로 평가 영역을 구성하였다.

다.  영역 별 평가 도구 

청각장애영유아의 의사소통 평가는 청력 손실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말지각 능력에 대한 평

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말지각 능력의 측정은 낱

말이나 문장을 듣고 반응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나 언

어를 습득하기 전인 청각장애영유아의 경우 기존 형

식의 말지각 검사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주의집중시간이 짧고 언어능력이 극히 

제한적이어 언어적 자극에 반응하기 어렵기 때문이

다(Robbins et al., 2004).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도 

어린 청각장애아동의 초기 말지각 능력은 척도검사

나 부모에게 물어보고 체크하는 설문지 형식의 검사

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말지각 검사로 선정한 

CAP(Archbold, Lutman & Marshal, 1995)과 IT-

MAIS(Zimmerman-Philips, Robins & Osberger, 

2001)는 언어 발달 수준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어 

영유아의 말지각 평가 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검사이

다(이상흔․박미혜․허명진, 2003; Anderson et al., 

2004; Colletti et al., 2005; Nikolopoulos, Archbold 

& Gregory, 2005; Robbins et al., 2004). 말지각 평가

의 다음 단계는 감지, 변별, 확인, 이해 능력에 대한 평

가이다(윤미선, 2003; 이상흔․박미혜․허명진, 2003; 

Anderson et al., 2004; Nikolopoulos, Archbold & 

Gregory, 2005). 언어적 단위를 사용하는 변별, 확

인, 이해 과제의 경우 피검사자의 언어 수준이 결과

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므로 영유아의 언어 수준

에 맞는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Tye-Murray,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영유아의 언어 발달 

수준이 이해 검사를 수행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판단

하여 이해 검사는 제외하고, 변별과제인 패턴 검사와 

확인과제인 낱말확인 검사만을 실시했다. 패턴 검사

와 낱말확인 검사는 연구자들이 제작한 검사로, 패턴 

검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소리를 듣고 변별 여부를 

판단하며(<부록 - 1>), 낱말확인 검사는 그림에서 

목표낱말을 고르는 폐쇄형(closed set) 과제이다(<부

록 - 2>). 패턴 검사는 SPICE(Moog, Bidenstein & 

Davidson, 1995)의 패턴 지각 검사를 참고하여, 임

상현장에서 초기 듣기 능력 평가 시 임상가들이 비공

식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의성어를 중심으로 10개 항

목으로 구성하였다. 낱말확인 검사의 경우 기존검사

인 GASP-K(김은연, 2002)와 EARS-K(이상흔․

박미혜․허명진, 2003)의 낱말확인 검사의 검사 낱

말 일부가 청각장애영유아의 언어 수준에 비추어 어

렵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낱말로 구성하였다.

말과 언어 발달 영역의 평가는 말에서 조음, 음성, 

명료도를, 언어는 어휘, 수용언어, 표현언어 수준을 

평가하였다. 조기중재의 대상아동은 공식조음검사를 

수행할 만한 수준의 언어와 조음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이이다. 따라서 어린 아동의 조음 분석에 사

용하는 음소목록 분석방법에 기초해(김수진․신지

영, 2006) 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 시 아동이 산출하

는 발화에 나타나는 초성, 중성, 종성의 음소 수로 조

음발달을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의 경우에도 청각장

애영유아의 말산출 능력 평가는 상호작용 시의 발화

를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Colletti et al., 2005; 

Ertmer, Young & Nathani, 2007), 일정 수준 이상

의 언어를 습득한 후 공식조음검사를 사용한다(Olds 

et al., 2004). 전반적인 말명료도 평가는 청각장애아

동을 위해 개발된 MUSS(Robbins & Osberger, 

1991)를 사용하였고, 음성분석은 평가자가 청지각적

으로 음도, 강도, 음질을 평가하는 윤미선 외(2005)

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언어에서는 SELSI(김영태 

외, 2003)로 전반적인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수준을 

측정하고, MCDI-K(배소영 외, 2004)로 아동의 어

휘 수준을 평가하였다.

조기중재의 대상인 영유아기 아동이 부모와의 상

호작용 시 보여주는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은 그 자

체가 의사소통 능력의 표현인 동시에 후일 언어 발달

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다(홍경훈, 2004; Kane et 

al., 2004; Quittnet et al., 2004; Tait, Nikolopoulos 

& Lutman, 2007). 따라서 이러한 상호작용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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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아동이 부모와 노는 상황을 10분 간 녹화하여 

의사소통의도와 태도를 평가하였다. 의사소통의도 

평가에서 의사소통의도 유형은 홍경훈(2004)의 하위 

유형 중 서로 다른 유형의 수이며, 의사소통의도 빈

도는 의사소통의도의 총 수이다. 부모의 의사소통태

도 또한 청각장애영유아의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의사소통 상황에서 부모가 자신의 말소

리를 보다 잘 전달하도록 아동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관심을 공유하는 등의 행동은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을 위해 중요하다(Cole & Flexer, 2007; Janjua, 

Woll & Kyle, 2002; Quittnet et al., 2004). 부모와 

아동의 의사소통 태도는 연구자들이 제작한 평가표

를 통해, 의사소통 시 상대와의 거리, 시선, 표정, 상

대방에 대한 반응, 관심 공유 등 9개 항목으로 평가하

였다(<부록 - 3>).

평가 영역 구성과 평가 도구 선정의 적절성은 언

어치료사 4명, 특수교사 2명, 아동언어발달 전공 교

수 1명이 참석한 전문가집담회를 통해 확인하였다. 

<표 - 2>는 의사소통 능력 평가 영역 별 평가 도구 

목록이다.

<표 - 2> 의사소통 능력 평가 역  역 별 평가 
도구 목록

평가 

역
평가 도구 출처

말

지각

CAP 
Archbold, Lutman & 

Marshal(1995)

IT-MAIS
Zimmerman-Philips, 

Robbins & Osberger(2001)

감지 검사 윤미선(2003) 

패턴 검사 자체 개발

낱말확인 검사 자체 개발

말과 

언어

MUSS Robbins & Osberger(1991)

음소목록* 자체 개발

음성평가* 윤미선 외(2005)

SELSI(수용/표 ) 김 태 외(2003)

MCDI-K(이해/표 ) 배소  외(2004)

상호

작용

의사소통의도(유형/빈도)* 홍경훈(2004)

의사소통태도(부모/아동)* 자체 개발

* 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 녹화를 보고 평가 

3. 분석 방법

대상 청각장애영유아의 중재 시작 시점의 초기 평

가, 6개월 후, 1년 후의 의사소통 영역별 검사에 대

한 결과를 SPSS 11.0의 반복측정일원배치분산분석

(repeated measures one-way ANOVA)으로 분

석하였다. 또한 평가 시기별 차이는 주효과 비교의  

Bonferroni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낱말확인 

검사의 경우 6개월 후와 1년 후 2회만 실시하였으므

로 t검정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말지각 평가

<표 - 3>은 중재 기간에 따른 대상자들의 수행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초기 평가, 6개월 후, 

1년 후 말지각 검사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반복측정

일원배치분산분석의 결과이 며, <표 - 5>는 낱말확

인 검사의 6개월 후와 1년 후 평균, 표준편차 및 t검

정 결과이다. 분석결과 말지각 평가를 위해 실시한 

5개의 검사, CAP(Archbold, Lutman & Marshal, 

1995), IT-MAIS(Zimmerman-Philips, Robbins & 

Osberger, 2001), 감지 검사(윤미선, 2003), 패턴 검

사, 낱말확인 검사 모두 평가 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여 아동들의 말지각 능력이 유의하게 증가함

을 보여주었다(F = 22.59, p<.01; F = 47.72, p<.01; 

F = 27.69, p<.01; F = 50.78, p<.01; t = -4.88, 

p<.01). 말지각 검사들의 초기 평가, 6개월 후, 1년 

후 결과 변화는 <그림 1 - 5>와 같다. CAP의 초기 

평가 평균은 1.8로 환경음을 감지하는 수준이었으나, 

6개월 후는 3.3으로 환경음을 듣고 무슨 소리인지 확

인 할 수 있는 단계, 1년 후는 4로 제한적이기는 하나 

독화 없이 말을 변별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

다. IT-MAIS의 평균은 초기 평가 시 6에서, 1년 후

에는 27.4로 변화하여 자신의 이름을 알고 환경음의 

확인이 가능하나 말하는 사람과 말소리에 담긴 감정

을 확인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

다. 소리감지 능력은 초기 평가 시 10개 항목 중 5개

의 감지가 가능하였으나 1년 후에는 9.6으로 거의 모

든 항목의 감지가 가능하였다. 패턴 검사는 초기 평

가 시 10개 항목 중 평균 1.6개의 변별이 가능하였으

나 1년 후에는 7.2개의 변별에 성공했다. 말지각 검

사의 사후분석 결과는 <표 - 4>와 같아 CAP의 6개

월 후-1년 후의 결과를 제외한 모든 비교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낱말확인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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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평가 시 대상아동들의 언어 수준이 낱말확인 검

사를 수행할 단계에 이르지 않아 초기 평가를 실시하

지 못했고, 6개월 후와 1년 후, 언어수준이 확인된 8

명의 아동에 대해서만 2회 검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아동들은 6개월 후 첫 검사에서 평균 5.75개를 확인

할 수 있었으나 1년 후에는 15개 낱말 중 11.73개의 

확인에 성공하였다(<표 - 5>).

<표 - 3> 말지각 검사의 평균, 표 편차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평가 항목　평가 시기 N 평균 표 편차 F

CAP

기 평가 10 1.8 0.42

22.59**6개월 후 10 3.3 0.95

1년 후 10 4 1.05

IT-MAIS

기 평가 10 6 2.26

47.72**6개월 후 10 18.5 6.80

1년 후 10 27.4 8.50

감지 검사

기 평가 10 5 2.54

27.69**6개월 후 10 8.2 1.87

1년 후 10 9.6 0.97

패턴 검사 

기 평가 10 1.6 1.43

50.78**6개월 후 10 4.3 2.98

1년 후 10 7.2 2.94

**p<.01

<표 - 4> 말지각 검사의 사후분석 결과

검사

시기

검사

시기

6개월 

후

1년 

후

6개월 

후

1년 

후

CAP

기 

평가
** **

IT-

MAIS

기 

평가
** **

6개월 

후

6개월 

후
**

감지 

검사

기 

평가
** **

패턴 

검사

기 

평가
** **

6개월 

후

6개월 

후
**

**p<.01

<표 - 5> 낱말확인 검사의 평균, 표 편차  반복
측정 t 검정 결과

N 평균 표 편차 t

낱말확인 

검사

6개월 후 8 5.75 1.49 -4.88**

1년 후 8 11.13 4.22

**p<.01

<그림-1> 평가 시기에 따른 CAP score 평균

<그림-2> 평가 시기에 따른 IT-MAIS 평균

<그림-3> 평가 시기에 따른 감지 검사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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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평가 시기에 따른 패턴 검사 평균

<그림-5> 평가 시기에 따른 낱말확인 검사 평균

2. 말과 언어 평가

말과 언어 평가 영역에서는 MUSS(Meaningful 

Use of Speech Scale; Robbins & Osberger, 1991), 

SELSI(Sequenced Language Scale for Infant; 김영

태 외, 2003), MCDI-K(MacA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Korean; 배소영 외, 2004), 

음성평가(윤미선 외, 2005), 음소목록(초성, 중성, 종

성) 분석을 중재 시작 시(초기 평가), 6개월 후, 1년 

후에 실시하였다. 말과 언어 능력 평가를 위해 실시

한 검사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반복측정일원배치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one-way ANOVA) 

결과는 <표 - 6>과 같다.

말과 언어 영역의 9개 항목, MUSS, SELSI(표

현), SELSI(수용), MCDI-K(표현), MCDI-K(수

용), 음성평가, 음소목록(중성), 음소목록(초성), 음

소목록(종성) 결과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아동

의 수행력이 유의하게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F = 17.44, p<.01; F = 18.07, p<.01.; F = 13.65, 

p<.01; F = 8.47, p<.01; F = 14.48, p<.01; F = 

10.76, p<.01; F = 36.13, p<.01; F = 29.70, 

p<.01; F = 27.69, p<.01). 말과 언어 검사의 초기 

평가, 6개월 후, 1년 후의 결과는 <그림 6 - 14>와 

같다. 

MUSS에서는 초기 평가 평균이 2.2로 대상아동

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소리를 거의 내

지 않는 수준이었으나 1년 후에는 평균 19.3으로 말

로 의사를 전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SELSI

의 초기 평가 시 표현언어의 원점수는 9.2로 이는 

등가연령 6개월에 해당되며(대상아동의 생활연령: 

21.5개월). 1년 후에는 33.6으로 등가연령이 18-19

개월로 증가하였다. 수용언어 점수는 같은 시기에 

12점에서 31.7로, 등가연령이 7개월에서 17개월로 

증가하였다. MCDI-K 로 측정한 표현어휘 수는 초

기 평가 시 0.7 에서 1년 후 130.2 로, 이해어휘 수

는 초기 평가 시 3.9 에서 1년 후 184.3 으로 증가하

였다. 음성평가 결과 대상아동의 음성은 14개의 이

상 항목 중, 초기 평가 시 주로 음성강도와 관련한 

항목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들이 있었으나, 1년 후

에는 1.8로 거의 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소목

록 분석 결과 초기 평가 시 대상아동들이 자발화에

서 산출한 음소 수는 중성이 3.7개, 초성이 2.7개, 

종성은 1.1개로, 21개월 건청아동의 음소발달 수준

과 격차가 컸다(김수진․신지영, 2006). 중재 1년 

후 대상아동들의 음소목록 분석 결과 중성 9.4개, 

초성 7.7개, 종성 3.1개의 음소가 자발화에서 관찰

되었다.

사후분석 결과 6개월-1년 사이의 SELSI의 수용

언어 원점수와, 초기 평가- 6개월 사이의 음성평가 

결과만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그 외 모든 말과 언

어 검사의 초기 평가-6개월, 6개월-1년의 결과는 

<표 - 7>과 같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0;15;1-19

8

<그림-7> 평가 시기에 따른 SELSI(수용) 평균 <그림-8> 평가 시기에 따른 MCDI-K(표 ) 평균

<표- 6> 말과 언어 검사의 평균, 표 편차  반복
측정분산분석 결과 

평가 항목　평가 시기 N 평균 표 편차 F

MUSS

기 평가 10 2.2 1.48

17.44**6개월 후 10 7.6 1.96

1년 후 10 19.3 11.84

S
E
L
S
I

표

기 평가 10 9.2 12.17

18.07**6개월 후 10 20.1 13.63

1년 후 10 33.6 17.69

수용

기 평가 10 12 13.94

13.65**6개월 후 10 25 14.68

1년 후 10 31.7 14.3

M
C
D
I
-
K

표

기 평가 10 0.7 1.16

8.47**6개월 후 10 9.9 8.97

1년 후 10 130.2 137.44

이해

기 평가 10 3.9 2.28

14.48**6개월 후 10 21.5 11.73

1년 후 10 184.3 146.95

음성평가

기 평가 10 3.2 2.04

10.76**6개월 후 10 3.2 2.04

1년 후 10 1.8 1.14

음
소
목
록

성

기 평가 10 3.7 2.93

36.13**6개월 후 10 6.45 2.28

1년 후 10 9.4 1.71

성

기 평가 10 2.7 3.68

29.70**6개월 후 10 5.5 4.47

1년 후 10 7.7 5.03

종성

기 평가 10 1.1 1.6

27.69**6개월 후 10 2.1 1.84

1년 후 10 3.1 2.04

**p<.01

<표 - 7>말과 언어 검사의 사후분석 결과

검사

시기

검사

시기

6개월 

후

1년 

후

6개월 

후

1년 

후

MUSS
기 평가 ** **

음성
기 평가 **

6개월 후 6개월 후 **

S
E
L
S
I

표 기 평가 ** **

음

소

목

록

성

기 평가 ** **

6개월 후 ** 6개월 후 **

수

용

기 평가 ** **

성

기 평가 ** **

6개월 후 ** 6개월 후 **

M
C
D
I
-
K

표 기 평가 ** ** 종

성

기 평가 ** **

6개월 후 ** 6개월 후 **

이

해

기 평가 ** **

6개월 후 **

**p<.01

<그림-6> 평가 시기에 따른 SELSI(표 )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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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평가 시기에 따른 MCDI-K(이해) 평균 <그림-10> 평가 시기에 따른 음성평가 평균

<그림-11> 평가 시기에 따른 성 음소 수 평균 <그림-12> 평가 시기에 따른 성 음소 수 평균

<그림-13> 평가 시기에 따른 종성 음소 수 평균 <그림-14> 평가 시기에 따른 MUSS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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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작용 평가

초기 평가, 6개월 후, 1년 후 3회에 걸쳐 측정한 

의사소통의도의 유형, 의사소통의도의 빈도, 부모의 

의사소통태도, 아동의 의사소통태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 및 반복측정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는 <표 -

8>과 같다. 의사소통의도 유형 및 빈도, 부모와 아동

의 의사소통태도 모두 평가 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여주었다((F = 22.29, p<.01; F = 8.70, p<.05; 

F = 27.97, p<.01; F = 35.09, p<.01). 각 검사에 대한 

초기 평가, 6개월 후, 1년 후의 결과는 <그림 15> - 

<그림 18>과 같다. 대상아동의 상호작용을 분석 한 

결과, 초기 평가에는 홍경훈(2004)의 39개의 하위 유

형 중 2.4개의 유형이 출현하였으나 1년 후에는 15.5

개의 유형이 관찰되었다. 상호작용 동안 나타난 총 

의사소통 빈도 수는 초기 평가 83.5회에서 1년 후 

113.5회로 증가하였다. 의사소통태도 분석 결과 부모

와 아동 모두 중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보다 적절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사후분석 결과 의사소통의도의 유형은 초기 평가-

6개월 후 차이가 없었고 빈도는 6개월 후-1년 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모의 의사소통태도는 6개

월 후-1년 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아동의 의

사소통태도는 모든 평가 시기 간에 유의한 평균 차이

가 있었다(<표 - 9>).

<표 - 8> 상호작용 평가의 평균, 표 편차  반복
측정분산분석 결과

평가 항목　평가 시기 N 평균 표 편차 F

의사

소통

의도　

유형

기 평가 10 2.4 1.78

22.29**6개월 후 10 2.4 1.78

1년 후 10 15.5 10.04

빈도

기 평가 10 83.5 39.41

8.7*6개월 후 10 99.3 38.12

1년 후 10 113.5 30.34

의사

소통

태도

부모

기 평가 10 12.8 3.26

27.97**6개월 후 10 21 2.31

1년 후 10 23.4 5.85

아동

기 평가 10 10.4 4.43

35.09**6개월 후 10 14.7 3.89

1년 후 10 19.9 6.94

*p<.05, **p<.01

<표 - 9> 상호작용 평가의 사후분석 결과

검사

시기

검사

시기

6개

월 후

1년 

후

6개월 

후

1년 

후

의

사

소

통

의

도

유

형

기 

평가
**

의

사

소

통

태

도

부

모

기 

평가
** **

6개

월 후
**

6개월 

후

빈

도

기 

평가
** **

아

동

기 

평가
** **

6개

월 후

6개월 

후
**

**p<.01

<그림-15> 평가 시기에 따른 의사소통의도 유형 평균

<그림-16> 평가 시기에 따른 의사소통의도 빈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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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평가 시기에 따른 부모의 의사소통태도 평균

<그림-18> 평가 시기에 따른 아동의 의사소통태도 평균

Ⅳ. 논의 및 결론

신생아 1000명 중 3명은 심각한 수준의 청력손실

을 갖고 태어나며 이들은 언어습득 시기에 소리를 잘 

듣지 못하여 언어습득과 발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런 선천성청각장애아동도 조기중재를 받을 

경우 건청아동과 같은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할 가능

성이 높아진다(NIH, 2006). Yoshinaga-Itano(2003)

는 CHIP(Colorado Home Intervention Program)

을 통해 청각장애아동 조기중재의 효과에 대한 중요

하고 실증적인 연구를 하였다. CHIP은 1970년에 덴

버대학의 연구과제로 시작하여 1973년부터 콜로라

도 주 전체를 대상으로 주정부가 진행하는 조기중재 

프로그램으로 확산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모델이 되

고 있는 청각장애영유아 조기중재 프로그램이다. 

CHIP에서는 중재 대상아동에게 6개월 마다 정기적

인 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아동에게 맞는 중

재 목표를 설정한다. 이 평가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

는 설문조사와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녹화한 비

디오 분석으로 이루어지며,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과 

언어능력을 평가한다. 이러한 정기 평가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재의 적합성 평가와 향후 중재의 방

향을 설정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Yoshinaga-

Itano, 2003). CHIP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각장애영

유아의 조기중재에서 평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러한 평가 결과가 의미있는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아

동의 발달과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

다(Calderon & Greenberg, 1997).

본 연구는 조기중재 프로그램의 청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평가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 별로 선정된 검

사를 시행하여, 이들 평가 도구가 청각장애영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의 변화를 포괄적이며 객관적으로 보

여줄 수 있는 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아동

은 모든 검사 결과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고, 몇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결과는 초기 평가-6개월 후, 6개월 후-1년 

후 간의 수행력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모든 검사 

결과의 평균값은 평가 기간 동안 천장효과나 바닥효

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평

가 도구들이 조기중재 첫 1년 간 청각장애아동이 보

이는 의사소통 능력상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여주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의 분석

을 통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발견되었다. 

말지각 능력의 경우 대상아동 10명 중 3명이 1년 후 

평가에서 말지각 영역의 평가 도구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낱말확인 검사에서 만점을 받았다. 연구자들은 

평가 도구의 선정 시 조기중재 대상이 영유아임을 고

려하여 <감지-변별-확인-이해>의 청지각 발달 및 

청능훈련 단계 중(Earber, 1982), 확인과제까지 검사 

목록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실험 결과 대상아동 중 

3명은 1년 후의 낱말확인 검사에서 만점을 받아 기존 

평가 도구로는 추후 이들 아동의 말지각 능력 발달을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아동은 대상

아동 중에서도 연령이 높은 집단으로, 1년 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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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실제 생활연령이 3세에 다다라 조기중재의 추후 

평가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조기중재를 받기 

시작한 나이가 대상아동의 평균보다도 늦었기 때문

에, 더 이른 나이에 조기중재를 시작한 아동의 경우 

조기중재 기간 안에 이들과 같은 말지각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검사보다 난이

도가 높은 말지각 검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일부 아동의 경우 자신의 어휘범주 안에 있는 낱말에 

대해서는 듣고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어휘능력이 한정되어 있어 제시된 낱말확인 검

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이 경우 기존의 검사 도구로

는 아동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없으므로 아

동의 어휘 수준 안에서 확인 과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언어영역에서 사용한 

평가 도구는 부모 보고에 의해 아동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로,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보고하는 

아동의 수준과 담당 언어치료사가 느끼는 아동의 언

어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실제 아동의 언어 

능력을 직접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 시 나타나는 자발화를 분석할 것을 추천한

다(김영태, 2002). 상호작용 영역의 의사소통의도 분

석에서는 홍경훈(2004) 분석 틀의 39개 하위 유형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유형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있

어 평가자가 판단을 하기 어려웠고 1년에 걸친 평가 

기간 동안 한정된 유형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9개의 전체 하위 유형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

고 7개의 상위 유형만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

로 해석된다. 의사소통의도의 형태가 몸짓에서 발성

이나 말로 전환되는 것은 구어발달 상 매우 의미 있

는 행동이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것처럼 총 빈도만

을 계산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보여줄 수 없으므로 형

태별로 의사소통의도의 산출 빈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반영하

여 청각장애아동의 의사소통 능력 평가를 위한 영역 

별 평가 도구 목록을 수정하였다(<부록 - 4>).

본 연구는 청각장애영유아 조기중재의 효과 검증

이 목표가 아니었으므로 조기중재의 내용에 대한 고

찰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결과 대상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의 변화 원인이 조기중재의 효과, 성숙

의 결과, 또는 인공와우이식의 효과인가는 판단할 수 

없었다. 또한 평가 도구로 사용한 검사 중 자체 제작 

검사의 경우 내용타당도만을 검증하여 검사 도구로

서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가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

서 추후 연구를 통해 해당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거나 이미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검사로 

대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제

한점은 연구대상의 연령과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다. 그러므로 연구대상의 연령을 낮추고 대상자의 수

를 확대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결과를 일

반화시킬 수 있는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청각장애영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변화를 추적하

여 아동의 발달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부모가 보장구의 선

택이나 의사소통 방법의 선택, 중재 기관의 선택 등

을 결정할 때 판단의 근거가 된다. 둘째, 아동의 개별 

결과를 다수 아동의 평균과 비교하여 발달 속도를 점

검하고 지체가 있을 경우 대처할 수 있으며, 셋째, 의

사소통 영역에서 아동의 장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아

동에게 필요한 개별화된 목표 설정의 근거를 제공한

다(Nikolopoulos, Archbold & Gregory, 2005). 청

각장애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한 개

의 검사만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영역 별로 다양한 

검사를 하는 이유는, 각 검사의 특성에 따라 한정된 

영역의 능력만이 아니라,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 전반

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함이다. 조기중재 현장에서 

청각장애영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평가는 전체 영역

에 대해 적절한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이

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의사소통뿐만이 아니라 인지, 

운동 발달, 사회성 등의 전반적인 발달에 관한 객관

적인 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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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패턴 검사 항목

문항 내용 련 장난감  행동

1 빵빵 vs. 부웅 택시 vs. 버스

2 음메 vs. 멍멍 소 vs. 개

3 꿀꿀 vs. 꼬끼오 돼지 vs. 닭

4 삐뽀삐뽀 vs. 칙칙폭폭 경찰차 vs. 기차

5 어흥 vs. 야～옹 호랑이 vs. 고양이

6 맴맴 vs. 매애～ 매미 vs. 염소

7 슈～웅 vs. 쉬～ 비행기 날리기 vs. 조용히 하기

8  vs. 까꿍 문 두드리기 vs. 술래잡기

9 빠이빠이 vs. 뽀뽀 손흔들기 vs. 뽀뽀하기

10 엄마 vs. 아빠 사진 or 인형

<부록 - 2> 낱말확인 검사의 낱말 목록

음 수 낱말

1음 , 빵, 컵, 공, 손

2음 포도, 모자, 돼지. 토끼, 딸기

3음  이상 냉장고, 자동차. 호랑이, 텔 비 , 아이스크림

<부록 - 3> 의사소통태도 평가 항목

부모 아동

1 태도

의사소통 자세( 극성) 의사소통 자세( 극성)

의사소통 시 아동과의 거리 의사소통 상 와의 거리

의사소통 시 표정 의사소통 시 표정

2 언어

억양의 다양성 억양의 다양성

말속도의 성 의사소통 시도

사용 단어  문장의 복잡성 사용 단어  문장의 문맥 상 성

3
후속

반응

아동 발화 시  맞춤 정도 발화 시 의사소통 상 와  맞춤 정도

아동과의 심 공유 정도 의사소통 상 와 심 공유 정도

아동 발화에 한 반응성 정도 의사소통 상 의 발화에 한 반응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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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4> 의사소통 능력 평가 영역 및 영역 별 평가 도구 목록 수정안 

평가 역 평가 도구 출처 비고

말지각

CAP score Archbold et al.(1995)

IT-MAIS
Zimmerman-Philips

et al.(1997)

아동의 말지각  언어 

발달 수 에 합한 검사

를 선택하여 실시함. 

감지 검사 윤미선(2003) 

패턴 검사 자체 개발

낱말확인 검사** 아동의 어휘 수 에서 선택

낱말확인 검사 자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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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arly Intervention for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Assessment of Communication 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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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With the expansion of the Newborn Hearing Screening System 
to include younger ages,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s are receiving earlier 
intervention treatment as infants and toddlers. To properly assess the development of such 
young children, the assessment of communication abilities requires special consider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at selected tests in three communication areas 
(speech perception, speech and language, and interaction) are able to assess and monitor 
communicative development of children in an early intervention program. Methods: The 
communication abilities of ten toddlers with hearing impairment were measured at three 
different times, pre-intervention and 6 months and 12 months after intervention. The tests 
in each area are as follows: CAP, IT-MAIS, pattern perception, sound detection, and word 
identification for speech perception, MUSS, SELSI, MCDI-K, phonetic inventory, and 
voice evaluation for speech and language, and communication intention and attitude 
analysis for interaction. Repeated measures one-way ANOVA were performed on the 
results. Results: In all evaluated areas, the testes were able to identif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abilities over time. With the exception of the speech 
perception test, there was no ceiling or floor effect to prevent progress monitoring. Three 
toddlers at 12 months reached the maximum point value in the speech perception test. 
Discussion & Conclusion: The tests in three communication areas identified performance 
differences over time, showing they can be used to effectively assess and monitor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abilities in young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However, several results also showed the limitations of these test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0;15;1-19)

Key Words: communication abilities, assessment, monitoring, infants and toddlers with 
hearing impai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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