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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이야기 분석은 학령기 언어장애 아동에게 매우 유용한 평가방법이다. 학령기 

청각장애 아동들에 대한 연구는 어휘, 문법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나 담화수준에서의 

연구가 부족하다. 이 연구는 학령기 인공와우이식아동과 생활연령일치 건청아동의 이야기 

산출 자료를 비교대조하여 인공와우이식아동의 담화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연구의 대상은 15명의 학령기 인공와우이식아동과 15명의 일반아동이었다. 개구리 이

야기를 자발적으로 산출하도록 유도하여 그 결과를 이야기 관련요소, 의미 및 문법지표 면에

서 분석하였다. 결과:  인공와우이식아동집단과 일반아동집단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변인들

은 다음과 같다; 내용어로 본 서로 다른 낱말유형수(Number of Different Words: NDW), 

총사용낱말수(Number of Total Words: NTW), 평균종결단위길이(Mean Length of 

Terminable units in words: MLTw), 총이야기문법수. 그런데 종결단위당 문법형태소 사

용력(Mean Length of Terminable units in grammatical morphemes: MLTgm)과 종결

단위당 평균종속절수(Mean number of Dependent Clauses per Terminable Unit: MDCTU)

의 경우, 청각장애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하위 이야기 

문법유형에서는 청각장애아동이 내적반응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사용한 데 반해, 일반아동은 

배경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사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언어적 결속표지의 경우 청각장애 아동

이 적절하게 쓰는 횟수는 더 낮고,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횟수는 더 높았다. 특히 연결어미 

사용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논의 및 결론:  학령기 인공와우이식아동은 자발적인 이야기 

산출시 전체적 의미와 총이야기문법수 면에서 또래아동과 유사한 반면, 문법형태소 사용과 

언어적결속표지 사용면에서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평가와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말지각 및 말명료도와 인공와우이식시기, 이야기 이해력을 고려한 후

속연구가 필요하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09;14;429-441.

핵심어:  이야기, 인공와우이식, 학령기 아동 , MLTgm, 결속표지, 이야기문법

Ⅰ. 서 론

학령기 아동의 경우, 개별어휘와 문장사용력에서 나

아가 보다 더 큰 담화범주에서 아동의 언어능력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Paul, 2007). 이야기 담화에 대한 

평가결과는 언어장애아동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Hadley, 1998; Liles et al., 1995; Paul, 2007; 

Wong, Au & Stokes, 2004). 최근 국내에서도 언어장

애 아동 및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이야기문법 및 결속

표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권유진․배소영, 

2009; 김유정․배소영, 2004; 배소영․이승환, 1996; 

윤혜련, 2005). 아직 한국에는 이야기 평가가 출발단

계에 있으며 언어장애 아동을 위한 평가지표들에 관

한 연구도 많지 않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이야기를 활용한 언어평가에서 이야기문법과 언어적 

결속장치는 주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이밖에 의미면

에서 서로 다른 낱말유형수(Number of Different 

Words: NDW, 이하 NDW), 문법적 면에서 평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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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길이(Mean Length of Terminable units: MLT, 

이하 MLT)를 살필 수도 있다. 

청각장애아동은 듣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언어표현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야

기는 담화의 한 장르로, 조음 뿐 아니라 문법과 의미

가 어우러져 발달한다. 선천성 난청으로 듣기가 어렵

더라도, 최근에는 인공와우이식술을 통해 획기적으

로 듣는 능력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듣기가 좋아

짐과 함께 언어 및 학습 면에서도 청각장애아동은 일

반아동과 통합되어 교육을 받고 있다. 

한 연구(Peng, Spencer & Tomblin, 2004)는 인

공와우이식술 후 7년이 지난 아동이 평균 71.54 %

(표준편차 23 %)의 명료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여 이

들의 말표현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보청기에 비해 인공와우이식술이 언어

이해력 및 언어표현력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인공와우이식아동의 50 %가 일반아동과 비

슷한 언어 및 학습능력을 보인다는 결과는 청각장애

아동의 재활과 적응에 청신호를 나타낸다(Robbins, 

Bollard & Green, 1999; Spencer, Barker & Tomblin, 

2003). 인공와우이식술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말

명료도, 언어표현력, 언어이해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도 있다(Tomblin et al., 2005). 한편 인

공와우이식아동이 대동사를 과잉사용하거나 동사관

련 문법형태소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도 있

다(Spencer, Tye-Murray & Tomblin, 1998). 청

각장애 아동의 언어에 대한 연구는 대개 어휘 및 문

장구성력에서 이루어져왔다(Dawson et al., 1995; 

Miyamoto et al., 2008; Tomblin et al., 1999). 청각

장애 아동의 이야기 사용력은 이야기 회상시 이야기 

구조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결속표지(예: 접속

부사)와 참조적 명제사용력에서 일반아동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rosson & Geers, 2001; 

Griffith, Ripich & Dastoli, 1990; Marschark, 

Mouradian & Halas, 1994).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와우이식술의 연령이 영유아

기로 낮아지고 있고, 말 재인력, 어휘에서부터 메타구

문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수진․

김리석․이규식, 1999; 윤정선․최예린, 2009; 장현숙  

외, 2007). 인공와우 이식시기가 이르거나 아동의 언

어능력이 좋을 경우 일반 또래아동에 근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윤미선 외, 2005; Geers, 

Nicholas & Sedey, 2003; Nicholas & Geers, 2007; 

Tomblin et al., 2005). 

아동들의 이야기는 구어와 문어를 연결하는 것으

로 구어적 측면 뿐 아니라 읽기와 관련이 있어 언어

평가에서 더욱 주요한 영역이다(Roth, Speech & 

Cooper, 2002). 학령기 청각장애 아동들에게도 읽기

이해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

다(Spencer, Barker & Tomblin, 2003; Spencer, 

Tye-Murray & Tomblin, 1998). 언어치료사의 입

장에서 학령기 인공와우이식아동에게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 언어를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특

히 형태론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문법형태소

가 풍부하고 이형태소가 많은 한국어의 경우 청각장

애아동이 습득하기에 매우 도전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이지영(2005)은 인공와우이식아동(평균 생활연령 

6세)과 평균 4세∼6세 5개월의 언어수준을 일치시킨 

일반아동에게 이야기 산출과제를 유도하여 이야기문

법과 언어적결속표지를 살펴보았다. 이야기문법 면

에서 언어수준 일치집단과 청각장애집단은 차이가 

없었으며, 언어적 결속표지의 양도 차이가 없었으나, 

결속표지 사용의 정확율 면에서 두 집단간 차이가 있

다고 보고하였다. 학령전기와 초등저학년이 포함된 

이 연구에서 청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언어적 

결속표지로 연결어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접속부

사를 그 다음으로, 그리고 어휘를 가장 적게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학령기 언어평가에 적절한 이야기 산출 

방법을 이용하여, 인공와우이식을 받은 학령기 청각

장애 아동들과 생활연령이 같은 또래아동의 언어능

력을 비교하고자 한다. 언어능력은 이야기문법, 언어

적결속표지, 의미 및 문법지표 면에서 살펴보았다. 

이야기문법 사용면에서는 전체 이야기문법수와 하위 

이야기문법 범주별(배경, 계기사건, 시도, 결과, 내적

반응) 차이를 살펴본다. 결속표지의 경우 적절한 결

속표지수와 부적절한 결속표지수에서의 차이를 살펴

보고, 하위 결속표지 유형별(연결어미, 접속부사, 보

조사, 지시적대용)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의미 

및 문법지표는 의미 면에서는 NDW와 총사용낱말

수(Number of Total Words: NTW, 이하 NTW)

에서의 차이를 검증하고, 문법 면에서는 MLT와 종

속절사용정도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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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생활연령(세) 학년 수술시기(세) 보청력(dB)

1 7 1 6 우30

2 7 1 2 우26

3 8 2 5 우35

4 8 2 4 우30

5 8 2 6 우40

6 9 3 7 좌40

7 9 3 8 우40

8 9 3 7 우50

9 9 3 5 우32

10 10 4 5 우50

11 10 4 9 우30

12 10 5 5 우30

13 11 5 7 우20

14 12 6 10 좌30

15 12 6 11 우30

<표 - 1> 청각장애아동 정보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초등학교 학생 30명이 이 연구의 대상이었다. 인

공와우이식을 받은 청각장애 아동 15명과, 이들과 생

활연령이 일치하는 일반아동 15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청각장애 아동의 경우 청각장애 임상경험이 풍부

한 1급 언어치료사의 판정에 따라 말명료도상 이야

기 분석에 지장이 없는 초등학교 아동들로 ‘개구리 

이야기(Mayer, 1969)’ 산출이 가능하다고 보고된 아

동들이었다. 참고로, 언어문제해결력검사(배소

영․임선숙․이지희, 2000) 결과, 10명은 백분위수 

10 미만 아동들이었고, 2명의 아동은 또래아동과 비

슷한 수준이었으며, 한 명은 백분위수 99 이상에 해당

하였다. 15명 중 나머지 2명의 아동의 경우, 구문의

미이해력검사(배소영 외, 2004) 결과, 백분위수 10 

이상에 해당하였다. 인공와우이식아동들은 모두 선

천성 난청아동으로, 인공와우이식술 후 적어도 1년 

이상 지난 아동들이며, 모두 일반학교에 통합하여 교

육을 받고 있었다. 카프만 아동용 지능검사(Korean 

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K- 

ABC)(문수백․변창진, 1997) 결과, 지능이 정상범

주에 있는 아동들이며, 발달상 다른 동반장애가 없는 

아동들이었다. 청각장애아동에 대한 정보를 <표 -

1>에 제시하였다. 인공와우이식 시기는 평균 6.47세

(±2.36)였고 생활연령은 평균 9.27세(±2.36)였다.

일반아동의 경우 학년과 연령을 청각장애와 일대

일로 일치한 아동들로 교사와 부모의 보고에 의해 정

상발달 범주 내에 있는 아동들이었다. 각 집단별로 

1학년 2명, 2학년 3명, 3학년 4명, 4학년 2명, 5학년 

2명, 6학년 2명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2. 연구도구 및 분석절차

이야기 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개구

리 이야기’를 사용하였다. 그림책을 보여주며 “먼저 

책을 끝까지 다 보세요.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잘 몰

라요. 책을 보고나서 다시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고 하였다. 그림책을 다 본 

후, 검사자와 함께 아동이 그림책을 보면서 자발적으

로 이야기를 산출하도록 유도하였다. 전사는 언어를 

중심으로 전사하였다. 가끔 발음이 틀리더라도 이해 

가능한 낱말과 문법형태소로 전사하였다. 이 연구는 

회상산출과 자발적 산출 중 자발적 산출 방법을 사용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예비연구 단계에서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개구리 이야기’ 회상을 요구한 결과, 긴 

내용을 들어야한다는 부담 때문인지 기억하기 어렵

다고 하고 회상을 거부하거나, 이야기를 다 듣지 않

고 중간에 회상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자발적 

산출도 타당한 이야기 산출 유도방법(Paul, 2007)이

라는 문헌에 근거하여 연구자들은 자발적 산출자료

를 이용하였다. 

 산출된 이야기자료를 이용하여 이야기능력과, 의

미 및 문법 지표들을 분석하였다. 이야기능력은 이야

기문법과 언어적 결속표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야기문법은 배경, 계기사건, 시도, 결과, 내적반응

으로 분석하였다. <부록 - 1>에 이 연구에 사용한 

이야기문법표를 제시하였다. <부록 - 1>에 굵게 제

시된 어휘 또는 유사한 의미내용을 포함하였을 때에

만 이야기문법을 산출한 것으로 채점하였다. 이야기

에 나타난 결속장치는 연결어미, 보조사, 접속사, 지

시대용으로 한정하여 살피고, 적절성과 부적절성을 

모두 살폈다. <부록 - 2>에 이 연구에 사용한 결속

장치들과 적절한 예 및 부적절한 예들을 제시하였다. 

언어지표는 개략적 문법길이와 절면에서 단어로 환산

한 평균종결단위길이(Mean Length of Terminable 

units in words: MLTw, 이하 MLTw), 문법형태소

로 환산한 단어로 환산한 평균종결단위길이(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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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 of Terminable units in morphemes: MLTm, 

이하 MLTm), 종결단위당 문법형태소 사용력(Mean 

Length of Terminable units in grammatical mor-

phemes: MLTgm, 이하 MLTgm), 종결단위당 평

균종속절수(Mean number of Dependent Clauses 

per Terminable Unit: MDCTU)를 살피고, 의미면

에서 내용낱말의 유형수 및 빈도수를 살폈다. 이야기 

능력은 ‘이야기평가’(배소영․권유진․진연선, 2009)

를 바탕으로 하였고, 언어지표의 경우 한국어 발화

분석(Korean Computerized Language Analysis: 

KCLA, 이하 KCLA) 2.0(배소영, 2000)을 활용하

여 기능어와 내용어를 코딩하고 발화길이를 산출하

였다. 종속절의 경우 서술절을 제외한 관형사절, 부

사절, 인용절, 명사절을 포함하였다. 

인공와우이식아동과 일반아동 두 집단 간 차이를 

SPSS 15.0을 이용하여 독립 표본 t -검정을 하였다. 

전사단계에서 20 %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해 종결단

위(Terminable unit: T-unit, 이하 T-unit), 내용

어, 그리고 문법형태소에 대한 검사자간 신뢰도를 측

정하였다. 분석단계에서 20 %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

해 이야기문법, 언어적결속표지에 대해 검사자간 분

석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전사 및 분석 시 검사자간 

신뢰도는 90 % 이상(90∼98 %)이었다.

Ⅲ. 연구 결과

1. 이야기능력

가.  이야기문법

이야기문법 관련 결과를 <표 - 2>에 제시하였다. 

인공와우이식아동은 학년과 연령이 일치하는 일반아

동과 비교할 때 산출한 이야기문법 총수에서 차이가 

없었다. 전체 이야기문법 수에서는 차이가 없었던 반

면, 하위 이야기문법 중, 배경과 내적반응의 경우 두 

집단에 차이가 있었다. 배경의 경우에는 또래아동이 

더 높은 빈도로 이야기하였고(t = -3.449, p < .01), 

내적반응의 경우에는 청각장애 아동이 더 높은 빈도

로 이야기하였다(t = 2.633, p < .05). 

<표 - 2> 이야기문법 

이야기문법 청각장애a) 학년일치a) t

총수 19.53 (±8.50) 20.53 (±4.66) - .400

배경  1.60 (±1.50)  3.40 (±1.35)  -3.449
**

계기사건  2.73 (±1.33)  2.27 (±1.10)  1.045

시도  5.93 (±3.26)  6.53 (±1.60) - .640

결과  7.40 (±3.50)  6.87 (±1.46)   .545

내 반응  2.07 (±1.75)  0.73 (±0.88)  2.633*

a) 평균(±표준편차)
*
p< .05, 

**
p< .01 

나.  언어적 결속표지

이야기에 나타난 언어적 결속표지 관련 결과를 

<표 - 3>에 제시하였다. 이야기 산출을 통해 나타난 

결속표지 정확률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적절한 결속표지수(t = -2.476, p< .05) 와 부적절한 

결속표지수(t = 3.022, p < .01) 모두에서 집단 간 차

이가 나타났다. 하위영역으로 보았을 때, 적절한 표

지의 경우 연결어미(t = -2.309, p< .05)와 지시대용

(t = -3.106, p < .01)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보조사

와 접속부사의 경우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부적

절한 표지의 경우 연결어미(t = 2.790, p < .01)에서

만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고, 지시대용, 보조사, 

접속부사의 경우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표 - 3> 언어  결속표지 

언어

결속표지

청각장애a) 

(15명)

학년일치a)

(15명)
t

한

결속표지수
15.67(±10.86) 24.20(±7.76) -2.476*

연결어미 11.07(±7.14) 16.00(±4.19) -2.309*

속부사  3.20(±3.69)  4.33(±3.74) -0.836

보조사  0.67(±1.23)  1.73(±1.94) -1.794

지시 용  0.73(±0.96)  2.13(±1.46)  -3.106**

부 한 

결속표지수
 7.07(±5.52)  2.27(±2.71)   3.022**

연결어미  3.73(±3.47)  1.07(±1.28)   2.790**

속부사  3.27(±4.20)  1.13(±1.85)  1.801

보조사  0.00(±0.00)  0.07(±0.26) -1.000

지시 용  0.07(±0.26)  0.00(±0.00)  1.000
a)
 평균(±표준편차)

*p< .05,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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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미 및 문법지표

가.  의미지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를 포함하는 내용

어로 본 NDW와 NTW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

다. KCLA 2.0(배소영, 2000)에 따라 조사와 어미를 

포함한 기능어들은 낱말수로 계산하지 않았다. 

<표 - 4> 의미지표 

의미 청각장애a) 학년일치a) t

NDW  70.87(±23.70)  69.80(±13.16) 0.152

NTW 136.07(±49.34) 128.07(±23.50) 0.567
a)
 평균(±표준편차)

나.  문법지표

이야기에 나타난 언어적 결속표지 관련 결과를 

<표 - 5>에 제시하였다. MLTw에서는 집단 간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MLTm에서는 집단 간 차이

를 나타낼 경향성을 보였다. 한편, MDCTU (t =

-2.132, p < .05)와 MLTgm (t = -2.394, p < .05)에

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 인공와우아동들이 

종속절 사용정도와 문법형태소 사용정도에 있어 또

래아동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5> 문법지표

문법
청각

장애a)

학년

일치a) t

MLTw

(총 내용어 수 /총 T-unit 수)

4.57

(±1.44)

5.23

(±0.97)
-1.463

MLTm

((총 내용어 수+총 기능어 수)

/ 총 T-unit 수)

8.69

(±2.90)

10.39

(±1.73)
-1.950

MLTgm

(총 기능어 수 /총 T-unit 수)

4.12

(±1.47)

5.16

(±0.79)
-2.394

*

MDCTU

(총 종속  수 /총 T-unit 수)

1.11

(±0.37)

1.35

(±0.21)
-2.132*

a)
 평균(±표준편차)

*p< .05

Ⅳ. 논의 및 결론

이야기문법 면에서 볼 때, 인공와우이식아동은 학

년과 연령이 일치하는 일반아동과 산출한 이야기문

법 총 수에서 차이가 없었다. 인공와우이식으로 듣기 

능력이 좋아졌고, 말명료도가 높았으며, 지적 능력 

면에서 정상범주에 있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을 것으

로 보인다. 흥미로운 사실은 청각장애아동 집단과 일

반아동집단의 하위 이야기문법 범주 사용에서 차이

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일반아동이 배경에 좀 더 치

중하여 이야기한 반면, 인공와우이식아동은 내적반

응을 더 선호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일반아동이 이

야기의 전체 내용에 대한 물리적 환경을 표시하는 배

경을 더 많이 표현한 반면, 청각장애아동은 그림자극

에 대한 주인공의 정서적 표현을 선호한(예: “화났

다”의 표현이 많음) 것을 추론할 수 있으나 후속연구

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언어적 결속표지 사용면에서 인공와우이식아동이 

일반 또래아동에 비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적절한 결속표지 뿐 아니라 적절한 결속표지

에서도 양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청각장애 집단이 부

적절한 결속표지는 더 높은 빈도로, 적절한 결속표지

는 더 낮은 빈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영(2005)의 연구에서는 적절한 결속표지 사용에

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야기유도방법이 

다소 짧은 이야기 회상산출로 달랐거나, 비교집단이 

언어력을 일치시킨 나이어린 아동이었다는 것이 이

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언어

수준이 같은 아동과 비교했을 때에는 적절한 결속표

지 사용에서 비슷한 능력을 보이나, 또래아동과 비교

했을 때에는 적절한 결속표지와 부적절한 결속표지 

수에서 모두 차이가 나타나, 일반아동과의 격차가 벌

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언어수준 일치집단과 생활연

령 일치집단을 모두 포함하는 종단적 후속연구를 통

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와우이식아동과 건청아동이 가장 많이 사용

한 언어적 결속표지는 연결어미와 접속부사였다. 그

런데 연결어미의 경우 두 집단 차이가 더욱 확연하였

다. 이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며(이지영, 2005), 

문법형태소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영어권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로 보인다(Spencer, Tye- 

Murray & Tomblin, 1998). 또한, 이야기와 관련한 

영어권 연구에서 청각장애 아동이 결속표지 사용에 

제한점을 가진다는 결과들(Crosson & Geers, 2001; 

Griffith, Ripich & Dastoli, 1990; Marschark, 

Mouradian & Halas, 1994)과 일치하였다. 인공와

우이식아동이 또래아동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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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속표지에 대한 평가 및 발달의 촉진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개략적 의미지표인 NDW와 와 개

략적 문법지표인 MLTm의 경우 인공와우이식아동

과 건청아동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한 영어권 연구(Lepone et al., 2006)에서도 

나타난 결과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MDCTU와, 

MLTgm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아동의 나이가 들면서 학령기 아동의 종

속절 사용에 대한 평가가 언어보편적으로 매우 주요

할 것으로 보인다. MLTgm에서의 차이는 영어에 비

해 문법형태소가 풍부하고 높은 빈도로 문법형태소

를 사용해야 하는 한국어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

다. MLTgm가 한국아동의 문법사용력을 살펴보는 

데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한정된 아동수와 장애군을 

고려할 때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산출을 통해 인공와우이식아

동의 언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 이야기문법과 이야기결속표지, 보조적

으로 언어지표들을 사용하여 언어능력을 평가하고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말명료도가 높고, 인지능력

에 장애가 없이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인

공와우이식아동은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일

반아동과 유사한 이야기문법 사용력을 나타낼 수 있

으며, 개략적 의미 및 문법지표에서 일반아동과 비슷

한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하

위 이야기문법, 종속절사용력, 문법형태소 사용력, 

언어적 결속표지 면에서 일반아동과 차이가 나는 부

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나 주의가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결속표지의 경우 접속부사를 많이 쓰는 

영어권 연구와 달리 한국어의 특징을 반영하여 접속

부사에 비해 연결어미 사용빈도가 높았고, 연결어미

의 경우 두 집단 간의 차이도 나타나 한국어 특성을 

반영한 언어적 결속표지 평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

다. 나아가 의미 및 문법지표의 경우, ‘개구리 이야기’ 

하나 만으로 평가하였으므로, 학령기에 적절한 설명 

및 주장 담화를 이용해 더 다양하게 살피는 것도 좋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이야기능력과 말명료도가 

높은 인공와우이식술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아동의 학년범위가 다소 넓고 대상수가 많지 않은 제

한점도 안고 있어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인공와우이

식술 시기가 매우 빨라지고 있고, 이들의 이야기능력

은 보다 더 건청아동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

들에 대한 이야기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언어치

료사 입장에서 보다 적절한 언어발달 평가 및 중재 

방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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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이야기 산출하기(generation) 과제에서의 이야기 문법

그

림

T-

unit 
내용 이야기 문법

에피

소드

1
1 옛날에 애완용 개구리를 기르는 철수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배경 

1

2 그 소년은 커다란 유리병에 그 애완동물(or 개구리)을 넣어두었습니다. 배경 

2

3 어느날 밤, 소년과 강아지가 잠든 사이에/ 개구리가 병 밖으로 나왔습니다. 배경/계기사건1

4
그 (개구리)는 열려있는 창문으로 나갔습니다.

 :앞의 C-unit에서 (개구리)가 언 되었으면 없어도 됨
계기사건 2

3
5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소년은 침 에 엎드려 개구리에게 아침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배경

6 하지만 개구리는 없었습니다. 계기사건 3

4
7 철수는 개구리를 여기 기 찾아보았습니다. 시도1

8 그리고 강아지도 찾아보았습니다. 시도2

5
9 철수는 창문 밖으로 개구리를 불러보았습니다. 시도3

10 강아지가 병 속을 들여다보다가/ 머리가 (병에) 끼었습니다. 배경/결과1

6 11
강아지는 창문 밖으로 내려보다가/ 무거운 병 때문에 창문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배경/결과2

7

12 그래서 병이 깨졌습니다. 결과3

13 철수는 그 강아지가 괜찮은(or 화나서) 지 안아서 살펴보았습니다. 내 반응

14 그 강아지는 소년이 고마워서 소년을 핥았습니다. 내 반응

8 15 하루 종일 철수는 개구리를 불 습니다. 시도1

2

9
16 강아지는 벌집을 찾고 시도2

17 철수는 구멍을 찾아보았습니다. 시도3

10 18 어떤 두더지가 구멍에서 나와/철수한테 화를 냈습니다. 결과1/내 반응

11
19 철수는 나무구멍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도4

20 강아지는 벌집에 뛰어올라/ 벌집이 떨어졌습니다. 시도5/결과2

12

21 나무구멍에서 부엉이가 나왔고 결과3

22 철수는 무 놀라/ 나무 으로 떨어졌습니다. 내 반응/결과4

23 그리고 화난 벌들이 강아지를 쫒았습니다. 결과5

13

23 그 부엉이는 소년을 꾸짖었습니다. 내 반응

24
부엉이는 소년에게 자기 집에서 떨어져 있으라고 했습니다.

or 소년은 부엉이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내 반응

14
25 그 다음 철수는 커다란 바 에 올라가서 다시 불 습니다. 시도1

3

26 소년은 더 잘 보려고 어떤 나뭇가지에 기 었습니다. 시도2

15

27 그런데 그 가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소년을 들어올렸습니다. 결과1

28 그건 나뭇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배경

29 그건 사슴의 뿔이었습니다. 배경

16
30 사슴은 철수를 머리에 매단 채/ 달렸습니다. 배경/결과2

31 강아지도 사슴한테 짖으며 함께 달렸습니다. 배경

17 32 그런데 사슴이 낭떠러지 끝에서 서 버렸고, 철수를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결과4

18 33 소년과 강아지는 연못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과5

19

34 갑자기 그 둘은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계기사건

4

35 개구리울음소리 습니다. 배경

36 그러자 그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반응

20 37 철수는 강아지보고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시도1

21 38 그리고 둘이 함께 기어가서 죽은 나무 뒤를 살펴보았습니다. 시도2

22 39 거기엔 그 개구리가 엄마개구리와 자랑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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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계속)

그

림

T-

unit 
내용

이야기

문법

에피

소드

23

40 그리고 여덟 마리 아기도 있었습니다. or 다른 개구리도 있었습니다. 배경

5

41 그  한 개구리가 철수에게 인사하러 폴짝 뛰어왔습니다. 계기사건

42 그 개구리는 철수를 좋아했습니다. 내 반응

43 그리고 철수도 그 개구리를 좋아했습니다. 내 반응

24
44

그래서 철수는 그 아기 개구리를 새로운 애완동물삼아 or 가족 삼아 or 옛날 

개구리 신/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도/결과1

45 소년은 돌볼 가족이 생긴/ 옛 개구리에게 안녕이라고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내 반응/결과2

배소영․권유진․진연선(2009)의 회상분석자료를 참고로 하되 에피소드 2만 약간 변경함.

<부록 - 2> 결속표지의 종류와 사용 예들

유형
한 사용 부 한 사용의 

정의  분석 범 정의  분석 범

연결 

어미

우리말의 특징 인 명제 

연결 수단으로써 연 성

이 있는 두 가지 명제를 

연결해서 결속시키는 경

우( : -서, -가지고, -는

데, -고, -려고, -더니, -니

까, -다가 등).  

-개구리를 부르다가 강아

지가 창문 에 떨어졌

습니다.

1. 연결어미를 부 하게 

사용하는 경우 

-“개구리야 어딨니?” 말하

면서 아무 말 없었습니

다#.(면서->지만)

-강아지가 벌집을 흔들며 

벌이 들어오려고 했습니

다.#(며->자)

속

부사

문장간에 시간, 인과, 

조, 부가 등의 의미의 

속사 ‘그런데, 그래서, 그

래도, 그리고,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등을 사용하

는 경우

-이제 떨어뜨렸어요#. 그

래서 풍덩 빠졌어요#.

1. 속부사를 사용하지 않

아야하는 상황에서 사용

하는 경우 

2. 내용 흐름에 하지 

않게 속사를 사용하

는 경우

-개구리가 어디 있는지 

불 습니다#. 그러자 개

구리는 안 보 습니다#. 

(그러자->그러나)

보조사

보조사 ‘-도, 만, 까지, 마

, 조차, 부터, 이야말로, 

라도, 든, 나마, 밖에, 로’ 

등을 사용하는 경우

-개구리가 엄마개구리와 

있었어요#. 아기 개구리

들도 있었어요#.

1. 보조사를 사용하지 않

아야하는 상황에서 사

용하 을 경우

2. 내용 흐름에 하지 

않은 보조사를 사용하

을 경우

-개구리는 사라졌습니다.# 

철수도 아무리 찾아 도 

없었습니다#. (도->는)

지시

용

1. 지시 명사(‘이것, 것’)

나 지시 형사와 어휘가 

결합된 형태(‘그-, 이-, 

-’)를 사용하는 경우

2. ‘이 다, 다’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3. 부정칭 명사 ‘어떤 것, 

얼마’, 한정부사어 ‘여기, 

기, 이때’, 재귀 명사 

‘자기, 자신’ 등을 사용

하는 경우

-철수가 자는 시간이에요

#. 그때 개구리가 밖으로 

나갔어요#.

지시 명사, 용어, 부정

칭 명사, 한정부사어, 재

귀 명사 등을 부 하

게 사용하 을 경우

-강아지가 “개구리야“하고 

불러도 그 답이 없었

습니다#.(그->∅)

-강아지가 이 게 했어요 

#.(앞에서 ‘이 게’에 해

당하는 내용이 없었음)

배소영․권유진․진연선(2009)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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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3> 청각장애아동 A의 이야기 산출 전사 및 분석 예

에
피
소
드

이야기문법  결속 부  결속

T 사내용 배
경

계
기
사
건

시
도

결
과

내

반
응

연
결
어
미

속
부
사

보
조
사

지
시

용

연
결
어
미

속
부
사

보
조
사

지
시

용

1

1 강아지와 동생이 개구릴 보고 있었어요. 　 　 　 　 　 　 　 　 　 　 　 　

2 강아지 강아지가 개구리 만져봤어요. 　 　 　 　 　 　 　 　 　 　 　 　

3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1 　 　 　 　 　 　 　 　 　 　 　

4 동생와 강아지 침 에서 잤어요. 　 　 　 　 　 　 　 　 　 　 　 　

5 동생와 강아지 개구리 없어졌어요. 1 　 　 　 　 　 　 　 　 　 　 　

6 개구리 잡으려고 했어 했어요. 　 　 　 　 　 　 　 　 　 　 　 　

7
동생와 강아지가 차, 개구리 찾으려고 불, 개구

리 크게 외쳤어요 말했어요.
　 3 　 　 1 　 　 　 　 　 　 　

8 동생가 아니 강아지가 떨어, 빠져, 떨어졌어요. 　 　 1 　 　 　 　 　 　 　 　 　

9
동생가 유리 보고 깜짝 놀래서 동생이가 화나

서 강아지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2 2 　 　 　 1 　 　 　

2

10 동생이 개구리 크게 외치 외쳤어요. 　 1 　 　 　 　 　 　 　 　 　 　

11 강아지가 꿀벌이 보고 있었어요. 　 　 　 　 　 　 　 　 　 　 　 　

12 동생이 땅 속에 불 어요. 　 1 　 　 　 　 　 　 　 　 　 　

13 강아지가 나무에 세게 었어요. 　 1 　 　 　 　 　 　 　 　 　 　

14 두더지 왔어요. 　 　 　 　 　 　 　 　 　 　 　 　

15 동생이 실수했다고 말했어요. 　 　 　 1 1 　 　 　 　 　 　 　

16 강아지가 꿀벌이 떨어졌어요. 　 　 1 　 　 　 　 　 　 　 　 　

17
화나 근, 화나서 음 모른다고 하고 동생이 개구

리를 말했어요.
　 　 　 　 　 　 　 　 　 　 　 　

18 부엉이 개구리 아니고 부엉이 있었어요. 　 　 　 　 　 　 　 　 　 　 　 　

19 강아지가 꿀벌이 물고 있었어요. 　 　 　 　 　 　 　 　 　 　 　 　

20 부엉이 동생이 혼내주려고요 　 　 　 1 　 　 　 　 　 　 　 　

21 불이 토 에 불이 있었어요. 　 　 　 　 　 　

22 불이 아니 불이 살고 있었어요. 　 　 　 　 　 　

3

23 개구리 크게 외쳤어요. 　 　 　 　 　 　

24 사슴이 이 불이 *** 올라 올렸어요. 　 　 　 　 　 　

25 사슴이 뻔쩍 뛰었어요. 　 　 　 　 　 　

26 사슴이 화나서 뛰었어요. 　 　 1 　 1 　 　

27 빠뜨릴려고 했어요. 　 　 1 　 　 　

28 강아지 날아가고 있었어요. 　 　 　 　 　 　

29 동생이와 강아지 빠졌어요, 떨어졌어요. 　 　 1 　 　 　

30 물속, 물에 빠졌어요. 　 　 　 　 　 　

4

31 개구리 소리 있었어요. 1 　 　 　 　 　 　 　 　 　 　 　

32 남, 동, 동생와 강아지 조용히 한다고 했어요. 　 1 　 　 　 　 　 　 1 　 　 　

33 나무에 에 올라갔어요. 　 1 　 　 　 　 　 　 　 　 　 　

34 동생와 강아지, 개구리 찾았어요. 　 　 1 　 　 　 　 　 　 　 　 　

5

35 새끼 왔, 오고 강아지와 동생이 깜짝 놀랐어요. 　 　 　 1 　 　 　 　 1 　 　 　

36 동생이 개구리새끼가지고 있었어요. 　 　 　 　 　 　 　 　 　 　 　 　

37 집으로 돌아갔어요. 　 　 1 　 　 　 　 　 　 　 　 　

총 0 3 8 7 5 5 0 0 0 3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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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Narrative assessment provides clinically important information
on language abilities of school-aged children with language impair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narrative-related ability of school-aged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ation (mean implant age = 6 years old) with that of typically developing (TD) peers. 
Methods: Fifteen school-aged children (mean age of 9 years) with cochlear implantation 
(CI) participated in this study with 15 age-matched TD hearing children. Each child 
spontaneously narrated a frog story to the examiner, and the narrative was assessed in the 
areas of story grammars and cohesive devices. Language criteria, such as the Number of 
Different Words (NDW), Number of Total Words (NTW), Mean Length of Terminable 
units in words (MLTw), Mean Length of Terminable units in grammatical morphemes
(MLTgm), and the Mean number of Dependent Clauses per Terminable Unit (MDCTU) 
were compared, as well. Results: First, children with CI showed similar abilities in the total 
number of story grammars, event initiation, trial, and results. However, children with CI 
used internal responses more often than TD children, while TD children used back-
grounds more often than children with CI. Second, children with CI revealed restrictive 
abilities in the use of cohesive devices in story production, especially in the connective 
markers involving predicates. Third,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measures of NDW, NTW, or MLTw. In contrast, children with CI showed lower scores 
on the MLTgm and MDCTU than their TD peers. Discussion & Conclusion: Korean 
school-aged children with CI are able to use story grammar with semantic information and 
syntactic length similarly to their peers. However, children with CI need to develop 
cohesive devices and grammatical morphemes more efficiently in narrative discourse.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9;14;429-441)

Key Words: story grammar, cohesive devices, cochlear implantation, MDCTU, MLTgm, 
grammatical morp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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