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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유아의 어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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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ㆍ배소 . 청각장애 유아의 어휘 발달. 언어청각장애연구, 2003, 제8권, 제1호, 

66-81. 본 연구는 70 dB 이상의 청력 손실을 보이는 19-60개월 사이의 고심도 청각장애아동

들이 생활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표  어휘 수가 어느 정도 발달하는가를 부모보고서를 통해 

조사한 것이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느 정도로 표 어휘가 발달하고, 개인차는 어느 정도

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한 의미범주별로 어떤 어휘발달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하 다. 

상아동은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청각장애 이외의 다른 장애가 없고, 부모가 모두 건

청인인 19-60개월 사이의 청각장애아동 124명이다. 생활 연령 집단별 평균 어휘 수는 24개월 

이하일 때 평균 11개, 25-36개월인 경우 평균 52개, 37-48개월 집단의 경우 평균 159개, 49-60

개월 집단의 경우 평균 313개로 나타났다. 같은 연령 집단 내에서는 아동간의 개인차가 매우 

컸다. 를 들어, 37-48개월 집단의 경우 최소 0개에서 최  617개의 낱말을 표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하는 어휘수에 따라 9개의 집단으로 나  후 의미범주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명사 범주의 비율이 53-71 %로 어휘 집단에 계없이 반 으로 그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

났고, 동사 범주는 2-19 %로 다소 느리게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법형태소 등 기능어 

범주의 발달이 특히 느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어: 청각장애, 아동, 표 어휘발달

Ⅰ. 서  론 

청각장애아동들이 건청인 래 집단에 비해 언어 발달  읽기, 쓰기, 문법 등에서 지

체를 보인다는 것은 이미 리 알려진 사실이다(Brannon & Murry 1996; Davis et al., 1986; 

Yoshinaga-Itano, Sedey & Carey, 1998a). 그러나 그러한 연구의 부분은 청각장애 학령기

아동  청소년을 상으로 한 것이다. 학령기아동이 가지는 언어능력의 근간이 되는 유소아

기의 어휘 발달에 한 연구는 그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몇 몇 연구가들에 의해 간헐 으

로 보고되다가, 최근 들어 국외에서 다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상아동 뿐 아니라 장애아동의 어휘 발달을 연구할 때에도 부모보고 

방식의 검사도구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 표 인 로 Fenson et al. (199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부모보고 방식의 검사도구인 MCDI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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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 Inventory)를 이용하여 다수 아동을 상으로 어휘 목록을 수집하고 이를 백분 로 분

석하여 30개월 이하 아동들의 발달에 한 어휘발달 목록을 제시하 다. 한국에서는 Pae

(1993)가 MCDI-K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Korean)를 이용하

여 정상인 12-23개월의 서울지역 아동 90명을 상으로 월령별 평균 어휘 수를 조사하 고, 

최은희․서상규․배소 (2001)은 MCDI-K를 이용하여 정상인 13-30개월 아동 180명을 상

으로 연령 집단에 따른 평균 어휘 수와 빈도 수를 보고하 다. MCDI는 자료 수집에 있어 시

간 ․경제 인 효용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검사도구로서 여러 연구가에 의해 그 신뢰

도와 타당도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Fenson et al., 1993; Dale et al., 1989; Dale, 1991; 

Reeses & Read, 2001). 

외국에서 최근에 청각장애아동의 발달을 연구한 Yoshinaga-Itano, Sedey & Carey

(1998a)도 MCDI를 사용하 다. 그는 8개월부터 37개월까지의 난청  농인 청각장애아동 

202명을 상으로 어휘 발달에 한 표 화된 자료를 제시하 다. 연구 결과 체 조사 상 

아동의 75퍼센트인 아동들은 8-10개월에 평균 1.8개의 어휘를 표 하기 시작하고 17-19개월

에는 42개, 23-25개월에는 84개, 35-37개월에는 402개의 어휘를 표 한다고 보고하 다. 이

밖에 Griswold & Cummings (1974), Yoshinaga-Itano (1994) 등이 청각장애 유소아 아동을 

상으로 어휘 발달을 연구하 다. Griswold & Cummings (1974)는 19명의 농인 청각장애아

동을 상으로 표  어휘를 횡단 연구하 는데, 구어 표  뿐 아니라 수화도 표  어휘로 수

집하 다. 연구 결과 평균 어휘 수가 3;0-4;0세에 142개, 4;0-5;0세에 156개라고 보고하 다. 

, Yoshinaga-Itano (1994)는 난청  농인 청각장애아동 132명을 상으로 구화  수화를 

사용한 표  어휘를 횡단 연구하 다. 연구 결과 3;0-4;0세에 300개의 평균 어휘 수를, 5;0- 

6;0세에 514개의 평균 어휘 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 다. 이처럼 연구자들 간의 연구 결과

가 다른 것은, 청각장애아동의 어휘 발달이 청력 손실 정도, 청각장애를 확인한 나이, 보청기 

착용기간, 재활기간, 인지 능력 등의 향을 크게 받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 다. 비록 결과

는 서로 조 씩 다르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청력 손실의 정도를 떠나 모든 청각장애아동들이 

건청인 래 집단과 비해 표  어휘가 지체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Brannon (1968), Geers, 

Moog & Schick(1984), Tur-Kaspa & Dromi (2001) 등은 청각장애아동들의 언어에 나타나

는 특성을 조사하여 어떠한 에서 특히 언어발달이 지체되는지를 연구하 다. Brannon

(1968)은 난청 아동들은 형용사, 명사, 조동사 사용이 지체되고, 농 아동들은 모든 의미 범

주에서 히 지체된다고 보고하 다. Geers, Moog & Schick (1984)은 5;0-8;11세 사이의 

청각장애아동 327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각장애아동들이 불규칙 동사의 활용, 치사, 

속사, 명사, 지시 명사, 연결사 등의 의미 범주 발달에서 어려움을 보인다고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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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ur-Kaspa & Dromi (2001)는 11;0-13;0세인 청각장애아동 13명과 정상아동 9명을 

상으로한 연구에서 청각장애아동들이 필수 문법형태소나 시제 등에서 실수가 잦고 문장 내 

필수 구성 요소를 생략하는 오류를 보인다고 하 다. 

우리 나라에서도 청각장애아동들을 상으로한 몇 몇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나, 연구

자들이 심을 가진 것은 주로 교육 로그램에 한 연구(김 욱, 1995; 노인상, 1988; 강순

옥, 1982), 조음  음운 변동에 한 연구(김화미, 2001; 이지 , 1999; 오 자, 1999; 김형숙, 

1989; 한혜경, 1988), 청능 훈련  어음 변별력에 한 연구(최참도, 1985; 김성부, 1974), 그

리고 청각장애아동의 문법 특성에 한 연구(박 , 1987) 고, 청각장애 유소아를 상으

로한 어휘 발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청각장애 유소아 아동들의 어휘 습득에 

한 연구는 청각장애아동들의 언어발달 특성을 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각장애아동들이 언어 재를 받는 데 있어서 그 내용과 방향 설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보고 방법 이용하여 다양한 연령의 청각장애 유소아 아동들

을 상으로 표  어휘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생활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청각장애아동들의 

어휘가 어느 정도 발달하는지를 고찰하 다. 그리고 청각장애아동들의 언어 단계가 발달함

에 따라 의미 범주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분석하여 청각장애아동들의 어휘 발달 특성을 연구

하 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19-60개월 사이의 청각장애아동 124명을 상

으로 하 다. 이 아동들은 모두 부모가 건청인이고, 선천 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

나 언어를 습득하기 에 뇌수막염 등의 질병으로 청력을 잃었으며, 부모와 교사가 청각장애 

이외의 다른 장애가 없다고 보고하 다. 아동들은 모두 서울의 청각장애 특수 학교에 다니거

나 서울․경기 지역의 병원, 복지 , 사설 언어치료실 등에서 구화를 사용한 언어 재활을 받

고 있었다. 자료의 수집은 2001년 9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이 아동들의 어머니에 의해 이루

어졌다. 

아동들의 표 어휘 자료를 수집할 때 아동의 부모에게 아동의 성, 생활 연령, 청각장애

를 진단 받은 나이,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하기 시작한 나이, 특수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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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언어치료를 받기 시작한 나이, 아동의 출생 순서, 기록자의 학력을 함께 기록하도록 하

다. 아동 가족의 사회 경제  치는 조사하지 않았다. 어머니들이 MCDI-K를 모두 작성

한 후 본 연구자가 아동의 교사와 일 일 면담을 통해 아동에게 청각장애 이외의 심각한 장

애가 없음을 확인하 다. 그리고 아동을 직  검사한 교사나, 아동의 언어치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동의 청력검사 결과 기록지를 가지고 있는 언어치료사를 통해 아동의 청력을 확인

하 다. 본 연구에 보고된 청력은 양쪽 귀의 청력  더 좋은 쪽 귀의 청력이다. 본 연구에서 

되도록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해 부모가 건청이고 청각장애 이외의 다른 장애가 없는 모든 

아동을 상으로 한다는 것 외에, 기타 변인은 통제하지 않았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아동의 부모를 상으로 어휘 목록을 제시하고, 부모가 아동의 사용 어휘를 

표시하는 부모보고 방식의 검사도구인 MCDI-K(최은희・배소 ․서상규, 2001) 자료를 주

로 사용하 다. MCDI-K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일부 검증된 유아용 낱말체크리스트이다. 

총 656개의 어휘가 있으며 각 범주의 구성 내용과 백분율, 어휘 수는 <그림 - 1>에 제시하

다. MCDI-K는 범주별로 명사 48 %, 동사 20%, 형용사 8 %, 문법형태소  기타 기능어

(조사, 보조용언, 어미, 기타) 18 %, 소리  일상 생활 6%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각 범주

간 구성 비율이 같지 않은 것은, 성인 언어를 기 으로 했을 때 각 범주가 언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 한 것이다.  아동의 발화를 기록하거나, 직  찰하는 등의 오랜 선행연구에

서 나타난 구성 비율을 반 한 것이기도 하다.

명사
48%

일상생활
4%

형용사
8%

동사
20%

조사 보조용언 어미

5%
소리
2%

기타
13%

<그림 - 1> MCDI-K의 구성 내용과 비율

조사, 보조용언,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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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차

본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6명의 아동 어머니를 상으로 비 실험을 실시하 다. 

비실험에서 6명의 어머니들에게 7-14일 사이에 다시 어휘 목록을 작성하게 하여 검사-재검

사 신뢰도를 조사하 다. 비 실험 결과 표  어휘 수의 오차가 1-5개 사이인 것으로 나타

나 평균 98.9 %의 신뢰도를 보 다. 이는 청각장애아동의 부모가 아동의 표  어휘를 비교  

정확하게 악하고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실험에서 아동이 스스로 표 하는 어휘만을 기록하도록 하 고, 아동이 이해하고 

있지만 표 하지 않는 어휘나 어머니가 시켰을 때에만 따라하는 어휘는 기록하지 않도록 설

명하 다.  의미가 비슷하더라도 제시된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하 다( : 

버스를 보고 ‘빵빵’이라고 한 경우에는 ‘버스’에 표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청각장애아동의 

조음이 불분명하다는 을 고려해 아동의 발음이 불분명하거나 제시된 어휘  일부만 표

하더라도 아동이 일 성 있게 그 말을 제시된 어휘로 사용한다면 해당 어휘에 표시하고( : 

물→우, 먹어→머) 아동의 말을 함께 도록 하 다. 

어휘 목록을 기록할 때 어떤 기록자는 명사 부분부터(124명  64명), 어떤 기록자는 

동사 부분부터(124명  60명)제시하여 기록자가 여러 장의 기록지를 보면서 나타날 수 있

는 피로감의 향을 이고자 하 다. 

4. 자료분석

자료를 수집한 후, 생활연령에 따라 청각장애아동의 어휘가 어느 정도 발달하는지 알

아보기 해 연구에 참여한 아동을 생활연령에 따라 12개월 단 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발달

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 다. 

그리고 어휘 발달에 따라 각 의미 범주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연구하기 해 표  어휘 

수에 따라 다시 9개의 집단으로 분류하 다. 표  어휘 수 집단과 의미 범주의 구분은 모두 

Bates (1994), Pae (1993), Caselli (1999) 등의 연구를 참고하 다. 표  어휘 집단은 아동의 

표  어휘에 따라 0개, 1-10개, 11-50개, 51-100개, 101-200개, 201-300개, 301-400개, 

401-500개, 501개 이상의 9개 집단으로 나 어, 이  표  어휘가 0개인 집단을 제외한 8개 

집단의 의미 범주를 분석하 다.  의미 범주의 발달을 분석하기 하여 23개의 어휘 범주

를 명사, 동사, 일상생활, 기타, 문법형태소 등의 5개 그룹으로 구분하 다. 명사 범주는 동물, 

소리, 탈것, 장난하는 것, 음식, 옷, 신체와 련된 말, 가정용품, 가구  방, 외부 사물,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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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등의 참조 상을 가리키는 어휘이다. 동사 범주는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를 함께 제시

하 기에 하나의 범주로 제시하 다. 일상생활 범주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빠이빠이’, ‘뽀

뽀’, ‘안돼’, ‘쉬’ 등의 어휘를 제시한 범주로, 어휘 발달 기 단계에 많이 나타난다는 Caselli

(1999)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그 로 단독 범주로 제시하 다. 기타 범주는 어휘 발달에 비

교  늦게 나타나는 발달 특성을 보이는 것들로서 시간과 련된 말, 신하는 말, 물어보는 

말, 공간과 련된 말, 양・수와 련된 말, 연결하는 말 등의 하  범주로 구성하 다. 문법

형태소 범주는 조사, 어미, 보조용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어 발달에 매우 요한 과

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범주로 제시하 다(배소 , 1997). 본 연구에서 하 범주로 분석하고

자 하는 낱말수가 체 어휘 목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명사 48%, 동사 20 %, 기타 13 %, 일

상생활 4 %, 문법형태소 6%이다. 어권 자료와의 비교를 해 형용사와 소리범주는 하 범

주에서 제외하 다. 

Ⅲ. 결  과

1. 생활 연령에 따른 청각장애아동의 어휘 발달

19-60개월 아동 124명을 상으로 어휘 목록을 수집하여 생활 연령 증가에 따른 어휘 

발달 양상을 살펴보았다. 결과는 <그림 -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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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생활 연령에 따른 어휘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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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12개월 단 의 연령 집단으로 나 어 각 연령의 평균 어휘 수와 아동의 연령

에 따른 어휘 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령별 평균 어휘 수는 <표 - 1>과 <그림 - 3>에 

제시하 다. <그림 - 2>와 <그림 - 3>에서 알 수 있듯이 청각장애아동도 정상아동과 마찬

가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같은 연령 집단에 

속한 아동들 사이에서 어휘 수의 개인차가 매우 크며, 아동간의 이러한 개인차는 아동의 연

령이 증가할수록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를 들어 24개월 이하 집단의 경우 약 39개

의 차이를 보이 는데, 25-36개월 집단에서는 표  어휘 수가 300개 이상 차이가 나고, 

37-48개월 집단에서는 표  어휘 수 차이가 약 600개에 이른다. 아동간의 이 게 큰 차이는 

이후 연령이 증가하여도 좁 지지 않고 49-60개월 집단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타났다. 

<표 - 1> 생활 연령 증가에 따른 평균 어휘 수 변화

연령 평균 어휘 수 표  편차 최소-최  범 아동 수

24개월 이하 11 15 0 -  39 9명

25 - 36개월 53 71 0 - 306 30명

37 - 48개월 159 169 0 - 617 50명

49 - 60개월 313 175 3 - 604 35명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24개월이하 25-36 37-48 49-60

생활연령

어
휘

 수

최소-최대 범위 평균

 

<그림 - 3> 생활 연령 증가에 따른 평균 어휘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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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  어휘 수별 집단에 따른 각 의미 범주의 발달 

가. 표  어휘 수별 집단에 따른 각 의미 범주의 어휘 산출율

아동의 체 어휘가 증가함에 따라 의미 범주가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연구하기 해 

아동의 표  어휘를 기 으로 모두 9개의 언어집단을 나 었다. 이  표  어휘가 0개인 집

단을 제외한 8개 집단에서 의미 범주의 발달을 분석하 다. 각 언어 집단에서 아동이 산출한 

총 어휘들  각 의미 범주의 비율을 비교하여 <표 - 2>와 <그림 - 4>에 제시하 다. 

체 어휘 수 발달에 따른 각 의미 범주의 발달 양상을 살펴보면, <표 - 2>와 <그림 - 

4>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 집단에 상 없이 명사 범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범주에 비해 

월등히 높다. 명사 범주는 11-50개 어휘 집단에서 체 어휘의 59%로 나타나고 101-200개 

어휘 집단에서 71 %로 가장 높아지며 이후 서서히 그 비율이 감소하여 501개 이상의 어휘 

집단에서는 체 어휘의 53 %에 이른다. MCDI-K에서 명사 범주가 체 어휘 수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48 %인 을 고려할 때 반 으로 그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동사 

범주는 1-10개 어휘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11-50개 어휘 집단에서 처음으로 체 어휘

의 2 %로 나타나며, 301-400개 어휘 집단에서 처음 10%로 나타난다. 그리고 501개 이상 집

단에서 체 어휘의 19 %에 다다랐다. 

<표 - 2> 의미 범주별 출 율

범주
어휘 수 명사 동사 일상생활 기타 문법

1-10 59% 0% 8% 0% 0%

11-50 57% 2% 13 % 5% 0%

51-100 58% 5% 8% 5% 0%

101-200 71% 5% 6% 5% 1%

201-300 70% 8% 5% 5% 2%

301-400 65% 12% 4% 6% 2%

401-500 60% 16% 3% 7% 3%

501개 이상 53% 19% 4% 9% 4%

MCDI-K를 구성하는 하  범주  소리와 형용사 범주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따라

서 각 집단의 의미 범주의 합은 100%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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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 의미 범주별 습득율

문법형태소 범주는 51-100개 어휘 집단에 이를 때까지 나타나지 않고, 101개 어휘 집

단에서야 비로소 1%로 나타난다. 그 이후, 201-300개 어휘 집단에서 2%, 401-500개 어휘 

집단에서 3 %, 501개 어휘 집단에서 4%의 비율로 나타나 5개 범주  가장 느리게 발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 각 의미 범주별 어휘 발달 특성

아동의 어휘 수가 발달함에 따라 각 의미 범주별로 제시된 어휘  어느 정도의 어휘를 

습득하는가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그림 - 5>에 제시하 다. <그림 - 5>의 가로 은 제

시된 어휘의 50 %를 습득한 것을 의미한다. 

<그림 - 5>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의미 범주  일상생활 범주와 명사 범주의 어휘 습

득이 가장 빠르다. 명사 범주는 1-10개인 어휘 집단부터 501개 이상인 어휘 집단까지 고르게 

발달하여, 201-300개 어휘 집단에서 제시된 어휘의 53.4 %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습

득한 어휘를 내용 면에서 보면, 어휘 수가 1-10개인 집단에서 아동들이 가장 먼  산출하는 

명사의 하  범주는 사람, 음식, 동물, 탈것이고, 어휘 수가 11-50개 집단부터는 모든 하  범

주에서 어휘를 산출한다. 그리고 장소와 외부 사물, 가구  방의 범주는 다른 범주에 비해 

비교  늦게 습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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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5> 각 의미 범주 내 어휘 습득율

동사 범주는 어휘 수 11-50개인 집단에서 처음 나타나 어휘 수가 101-200개인 집단까

지 제시된 어휘의 10 % 미만을 습득하며, 어휘 수 201-300개인 집단에서 20%, 301-400개인 

집단에서 38.7 %, 401-500개인 집단에서 61.2%, 501개 이상인 집단에서 87.8 %의 어휘를 습

득하는 것으로 드러나 어휘 수가 200개가 넘을 때 어휘 수가 다소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범주는 어휘 수 11-50개인 집단에서 처음 출 하여 어휘 수 401-500개 집단에서 

제시된 어휘의 35.8%, 어휘 수 501개 이상인 집단에서 60.8%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내용면에서 보면, 시간과 련된 말, 신하는 말․물어보는 말, 공간과 련된 말, 양․

수와 련된 말은 꾸 히 증가하여 어휘 수 501개 이상인 집단에서 모두 제시된 어휘의 5 0

% 이상을 습득한다. 그러나 연결하는 말 범주는 201-300개 어휘 집단에서 한 명의 아동을 

제외하고 400개 이하의 어휘 집단까지  출 하지 않다가, 401-500개 어휘 집단에서 처음 

출 하며, 501개 어휘 집단에서의 습득율이 제시된 어휘수의 22 %에 그쳤다. 

문법형태소 범주는 어휘 수가 51-100개인 집단에서 처음 출 하며, 어휘 수가 401-500

개인 집단에서 그 이 에 비해 격히 증가하고, 501개 이상인 집단에서 제시된 어휘의 68%

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법형태소 범주  조사와 보조 용언, 어미가 거의 비슷한 양

상으로 발달하는데, 조사와 보조 용언이 501개 이상 어휘 집단에서 각각 제시된 어휘의 81

%, 75 %를 습득하는 것에 비해, 어미는 58 %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미의 습득이 조사

와 보조 용언보다 다소 느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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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1. 청각장애아동의 어휘발달

연구결과 청각장애아동들도 건청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생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청각장애아동들은 동일 연령이라 하더라도 

어휘 수 발달의 개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차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

수록 커져서 본 연구에 참가한 49-60개월 아동들의 경우 표  어휘가 10개 미만인 아동부터 

600개 이상인 아동까지 폭넓게 분포하여 그 차이가 약 600개에 이른다. 이 게 청각장애아동

들의 어휘 발달에 개인차가 매우 큰 것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청각장애아동들의 어휘 발달에 

개인차가 크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Griswold & Cummings, 1974; Schaefer & 

Lynch, 1980).

이를 최근에 어권의 청각장애아동을 상으로 어휘 발달을 연구한 Yoshinaga-Itano, 

Sedey & Carey (1998a)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어권 청각장애아동들은 20-22개월에 평

균 128개, 23-25개월에 평균 193.4개, 36-48개월에 평균 300개, 60-72개월에 평균 514개의 어

휘를 산출한다고 한 것에 비해,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19-24개월에 평균 11개, 25-36개

월에 평균 53개, 37-48개월에 평균 159개, 49-60개월에 평균 313개의 어휘를 산출하는 것으

로 드러났다. Yoshinaga-Itano, Sedey & Carey (1998a)의 연구 결과와 연령집단이 동일하지 

않아 직  비교는 어렵겠지만 연령집단에 따라 개략 으로 비교하면 한국어권 청각장애아동

의 어휘 수가 어권 아동보다 더 다. 그러나 자료 수집에서 Yoshinaga-Itano, Sedey & 

Carey (1998a)는 청각장애아동의 표  어휘를 구어에 국한하지 않고 수화까지 포함하여 보고

하 고, 본 연구는 청각장애아동의 구어 표 만을 보고한 결과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와 직  

비교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 결과를 한국어권 건청아동의 어휘 발달을 연구한 최은희․서상규․배소

(2001)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건청아동의 경우 19개월에 평균 128(표 편차 124)개의 어휘

를 표 하고 30개월에 평균 476(표 편차 111)개의 어휘를 표 한다고 한다. 그러나 본 연구

에 참여한 청각장애아동의 경우 19-24개월 집단에서 표  어휘가 0-50개 사이이고, 25-36개

월 아동의 경우 0-300여 개 사이로 나타나, 청각장애아동들의 어휘 수가 아동에 따라 큰 개

인차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건청인 래 집단과 비교하 을 때에는 개인차에 상 없이 모두 

어휘 발달이 하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각장애아동의 언어능력이 건청

아동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고 밝힌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강순옥, 1982; G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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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g, 1987). 

2. 어휘 증가에 따른 의미 범주의 발달 

어휘 수 증가에 따라 청각장애아동들이 각 의미 범주마다 보인 발달  변화는 Bates et 

al. (1994), Caselli, Casadio & Bates (1999)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청각장애아동

들의 어휘 수 증가에 따른 각 의미 범주의 변화 양상이 건청아동의 어휘 수 증가에 따른 변

화 양상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각 의미 범주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변화 양상은 비슷하지만, 내

용 면에서 건청아동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각장애아동들은 명사 범주의 비율이 

53-71 %로 나타났다. 언어 발달 기에 참조 상물이 있는 명사의 비율이 높은 것은 건청아

동의 어휘 발달 연구에서 Bates et al. (1994)를 비롯한 많은 연구가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

과이다. 그러나 최은희(2000)에 따르면, 건청아동들은 어휘 수가 1-50개인 집단에서 명사를 

54 %, 101-200개인 집단에서 가장 높은 61%, 401개 이상 어휘 집단에서 50 %산출한다고 보

고하여, 건청아동과 비교했을 때 청각장애아동의 명사 비율이  어휘 집단에 걸쳐 다소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아동의 동사 범주는 어휘 수가 11-50개일 때 처음 습득되고, 어휘 수 

200개가 될 때 5 %, 201개 이상이 되면 8%로 나타나고, 이후 조 씩 꾸 히 발달하여 어휘 

수 501개 이상인 집단에서는 19 %의 비율로 증가한다. 그러나 최은희(2000)에 따르면 건청아

동들은, 어휘 수 50개 이하인 집단에서 동사가 체 어휘 수의 3 %, 201-300개 집단에서 13

%, 어휘 수 401개 이상인 집단에서 20%의 비율로 증가하여 그 증가 속도가 청각장애아동

에 비해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각장애아동들은  어휘 집단을 통해 명사 범주는 

건청아동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로 산출하는 반면, 동사 범주는 건청아동에 비해 낮은 비율

로 습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범주  특히 습득율이 낮은 연결하는 말 범주는, 본 연구 결과 201-300개 어휘 

집단의 아동 한 명을 제외하고 400개 이하의 어휘 집단까지  출 하지 않다가, 401-500

개 어휘 집단에서 처음 출 하며, 501개 어휘 집단에서 제시된 어휘수의 22 %를 습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청아동의 경우 평균 166개의 어휘를 산출하는 19-21개월에 일부 아

동들이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등을 산출하기 시작하고, 평균 487개의 어휘를 산출하는 

28-30개월에는 개인 인 차이는 있지만 제시된 모든 어휘를 다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희, 2000). 따라서 건청아동과 비교하 을 때 청각장애아동들이 연결하는 말 범주의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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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에서 매우 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Griswold & Cummings (1974) 등이 어권 

선행 연구에서 보고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 이러한 결과는 Geers, Moog & Schick

(1984), Tur-Kaspa & Dromi (2001) 등이 선행연구에서 학령기 청각장애아동들이 연결하는 

말의 사용에 오류가 많다고 보고한 결과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문법형태소 범주에서도 청각장애아동들은 어휘 수가 51개 이상인 집단에서 보조 용언 

‘-주다’를 처음 사용하고, 이후 느리게 발달하여 어휘 수 501개 이상인 집단에서 체 문법 

형태소의 68 %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은희(2000)는 평균 어휘 수 487개인 

28-30개월 아동 집단에서 50 % 이상의 건청아동이 모든 문법 형태소를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여, 이와 비교할 때 역시 문법형태소의 습득이 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각

장애아동들이 문법 형태소의 습득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Geers, Moog & Schick (1984), 

Tur-Kaspa & Dromi (2001) 등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국외의 여러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청각장애

아동들도 비슷한 수의 어휘를 사용하는 건청아동과 비교할 때, 명사의 구성비율은 높은 반면 

동사, 문법형태소, 기타 어휘  특히 연결하는 말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

각장애아동들의 언어 재시에 의미 발달 뿐 아니라 어휘가 구문 구조의 발달이나 이야기 발

달에 미치는 향 등을 고려해 재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를 임상 으로 시사한

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19-60개월까지의 아동 124명을 상으로 어휘 발달을 조사했다. 때문에 12

개월 단 의 집단으로 구분하 을 때 한 집단이 30-50명 정도의 아동을 상으로 하 다. 

상 아동의 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각 연령 집단은 속한 아동들의 개인차에 크게 향을 받

게 되어 래 집단의 특성을 정확히 드러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좀 더 정확한 조사를 

해서는 더 많은 수의 아동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 필요하다.  많은 청각장애

아동들이 어휘 발달 기에 구어 뿐 아니라 몸짓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 하는데, 본 

연구는 구어를 통한 표 만을 분석하 다. 청각장애아동들이 사용하는 어휘 개념과 그 발달

을 분명히 악하고 청각장애아동들의 언어 발달을 도와주기 해서는 청각장애아동들이 몸

짓이나 수화를 통해 나타내는 표 까지 모두 포함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 청

력재활방법, 재활기간, 인지능력 등의 언어발달의 개인차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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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arly Expressive Vocabulary Development 

of Korean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Hye Jin Park (Nambuk Aural Rehabilitation Center)

Soyeong Pae (College of Language and Audiology, Hally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of expressive vocabulary of 

various lexical categories of Korean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developmental patterns obtained from the children with normal hearing. 

Furthermore,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vocabulary development 

and the various factors that could influence the vocabulary development of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One hundred and twenty-four children with severe or profound hearing 

los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were 19- to 60-month-olds who had hearing parents 

with no no additional disabling conditions. Their backgrounds differed from each other in 

various aspects: the age at which hearing loss was diagnosed, the degree of hearing loss, 

the length of period of using hearing aids or cochlear implant, and the length of language 

intervention. The subjects’ expressive vocabulary levels were documented using the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 - Korean (MCDI-K).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In general, the vocabulary score of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was lower than that of age-matched peers with normal hearing, indicating delayed 

vocabulary development in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Within the subject group, 

there were noticeable individual differences even among the children of the same age, and 

these differences increased progressively in older age groups. The pattern of vocabulary 

development did not differ between the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and children with 

normal hearing. However,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showed a higher ratio of nouns 

and a lower ratio of verbs in their vocabulary when compared to normal children. The 

acquisition of closed class words of the hearing-impaired, such as grammatical morphemes 

and conjunctions, was also delayed compared to that of the children with normal hearing.

Key Words: hearing impairment, children, expressive vocabulary 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