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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development of interaction be-
haviors in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by using Tait video analysis. Methods: The par-
ticipants were 27 children: 9 with cochlear implants (CI group), 9 language age-matched 
(LA group), and 9 chronological age-matched (CA group). Their interaction behaviors were 
assessed based on 3 indices while interacting with the researcher: turn-taking, autonomy, 
and auditory awareness. Each of these indices can be either vocal or gestural. Turn-taking 
is when the child takes an appropriate opportunity to communicate during interaction. 
Autonomy is when the child initiates the interaction. Auditory awareness is when the child 
replies to a sound cue without a corresponding visual cue. Mixed-ANOVA was used to ana-
lyze the data. Results: CI group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LA group in any evalua-
tion variable.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requency of vocal turn-
taking, gestural turn-taking, and non-looking vocal turns between the CI group and the CA 
group; wherea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frequency of vocal auton-
omy, gestural autonomy, and non-looking gestural turn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Conclusion: The results showed that CI children who received early diagnosis and inter-
vention displayed a similar developmental pattern of interaction to LA children. 

Keywords: Cochlear implant for infants, Interaction evaluation, Turn-taking, Autonomy, 
Auditory awareness

청각에 문제가 없는 일반 영유아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를 습득한다(Owens, 2005). 언어발달은 정서, 인지, 사회성 등

의 다양한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언어발달 초기 영유아

와 성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아동의 전반적 발달을 위해서 중요

하다. 반면 선천성 고심도 청각장애 영유아들은 듣기의 제한으로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언어와 사회성 발달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Quittner, Leibach, & Marciel, 2004). 하지만 청각장애 영

유아들도 조기진단과, 조기중재를 통해 일반언어발달 패턴과 속도

를 따라갈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Nicholas & Geers, 

2006). 청각장애 영유아의 성공적인 조기중재를 위해서는 청각장

애의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능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Yoon, 

2010). 청각장애 영유아의 의사소통 평가에는 말지각능력 평가, 말

과 언어발달의 평가, 상호작용 평가가 포함된다(Yoon & Choi, 2010).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기술들은 훗날 언어발달을 예측

하는 지표의 역할을 하므로 영유아의 의사소통 평가에서 중요한 

평가 영역이다(Guerzoni et al., 2015; Hong & Kim, 2005; Rinaldi, 

Baruffaldi, Burdo, & Caselli, 2013). 청각장애 영유아의 상호작용 

평가로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의도가 사용되고 있으며 의사소통의

도의 발달은 국내외에서 청각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청각장애 아동의 경우에도 의사소통의도의 발달은 언

어발달에서 중요한 선행지표로 보고된다(Nicholas, 1994; Nicholas, 

Geers, & Kozak, 1994; Spencer, 1993; Sung, Yoon, & Hong, 2010; 

Yeon, 2001)

Rinaldi 등(2013)은 2세 이전에 와우이식을 받은 청각장애 영유

아를 대상으로 부모설문을 통해 상호작용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

시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들은 차례맡기에서 초기 사회적 화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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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어 청각장애 영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대

한 조기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 영유아의 상호작

용에서의 의사소통의도를 평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청각장애 영

유아들이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영유아보다 의사소통의도 산

출 빈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Sung et al., 2010; Yeon, 2001; Nicho-

las et al., 1994)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영유아보다는 산출 빈도

가 높았다(Nicholas et al., 1994).

청각장애 영유아의 언어이전기 상호작용 평가방법으로 Rinaldi 

등(2013)은 부모설문을 사용하였다. 부모설문에 의한 평가는 아동

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간접적인 

평가인 만큼 아동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Kane, 

Schopmeyer, Mellon, Wang 그리고 Niparko (2004)는 청각장애 영

유아집단에 Communication and Symbolic Behavior Scales (CSBS) 

검사를 실시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였다. CSBS에서 측정된 

의사소통 기술과 이후 언어능력과는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CSBS

는 청각장애 아동의 특성이 반영된 평가 항목이 없는 것이 제한점

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의사소통

의도 분석은 분석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청각장애 아

동들의 특성인 청각적 수행력이 고려되지 않아 실제 임상에서 사

용하기에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청각장애 영유아의 특성에 적합

하고 임상에서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언어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언어이전기의 상호작용능력 평가가 더욱 요구된다.

Tait (1993)는 청각장애 영유아의 조기중재 프로그램의 일환으

로 차례맡기에 중점을 둔 상호작용 평가를 제안하였다. ‘Tait 비디

오 분석법’이라고 하는 이 상호작용 평가는 엄마와 아동의 상호작

용을 5-10분 정도 비디오로 녹화하여 차례맡기(turn-taking), 개시

성(autonomy), 청각적 인식(auditory awareness)의 세 지표로 평가

하는데, 기존의 상호작용 평가 방법에 비해 평가 시간이 짧으며 분

석이 용이하다. 차례맡기는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는 아동과 양육

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아동의 언어이전기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며(Bruner, 1983) 아동은 차례맡기를 통해 언어

발달 및 이후 대화능력을 발달시킨다(Owens, 2005). 차례맡기는 

일반 영유아의 초기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에 사용되고 있으며(Gra-

tier et al., 2015; Kim, Kim, & Lee, 2012; Kwak, Kim, & Hahn, 2004; 

Rutter & Durkin, 1987), 청각장애 영유아에게도 의미있는 평가 지

표이다(Tait & Wood, 1987). 또한 일반적으로 청각장애 아동의 말

지각 능력 평가는 부모설문에 의해 실시되었으나 Tait 비디오 분석

법은 청각적 인식을 비시각적 차례로 측정함으로써 아동의 듣기능

력에 따른 상호작용 행동을 직접 평가한다. 

Tait 비디오 분석법에서 평가되는 세 지표는 와우이식 3년 이후 

말지각 능력을 예측하며(Tait & Lutman, 1997; Tait, Lutman, & 

Robinson, 2000), 평가 지표를 검사자들 간 독립적으로 전사하여 

분석한 결과,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Tait, Nikolopoulos, Lut-

man, Wilson, & Wells, 2001; Tait, Nikolopoulos, Wells, & White, 

2007). Nikolopoulos, Archbold 그리고 Gregory (2005)는 청각장

애 영유아의 초기 의사소통 평가를 위해 The Nottingham Early 

Assessment Package (NEAP)를 제안하였으며 상호작용 평가로 

Tait 비디오 분석법을 포함시켰다. 

조기진단으로 어린 나이에 와우이식을 받은 청각장애 영유아들

의 언어 발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서는 언어이전기

에 나타나는 상호작용 능력의 평가부터 필요하다. 이는 언어이전기

의 상호작용 수준이 언어발달을 예측하는 변수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평가 방법은 청

각장애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고, 분석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

요하여 임상 현장에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각장애 

영유아의 특성에 적합하고 임상에서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언어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언어이전기의 상호작용 능력 평가가 필

요하다. Tait 비디오 분석법은 평가 시간이 짧고 분석이 용이하며 

신뢰도가 높고 언어발달을 위한 예측 요인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

으며, 무엇보다 듣기에 따른 상호작용 반응을 직접 평가한다는 점

에서 청각장애 영유아의 상호작용 평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ait 비디오 분석법을 사용하여 와우이식 영

유아의 상호작용 행동을 차례맡기, 개시성, 청각적 인식의 세 변인

으로 평가하고 언어연령 및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영유아와 비

교함으로써 이들의 상호작용 발달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와우이식을 받은 생

후 20-37개월 사이의 청각장애 영유아 9명, 이들과 언어연령을 일치

시킨 일반 영유아 9명,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영유아 9명으로 

총 2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집단별 성별 분포는 각각 남자 4명, 

여자 5명이다. 와우이식 영유아집단(CI)은 선천성 심도 및 고심도 

청각장애로 와우이식술 후 6개월 이상 경과되었으며 언어연령이 

만3세 미만으로 한국형 덴버II검사(Shin, Han, Oh, Oh, & Oh, 2002)

에서 언어발달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정상발달 범위에 있으

며, 청각장애 외에 다른 감각, 인지 및 정서·행동 문제가 보고되지 

않은 아동이다. 언어연령일치 집단과 생활연령일치 집단의 일반 영

유아들은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Kim, Kim, Yoon, &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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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에서 언어전반 점수가 -1 SD 이상이고 한국형 덴버II검사의 

모든 영역이 정상이며 감각, 인지 및 정서·행동 문제가 없다고 보고

된 아동이었다. 일반 영유아들은 Ling 6 검사의 6개음을 탐지할 수 

있었으며 와우이식 영유아와 성별을 일치시켰다. 언어연령일치 집

단(LA)은 와우이식 영유아의 언어연령과 ±1개월 이내로 일치시

켰으며, 생활연령일치 집단(CA) 또한 와우이식 영유아의 생활연령

과 ±1개월 이내로 일치시켰다(Table 1). 

 와우이식 영유아 7명은 양쪽 귀에, 2명은 한쪽 귀에 인공와우를 

착용하였다. 한쪽 귀에 인공와우를 착용한 영유아 중 한 명은 반대

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였으며 나머지 한 명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았다. SELSI 언어연령에서 CI집단과 LA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며 CI집단과 CA집단은 생활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I집단의 배경정보는 Appendix 1과 같다. 

CI집단의 평균 생활연령은 29.67개월, 평균 언어연령은 19.56개

월이며 평균 와우이식연령은 13.89개월이다. 

연구절차

실험은 연구자가 대상자의 가정 또는 언어치료실을 방문하여 아

동과 직접 놀이를 하며 상호작용을 유도하였다. 모든 대상자에게 

자동차 놀이, 주방 놀이, 놀이터 놀이, 병원 놀이 장난감 세트를 동

일하게 제공하여 아동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촉진하였으며 그림책 보기는 모든 아동에게 시행하였

다. 대상자와의 상호작용 상황을 디지털 카메라(Samsung STW-

VLUUNV100HD)로 20-30분 녹화하였다. 상호작용하는 동안 대

상자의 양육자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상호작용을 관찰하였으며 녹

화가 끝난 후 수집된 상호작용 형태가 평소와 유사한지 확인하였

다. 상호작용 절차에 대하여는 Appendix 2에 수록하였다.

자료분석

수집한 20-30분의 녹화자료에서 상호작용이 연속되어 진행된 

부분을 선택하여 Tait (1993)의 전사 방법에 따라 전사하였다. 총 50

개의 연속된 차례를 선정하여 (1) 차례맡기의 산출 형태를 발성 차

례맡기, 몸짓 차례맡기, 무반응으로 분류, (2) 개시성의 빈도를 분석

하고 이를 발성 개시성과 몸짓 개시성으로 분류, (3) 청각적 인식의 

빈도를 분석하고 이를 비시각적 발성 차례, 비시각적 몸짓 차례로 

분류하였다. 분석 방법은 Tait를 따랐고(Tait & Wood, 1987; Tait, 

De Raeve, & Nikolopoulos, 2007), 분류체계에 대한 설명과 분석 

예시는 Appendixes 3과 4에 수록하였다. 

 

신뢰도 분석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들은 채점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3명의 자료에 대해 전사와 분석을 연습하

여 분석의 일치도를 90% 이상으로 일치시킨 후 자료 분석을 실시

하였다.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언어치료학전공 대학원생 1인

에게 채점기준을 교육 한 후 전체 자료의 30%에 대해 분석을 하게 

하여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신뢰도는 일치된 반응수를 일치된 반

응수와 불일치 된 반응수를 합한 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산출

하였다. 측정 결과, 발성 차례맡기는 99.3%, 몸짓 차례맡기는 97.6%, 

발성 개시성은 98.1%, 몸짓 개시성은 91.2%, 비시각적 발성 차례는 

99.1%, 비시각적 몸짓 차례는 95.2%, 무반응은 94.1%의 일치도를 

보였다.

통계 분석

집단(CI, LA, CA)과 산출 형태(발성, 몸짓)에 따른 차례맡기, 개

시성, 청각적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요인과 집단 

내 요인의 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분석은 Tukey의 방

법을 사용하였다. CI집단과 LA집단의 언어연령에 따른 발성 차례

맡기, 몸짓 차례맡기, 발성 개시성, 비시각적 발성 차례에 대한 상관

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통계

분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PASW 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였다. 

연구 결과

집단 간 차례맡기 빈도의 차이

세 집단(CI, LA, CA)의 산출 형태(발성, 몸짓)에 따른 차례맡기 

빈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2와 같다. 총 50차례 중 발성 차

례맡기 빈도는 CI집단이 평균 27.33회, LA집단이 평균 21.22회, CA

집단이 평균 39.11회로 나타났으며 몸짓 차례맡기 빈도는 CI집단

이 평균 19.78회, LA집단이 평균 21.22회, CA집단이 평균 39.11회로 

나타났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 9)

Age (mo) CI group LA group CA group

CA 29.67± 6.164 (20-37) 19.22± 4.684 (14-30) 29.22± 6.438 (19-36)
LA 19.56± 4.333 (14-29) 19.33± 4.664 (14-30) -
CIA 13.89± 2.934 (11-20) -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range).
CI group = cochlear implant children; LA group = language age-matched children; CA 
group =chronological age-matched children; CA=chronological age; LA= language age 
measured with Sequenced of Language Scale for Infants(SELSI; Kim et al., 2003); 
CIA= age at cochlear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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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frequencies of turn-taking in groups (N= 9)

CI group LA group CA group

Vocal turn-taking 27.33± 9.975 
(11-37)

21.22± 9.311 
(8-35)

39.11± 7.504 
(24-50)

Gestural turn-taking 19.78± 9.576 
(9-33)

24.56± 8.278 
(13-40)

9.44± 7.401 
(0-25)

No response 3.00± 2.646 
(0-9)

4.22± 3.528 
(0-12)

1.44± 1.509 
(0-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range).
CI group =cochlear implant; LA group = language age-matched children; CA group 
=chronological age-matched children.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frequencies of autonomy in groups (N= 9)

CI group LA group CA group

Autonomy (vocal +  
   gestural)

17.33± 6.021 
(6-24)

14.22± 2.819 
(11-19)

20.78± 4.147 
(14-26)

Vocal autonomy 12.56± 6.327 
(2-21)

8.44± 4.531 
(2-17)

18.22± 4.738 
(9-25)

Gestural autonomy 4.78± 2.279 
(2-8)

5.78± 3.270 
(1-11)

2.56± 1.810 
(0-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range).
CI group = cochlear implant; LA group = language age-matched children; CA group =  
chronological age-matched children.

Figure 1. Mean of frequencies of turn-taking between groups. CI group =cochlear 
implant; LA group =language age-matched children; CA group =chronological 
age-matched children.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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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ean of frequencies of autonomy between groups. CI group =cochlear 
implant; LA group =language age-matched children; CA group =chronological age-
matched children.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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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과 산출 형태에 대한 차례맡기 빈도의 차이를 보기 위한 분

산분석 결과, 산출 형태는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F(1,24) =11.558, 

p< .05), 집단과 산출 형태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

다(F(2,24) =8.537, p< .05). 산출 형태별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

과, 발성 차례맡기(F(2,24) = 9.203, p< .01)와 몸짓 차례맡기(F(2,24) =  

7.492, p< .01) 빈도에서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Tukey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CI집단과 LA집단은 발성 

차례맡기와 몸짓 차례맡기 빈도에서 CA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Figure 1).

집단 간 개시성 빈도의 차이

CI집단과 LA집단 및 CA집단이 나타낸 산출 형태에 따른 개시성 

빈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3과 같다. 발성과 몸짓을 합한 개

시성 빈도는 CI집단이 평균 17.33회, LA집단이 평균 14.22회, CA집

단이 평균 20.78회로 나타났다. 발성 개시성 빈도는 CI집단이 평균 

12.56회, LA집단이 평균 8.44회, CA집단이 평균 18.22회로 나타났

으며 몸짓 차례맡기 빈도는 CI집단이 평균 4.78회, LA집단이 평균 

5.78회, CA집단이 평균 2.56회로 나타났다. 

집단과 산출 형태에 대한 개시성 빈도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F(2,24) =4.729, p< .05)과 산출 형태(F(1,24) =  

42.927, p< .001)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산출 형태와 집단 간 상호

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2,24) =8.102, p< .01). 산출 형태별

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발성 개시성(F(2,24) =7.841, p< .01)

와 몸짓 개시성(F(2,24) =3.832, p< .05) 빈도에서 세 집단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urkey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CI

집단은 LA집단 및 CA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LA집

단은 발성과 몸짓을 합한 개시성, 발성 개시성, 몸짓 개시성 빈도에

서 CA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igure 2).

집단 간 청각적 인식 빈도의 차이

CI집단과 LA집단 및 CA집단이 나타낸 산출 형태에 따른 비시각

적 차례 빈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4와 같다. 발성과 몸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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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비시각적 차례 빈도는 CI집단이 평균 12.22회, LA집단이 평균 

9.33회, CA집단이 평균 20.56회로 나타났다. 비시각적 발성 차례 빈

도는 CI집단이 평균 8.56회, LA집단이 평균 6.33회, CA집단이 평균 

18.33회로 나타났으며 비시각적 몸짓 차례 빈도는 CI집단이 평균 

3.67회, LA집단이 평균 3.00회, CA집단이 평균 2.22회로 나타났다.

집단과 산출 형태에 대한 비시각적 차례 빈도의 차이를 보기 위

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F(2,24) =10.983, p< .001)과 산출 

형태(F(1,24) =36.759, p< .001)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산출 형태와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2,24) = 9.052, p< .01). 

산출 형태별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비시각적 발성 차례 빈

도는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F(2,24) =11.641, 

p< .001), 비시각적 몸짓 차례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Tukey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CI집단과 LA집단은 

발성과 몸짓을 합한 비시각적 차례, 비시각적 발성 차례에서 CA집

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igure 3).

언어연령에 따른 차례맡기, 개시성, 청각적 인식의 상관

CI집단과 LA집단의 언어연령에 따른 발성 차례맡기, 발성 개시

성, 비시각적 발성 차례의 상관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언어연령과 발성 차례맡기 빈도는 두 집단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CI r= .52, LA r= .79; p< .05), 언어연령과 몸짓 

차례맡기 빈도는 두 집단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CI r= .-58, 

LA r= -.84; p< .01) (Figures 4, 5). 언어연령과 발성 개시성 빈도는 

두 집단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CI r= .79, p< .05; LA 

r= .87, p< .01) (Figure 6). 언어연령과 비시각적 발성 차례 빈도는 

두 집단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CI r= .68, p< .05; LA 

r= .84, p< .01) (Figure 7).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와우이식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와우이식 영유아집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non-looking turns in groups (N= 9)

CI group LA group CA group

Non-looking turn (vocal +  
   gestural)

12.22± 5.932 
(2-21)

9.33± 4.717 
(2-17)

20.56± 5.102 
(12-27)

Non-looking vocal turn 8.56± 5.812 
(0-19)

6.33± 5.050 
(0-15)

18.33± 5.937 
(7-27)

Non-looking gestural turn 3.67± 3.741 
(0-11)

3.00± 1.581 
(1-6)

2.22± 1.787 
(0-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range).
CI group =cochlear implant; LA group =language age-matched children; CA group = 
chronological age-matched children.

Figure 3. Mean of frequencies of non-looking turns between groups. CI group = 
cochlear implant; LA group =language age-matched children; CA group =chro-
nological age-matched children.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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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catter plot of frequency of vocal turn-taking regarding language 
age in CI and LA groups. CI group = cochlear implant; LA group = language age-
match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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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catter plot of frequency of gestural turn-taking regarding language 
age in CI and LA groups. CI group = cochlear implant; LA group = language age-
match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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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CI)의 상호작용 행동을 Tait 분석방법에 따라 차례맡기, 개시성, 

청각적 인식의 세 지표로 평가하고 이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영유아집단(LA) 및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영유아집단(CA)과 

비교하여 와우이식 영유아의 상호작용의 발달 패턴을 살펴보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CI집단은 차례맡기의 빈도에서 발성과 몸짓 모두 LA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CA집단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즉, CI집단은 차례맡기에서 생활연령이 같은 아동보다 유의하

게 발성은 적고 몸짓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언어연령이 같은 아동과

는 발성과 몸짓의 사용 빈도가 차이가 없었다. 이는 Tait, de Raeve 

등(2007)의 연구에서 8-11개월에 와우이식술을 한 CI집단이 와우

이식술 1년 후 CA집단보다 발성은 적고 몸짓은 더 많이 산출한다

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Sung 등(2010)의 연구에서도 CI와 LA집단

이 CA집단보다 의사소통의도 산출 형태에서 몸짓을 더 많이 사용

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의사소통의도 발달에 대한 선행연구

(Nicholas et al., 1994; Yeon, 2001)에서 CI집단은 CA집단보다 의사

소통의도의 산출 빈도가 적고 LA집단과는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Rinaldi 등(2013)의 연구에서는 2세 이전에 CI이식을 

한 청각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 설문을 통해 차례맡기의 상

호작용능력에서 CI집단이 CA집단보다 늦다고 보고 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언어이전기의 상호작용 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이 다양하나, CI집단의 상호작용이 LA집단과는 비슷하게, CA집단

보다는 느리게 발달한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성이다.

비시각적 발성 차례 빈도로 측정한 청각적 인식에서 CI집단은 CA

집단보다는 빈도가 낮았으나 LA집단과는 차이가 없었다. 즉, 와우이

식 아동이 앞선 대화 상대자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언어연령이 

같은 일반 아동과 동일한 수준이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와우이식 

아동의 청각적 인식은 언어연령 수준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비시각적 발성 차례 빈도는 일반 아동에서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

었다. CI집단과 LA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와우이식 

아동은 와우이식 이후 청각적 입력이 제공됨으로써 언어가 발달하

게 되었고 언어발달 연령에 맞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지표와 다르게 총 개시성과 발성 및 몸짓 개시성에서 CI집

단과 CA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LA집단은 총 개시성, 

발성 개시성에서 CA집단보다 유의하게 낮고 몸짓 개시성에서 CA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Nicholas 등(1994)의 연구에서는 청각

장애 영유아집단이 상호작용 시 의사소통 기능 중 요구하기(request), 

주장하기(protest), 승인하기(acknowledge)에서 생활연령일치 집단

과 차이를 보이지 않아 청각장애 영유아의 상호작용 능력이 전반적 

발달수준 및 생활연령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개시성을 

청각적 능력보다 아동의 발달수준 및 생활연령과 연관지어 본다면, 

CI집단은 LA집단보다 평균 생활연령이 10개월 정도 높았고 이식

수술 전 평가에서 듣기와 언어발달을 제외한 다른 발달영역의 문제

나 중복장애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아동이었다. 또한 본 연구의 연

구대상자 선정 시 일반발달검사를 실시하여 이를 다시 한 번 확인

하였다. 따라서 개시성은 언어수준보다 전반적인 발달수준에 영향

을 받아 CI집단은 CA집단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LA집단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개시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CI집단과 LA집단의 언어연령에 따른 차례맡기 유형, 발성 개시

성, 비시각적 발성 차례 빈도의 관계를 보면, 두 집단은 언어연령에 

따라 서로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유사한 발달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작용 시 몸짓이 

줄어들고 점점 발성적으로 되어 가며 상호작용 개시가 많아져 적극

적인 의사소통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Figure 6. Scatter plot of frequency of vocal autonomy regarding language age 
in CI and LA groups. CI group = cochlear implant; LA group = language age-
match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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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catter plot of frequency of non-looking vocal turns regarding lan-
guage age in CI and LA groups. CI group = cochlear implant; LA group = language 
age-match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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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와우이식 영유아의 상호작

용 평가에서 차례맡기로 본 상호작용 행동은 발달적으로는 지체되

나 언어발달 수준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ung 등(2010)의 

연구에서도 와우이식을 받은 영유아들은 엄마와의 상호작용 시 자

신들의 언어발달 연령에 맞는 의사소통의도의 발달을 나타내었다. 

와우이식 아동의 상호작용 행동 발달은 일반발달 과정과 유사

하나 또래 집단에 비하여 발달적 지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

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요구된다. Cejas, Barker, Quittner 

그리고 Niparko (2004)는 와우이식 영유아의 언어연령이 높을수

록 높은 수준의 공동 참여하기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참여가 

가능하므로 이들의 언어연령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언어연령과 발성 차례맡기, 발성 개시성, 

비시각적 발성 차례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언어연령이 높을수록 상호작용이 원활해지고 이는 다시 언어발달

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와우이식 아동의 언어연령을 높이는 것은 

결국 조기진단 및 조기중재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Fulcher, Pur-

cell, Baker 그리고 Munro (2012)는 조기진단 후 와우이식 혹은 보

청기를 착용하여 청각구어적 방법으로 조기중재를 받은 아동들이 

3세가 되었을 때 대상자의 대부분이 또래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에 

속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고심도 청각장애 영유아의 조기진단

이 이루어지고 와우이식을 통해 청각적 자극이 가능한 빨리 입력

되어야 하며 조기중재를 받음으로써 언어발달을 이루어 생활연령

과 언어연령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일반발달 경로를 따라 또래 아

동의 발달에 빨리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가 확산되고 와우이식 연령이 12개월 이하

로 낮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각장애 영유아의 구어 발달 이전

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기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

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Tait 비디오 분석법으로 청각

장애 영유아의 상호작용을 평가하였고 이들의 의사소통 발달을 모

니터링 하는 방법으로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행동의 산출 형태를 발성과 몸짓으로만 

분류하였으나, 대상아동의 경우 이미 구어 사용이 나타나는 아동

이 있었다. 또한 개시성과 청각적 인식에 대해 산출 여부만 분석하

였고 산출 유형에 대한 질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출 유

형을 보다 세분화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며 후속 연구에

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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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상호작용 절차 및 유의점

상호작용 절차 1. 연구자는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아동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아동이 연구자에게 익숙해지도록 한다.

2. 연구자는 아동에게 자동차 놀이, 주방 놀이, 놀이터 놀이, 병원 놀이를 제시하여 아동이 선택하도록 한다.

3. 연구자는 아동이 선택한 장난감 외 다른 장난감을 뒤쪽으로 치운 후 아동과 사선으로 앉아 녹화를 시작하고 아동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한다.

4. 첫 번째 놀이가 끝난 후 모든 아동에게 그림책을 제시하여 그림책을 보며 상호작용한다.

5. 20-30분 정도 녹화를 한 후 아동의 양육자에게 아동의 상호작용 형태가 평소와 유사한 지 확인한다.

유의점 1. 연구자가 아동에게 질문을 할 때는 가능한 개방형 질문으로 한다.

2. 연구자는 아동이 놀이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3. 연구자는 아동에게 시각적 단서를 줄 수 있는 손짓이나 몸짓을 통제한다.

4. 연구자는 아동의 언어 수준에 맞게 발화 길이를 조절한다.

5. 연구자의 차례가 끝나면 아동의 차례를 위해 3초의 쉼을 남겨둔다.

6. 아동이 원하는 장난감으로 상호작용을 하되 선택한 장난감 외 다른 장난감은 뒤쪽으로 치워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산만해지지 않도록 한다.  

    아동이 다른 장난감놀이를 원할 때는 언제든 교체해준다.

Appendix 1. 와우이식 영유아집단의 배경 정보

대상자 성별
생활 연령

(개월)
언어 연령

(개월)

수술 전  
청력수준

와우이식술 받은 귀 
(보정청력, dB)

 보청기
착용유무

(보정청력, 
dB)

와우이식 수술시기 
(개월) CAP  

score
IT-MAIS 

score
R L R L R L

1 여 20 14   90   90 25 - 무 13 - 4 26

2 여 22 20 110 110 30 30 - 12 18 5 37

3 남 25 21 100 100 20 20 - 17 17 5 38

4 남 28 16 100 100 30-40 40 - 12 25 4 31

5 남 32 18 100 100 30 30 - 12 18 5 33

6 여 33 17 NR NR - - - 15 22 4 31

7 여 35 19 130 110 25-30 25-30 - 34 11 4 31

8 여 35 29   90 100 - - - 13 23 7 40

9 남 37 22 100   90 - 20 R - 20 5 33

언어연령=SELSI (Kim, Kim, Yoon, & Kim, 2003) 검사결과 언어전반 등가연령; CAP=Categories of Auditory Performance (Archbold, Lutman, & Marshal, 1995); 
IT-MAIS=Infant-Toddler Meaningful Auditory Integration Scale (Zimmerman-Phillips, Robbins, & Osberg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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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Tait 비디오 분석법의 분류 체계 설명

구분 설명

차례맡기(turn-taking) 아동이 의사소통 할 기회를 차례(turn)라고 하며 차례맡기는 아동과 연구자의 상호작용 시 차례를 주고 받는 것. 아동과 연구자 중 

아무나 차례를 시작할 수 있고 아동은 연구자의 차례를 방해하여 아동의 차례를 시작할 수 있음. 발성차례맡기(vocal turn-taking), 

몸짓 차례맡기(gestural turn-taking), 무반응(no response)으로 분류함.

가. 발성 차례맡기(vocal turn-taking): 발성, 발성+몸짓, 말(Verbal), 말+몸짓으로 산출되는 반응.

나. 몸짓 차례맡기(gestural turn-taking): 발성을 동반하지 않고 몸짓으로만 반응하는 것. 예를 들면 의사소통적인 몸짓(예: 가리

키기, 보여주기, 건네주기, 고개 끄덕이기, 고개 가로젓기, 손 흔들기, 어깨 으쓱하기), 연구자의 요구에 대한 반응, 연구자가 

제시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 사회적 미소, 연구자와의 눈맞춤(eye contact)이 포함됨.

다. 무반응(no response): 연구자의 차례가 끝난 후 아동이 3초 이상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연구자가 아동에게 

차례를 주었을 때 아동이 놀이에 집중하여 연구자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것.

개시성(autonomy) 아동과 연구자의 상호작용 시 앞선 연구자의 차례에서 예상하지 못한 것을 아동이 자신의 차례에서 제시하는 것. 예를 들면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거나 추가하기, 반대하기, 주장하기, 속이기, 놀리기, 질문하기, 주제 바꾸기가 있으며 발성을 동반하는 경우 발성 

개시성(vocal autonomy), 몸짓으로 표현하는 경우 몸짓 개시성(gestural autonomy)으로 분류함.

청각적 인식(auditory awareness) 아동과 연구자의 상호작용 시 아동이 청각적 단서만 듣고 반응하는 것으로 비시각적 차례(non-looking turn)로 측정함. 비시각적 

차례는 앞 선 연구자의 차례에서 시각적 단서 없이 청각적으로만 듣고 아동이 자신의 차례에서 반응하는 것. 발성을 동반하는 경

우 비시각적 발성 차례(non-looking vocal turn), 몸짓으로만 표현하는 경우 비시각적 몸짓 차례(non-looking gestural turn)로 

분류함.

Appendix 4. Tait 비디오 분석법의 분석 방법에 따른 상호작용의 전사

A=adult; C=child; ↓=아동의 차례; (   )=몸짓; ○=개시성; *= 비시각적 차례; 실선=연구자를 보거나 눈맞춤이 나타났을 때.
총 차례맡기 빈도15회, 발성 차례맡기 빈도 11회; 몸짓 차례맡기 빈도 3회, 무반응 빈도 1회, 발성 개시성 빈도 5회, 몸짓 개시성 빈도 1회,  
비시각적 발성 차례 빈도 5회, 비시각적 몸짓 차례 빈도 1회.

 

A: 난 그네 탈래 그네(루피 제시)   ↓   뽀로로 내릴까?     ↓       뽀로로 내리자 

C:                              그네                *뽀(고개 끄덕) 

 

A:   ↓     엄마도 내려? 그래 엄마도 내려   ↓   그럼 여기 누가 탈까? 

C:  엄마                                 *내려  

 

A:      ↓         엄마가 타    ↓   그럼 뽀로로는 빙글 타 

C:*(엄마 인형 태움)            *타                         *비(뽀로로를 빙글에 태움) 

 

A: 잘했어       ↓           와 재밌다.   ↓      그래 엄마도 타 

C:         비(빙글 잡고 돌림)           음 맘마 타 

 

A:   ↓   엄마 안 타?         ↓                    응 콩순이야         ↓ 

C:  NR               어(콩순이 인형을 손으로 지적)              (인형보고 미소) 

 

A: 콩순이 안녕          ↓          먹어? 냠냠냠    ↓   꽃게 맛있다     ↓ 

C:             으 머머(꽃게를 내밈)              *냠냠              (눈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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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Tait 비디오 분석법을 사용한 와우이식 영유아의 상호작용 평가

정윤희1·윤미선2

1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언어치료학과, 2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Tait 비디오 분석법을 사용하여 와우이식을 받은 청각장애 영유아의 상호작용 행동을 평가하여 이들의 상호

작용 발달 패턴을 일반 아동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Tait 비디오 분석법은 청각장애 아동의 상호작용 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방법: 연구대상은 와우이식 영유아 9명과 이들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영유아 9명,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영유아 9

명의 총 27명이었다. 대상 영유아와 연구자와의 상호작용을 녹화, 전사하여 상호작용 행동을 발성과 몸짓에 따른 차례맡기 빈도, 개시

성 빈도, 청각적 인식(비시각적 차례) 빈도로 측정한 후 집단 간, 집단 내 요인의 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와우이식 영유아집

단과 언어연령일치 집단은 모든 평가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와우이식 영유아집단은 생활연령일치 집단과 발성 

차례맡기, 몸짓 차례맡기, 비시각적 발성 차례 빈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발성 개시성, 몸짓 개시성, 비시각적 몸짓 차례 빈도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논의 및 결론: 조기진단과 조기중재를 받은 와우이식 영유아집단은 생활연령일치 집단과는 상호작용 행동에서 

차이를 보이나 언어연령일치 집단과는 유사한 발달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핵심어: 와우이식 영유아, 상호작용 평가, 차례맡기, 개시성, 청각적 인식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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