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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ecep-
tive vocabulary knowledge and speech perception ability in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 
(CI) after assessing vocabulary knowledge in terms of chronological and hearing age, and 
speech perception ability at the sentence and discourse levels. Methods: This study includ ed 
25 children with CI who received their first CI before the age of 6, had used CIs more than 
6;6 years, had no other disabilities, and were attending regular elementary or secondary 
schools. Receptive vocabulary knowledge and speech perception ability were assessed 
with the REVT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and 3 subtests of KNISE-DASP (Ko-
rean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Development Assessment of Speech Percep-
tion), Sentence Comprehension Test, Sentence Recognition Test, and Connected Speech 
Test. Correlation analysis was also conducted between speech perception and vocabulary. 
Results: The average REVT equivalent age of the CI group was delayed for 1;10 years com-
pared to the age-matched normal hearing peers, but was placed within the average range 
of normal hearing children when the hearing age was matched. The participants had some 
difficulties in speech perception, especially at the discourse level. The speech perception 
ability was highly correlated with vocabulary scores, but some students had difficulties in 
speech perception despite vocabulary knowledge comparable to their normal hearing 
peers. Conclusion: Difficulties in speech perception at the sentence and discourse levels 
could have resulted from a lack of vocabulary knowledge. The results suggest that aural re-
habilitation programs should include treatment for the improvement of speech percep-
tion at the sentence and discourse levels. 

Keywords: Hearing loss, Cochlear implant, Vocabulary, Speech perception, Sentence com-
prehension, Sentence recognition, Connected speech comprehension

언어능력의 발달은 언어를 전달하는 소리 정보 즉, 분절적인 특

성과 초분절적인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음향학적 연속체를 지각하

고 처리하는 듣기 기술의 발달을 통해 이루어진다(Cole & Flexer, 

2015). 특히 청각장애 아동의 경우, 듣기 기술의 발달 정도를 파악

하는 것은 그들의 언어 발달 및 학업 수행의 결과를 이해하고 필요

한 중재 목표를 설정하는 데 기초가 된다. 청각장애 아동의 구어발

달 및 학업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듣기 기술은 Erber (1982)의 

듣기 기술 발달 중 ‘이해’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소리 정보의 의미를 

처리하게 된다. 언어가 전달되는 속성상 이 단계의 듣기 기술은 청

각정보처리과정(auditory information processing)이면서 동시에 

언어적처리과정(linguistic processing)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이

해’ 단계의 듣기 기술은 상위 단계의 언어학적 단위인 연결 발화, 즉 

담화 수준의 소리정보 처리까지 포함한다(Ling, 2002; Perigoe & 

Paterson, 2013; Tye-Murr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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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이나 대화, 담화 수준의 소리정보 처리는 학령기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이러한 활동은 학교에서 매일 접하게 되는 듣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수업 중 설명을 듣고 이해

하는 것, 교사의 지시사항이나 질문을 듣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친

구들과의 대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 등은 청각장애 아동의 학업 

수행은 물론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적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교과 과정이나 수업, 교사가 사용하는 지시문, 

친구들과의 대화 등을 고려할 때, 문장 및 담화 수준에서의 청각적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말지각 능력은 학령기에 반드시 발달되

어야 하는 능력으로 평가나 중재의 목표로 포함되어야 한다(Ka-

plan, Mahshie, Moseley, Singer, & Winston, 1993). 이를 반영하여 

Auditory Skills Checklist (Anderson, 2004), Auditory Learning 

Guide (Walker, 2009), Auditory Skills Program (Romanik, 1994) 

등의 청각 기술 평가나 중재 프로그램은 모두 청각장애 아동의 종

합적인 의사소통능력 평가의 한 요소로서 듣기 기술 발달의 최상

위 단계에 문장뿐 아니라 연결발화(connected speech), 즉 담화 수

준의 이해를 포함하고 있다. 

인공와우 착용 아동의 말지각 능력은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영

향을 받으므로 그 결과가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

지만, 일반적으로 이식시기가 빠를수록 그 수행력이 높고, 착용기

간이 증가할수록 말지각 능력이 지속적으로 발달되며, 많은 경우 

정상적인 발달 수준까지 향상을 보인다(Hyun & Yim, 2013; Nipar-

ko et al., 2010). 또한 청각학적인 변인들 외에 인공와우 착용 아동

의 말지각 수행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는 언어능

력으로, 말지각 능력과 수용 및 표현언어와는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lamey et al., 2001; Blamey & Sarant, 2002; Da-

vidson, Geers, Blamey, Tobey, & Brenner, 2011; Kang & Ha, 2013; 

Wu et al., 2011). 예를 들어, Wu 등(2011)은 평균 3세경에 인공와우

를 이식받고 7-9년 정도의 착용기간을 가진 39명의 아동들이 문장

인지 검사에서 78%의 목표단어 정반응률을 보였으며, 검사점수와 

표현 및 수용 언어점수와의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어휘력과 단어 및 문장의 말지각 수행과의 관계에 대한 장기 추

적 연구(Blamey et al., 2001; Blamey & Sarant, 2002; Davidson et 

al., 2011)에서 어휘력이 발달하는 동안 말지각 수행력에 연령에 따

른 증가가 나타나며, 어휘력 검사(PPVT)에서 각각 등가연령 7, 10

세 수준의 어휘력을 보일 때 단어와 문장 지각 수행에서 고원현상

을 보이며 더 크게 향상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들은 단어와 문장 수준의 말지각 수행력이 어휘력과 관계가 있으

며, 또한 말지각의 수행 향상이 어휘력으로 대표되는 언어발달 정

도를 반영하는 것임을 입증한다. 

학령기 청각장애 아동의 어휘력은 청각보조기기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했던 과거에 비해 최근 매우 향상되었으나, 연구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상이하다. 예를 들어 학령기 아동의 어휘력을 보고한 

연구 결과를 보면 2-5세 사이에 인공와우 수술을 한 경우 약 50%-

57%의 아동들이 수용어휘에서 건청 또래 기준 1 SD 이내의 수행을 

보인다는 결과(Boons et al., 2013; Duchesne, Sutton, & Bergeron, 

2009; Geers, Moog, Biedenstein, Brenner, & Hayes, 2009)와 약 2-4

년 사이의 지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공존한다(Fagan & Pisoni, 

2010; Johnson & Goswami, 2010). 그러나 Fagan과 Pisoni (2010), 

그리고 Thal, DesJardin과 Eisenberg (2007)는 인공와우 착용 아동

들의 어휘력이 듣기연령(hearing age)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건청 

아동의 어휘력 검사 결과 평균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고하였다. 인

공와우를 이식 받는 경우는 고심도 난청으로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말소리 지각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 듣기연령은 인공와

우 이식 후 말소리 지각에 필요한 주파수들을 듣게 되는 ‘생활연령-

인공와우 사용 시작 연령’으로 계산하였다. 이 선행연구들은 비록 

인공와우 착용 아동들의 어휘력이 생활연령에 비해 지체되어 있으

나, 그들의 듣기연령, 즉 청각적으로 정보를 접한 기간에 비례하여 

발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공와우 착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휘력 연구 결과를 종합하

면 또래 건청 아동에 비해 어휘의 양이 적을 뿐 아니라 어휘발달 속

도 또한 뒤처지며(Fagan & Pisoni, 2010; Holt, Beer, Kronenberger, 

Pisoni, & Lalonde, 2012; Quittner et al., 2013),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휘 습득 속도가 느려지고(Blamey, Bow, Paatsch, Sarant, & Gal-

vin, 2004; Convertino, Borgna, Marschark, & Durkin, 2014), 어휘

량이나 습득 속도 모두에 큰 개인차가 존재한다(Hayes, Geers, Tre-

iman, & Moog, 2009; Pisoni, Kronenberger, Roman, & Geers, 2011)

고 보고되고 있다. 느린 어휘발달 속도는 인공와우 착용 아동의 어

휘발달 지체가 지속되게 할 뿐 아니라 아동이 성장할수록 건청 아

동의 어휘량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점점 더 커지는 데 영향을 미

친다(Hayes et al., 2009). 

그 외 일반적으로 건청 또래에 비해 뒤떨어지는 언어능력이나 읽

기능력이 아동들의 어휘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상청력 아동들의 경우 부모나 의사소통 파트너와

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리고 TV와 라디오에서의 말하는 단어나 다

른 사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음(overhearing)으로서 새로운 어휘

를 습득한다. 그러나 청각장애 아동들은 이러한 듣기가 어려워 새

로운 어휘나 구문을 다양한 맥락에서 우연학습을 할 기회가 매우 

적거나 없다. 또한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읽기 능력으로 인해, 읽기

를 통해 새로운 어휘나 언어능력을 습득하는 데 제한적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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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raxler, 2000). 읽기 능력은 구어능력(spoken language ability)

을 기반으로 한 문자의 음운론적 해독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때 

담화 수준의 구어 능력이 읽기 발달과 가장 관련이 있다. 담화 수준

의 구어능력은 담화 수준의 소리정보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발달

한다는 점에서 이 단계에서의 듣기기술 발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듯 담화 수준에서의 소리정보 처리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령기 청각장애 

아동의 듣기기술 발달 연구는 주로 음소와 단어, 문장 수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Heo, Ahn, & Boo, 2011; Kim, Lee, Heo, & Oh, 

2002; Kim, Kim, Cho, & Rhee, 1998), 담화 수준에서의 수행 능력

을 보고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현재 인공와우를 착용하는 고심도 청각장애 아동 수가 증가하

고 있고, 그들의 대부분이 일반학교에 통합되어 교육받고 있다. 이

러한 통합환경에 배치된 인공와우 착용 아동들이 성공적으로 학

업, 의사소통 및 사회성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상발달 수준의 

어휘력과 문장 및 담화 수준에서의 청각적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

하는 말지각 능력을 갖추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통합환경의 학령기 인공와우 착용 아동의 어휘력과 문장 및 

담화 수준의 말지각 발달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교

육적 및 재활적 요구를 모색하기에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공와우를 사용하고 있는 학령기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

으로 생활연령과 듣기연령에 따른 (1) 수용어휘 발달 정도, (2) 보기 

없이 청각적 단서만 제시되는 문장 및 담화 수준에서 말지각 수행

력, 그리고 (3) 말지각 수행력과 수용어휘력 간의 상관성를 파악하

고자 하였다. 특히 말지각 수행력의 경우 연령, 어휘력, 인공와우 이

식시기의 각 변인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수행력의 차이를 비

교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대구 및 강원도에 소재한 일반학교에 통합된 

인공와우 착용 학생으로 초등학생 12명과 중고등학생 13명 총 25

명(남: 15명, 여: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

은 151.04 (SD=31.27)개월, 연령 범위는 96-206 (8;0-17;2)개월이었

다. 모든 대상자들은 (1) 선천적 난청 또는 언어습득 이전에 난청이 

있고, (2) 6세 이전에 첫 번째 인공와우 시술을 받았고, (3) 인공와우 

착용기간이 6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4) 의사소통 방식으로 구화를 

사용하고, (5)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6) 청각장애 이외에

는 동반장애가 없었다. 첫 번째 인공와우를 이식한 평균 연령은 

28.12 (SD=15.82)개월이었으며, 가장 빠른 연령은 12개월, 가장 늦

은 연령은 71개월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듣기연령(인공와우

로 소리를 접한 기간)은 114.84 (SD=34.98)개월로 그 범위는 78-

162개월이었다. 자료 수집은 서울과 대구의 청각재활 기관과 강원

도 소재 대학의 청각언어센터에서 자격을 갖춘 청능사와 언어재활

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교, 연령, 인공와우 

시술연령, 듣기연령, 인공와우 사용 후 교정 청력, 인공와우 착용상

황, 청능재활 여부에 대한 정보는 Table 1과 같다. 

연구자료

어휘력 검사 

연구대상자들의 어휘력을 평가하기 위해 수용 및 표현 어휘력검

사(REVT; Kim, Hong, Kim, Jang, & Lee, 2009)의 수용어휘검사를 

실시하였다. REVT는 규준 참조검사로 2세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원점수의 연령별 규준을 제시하고 있어 초등 및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본 연구대상자 어휘력의 정상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원점

수는 등가월령 또는 등가연령으로 환산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는 언어발달 지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원점수를 등가월령으로 

환산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말지각 검사 

문장과 담화 수준의 말지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KNISE-DASP 

(DASP; Song, Lee, & Jang, 2010)의 하위 검사인 문장이해검사(Sen-

tence Comprehension Test, SCT), 문장인지검사(Sentence Recogni-

tion Test, SRT), 그리고 이야기 이해검사(Connected Speech Test, 

CST)를 이용하였다. DASP은 학령기인 청각장애 아동의 말지각 능

력을 평가하기 위한 규준 참조검사로, 유치부-초등학교 저학년 수준

의 고빈도 어휘와 구문을 사용하여 검사 대상 아동의 어휘 및 언어

능력이 말지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고, 1,227명의 유

치원과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건청 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되었다. 

DASP의 SCT, SRT, CST는 보기가 있는 조건(closed-set)과 보기

가 없는 조건(open-set)에서 말지각에 청각과 시각 단서를 모두 사

용하는(auditory visual) 조건과 시각적 단서를 배제하고 청각적 자

극만 사용하는(auditory only) 조건의 검사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3개의 검사 모두 보기 없이 청각적 자극만을 사

용하는 조건의 말지각을 검사하였다. SCT와 SRT는 모두 문장 수

준의 말지각 검사이다. SCT는 아동이 문장을 듣고 그에 맞게 한 단

어로 답을 하는 방식이고, 모두 10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이 정반응한 문장의 수의 총점이 원점수이다. SRT는 검사자가 

제시한 문장을 듣고 아동이 그대로 따라말하는 방식으로, 모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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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문장에 40개의 목표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10개 문장의 평균 문

장 길이는 4어절, 범위는 2-6개 어절이다. 아동이 따라 말한 문장에

서 목표단어의 정반응 개수를 합산하여 원점수를 구한다. SCT는 2

개부터 6개까지의 문장으로 구성된 이야기를 들은 후 각 이야기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방식의 검사로 각 이야기마다 1-2개의 질문으

로 구성되어 있다. 세 검사 모두 원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분석

에 사용하였다. 

연구 절차

자격을 갖춘 언어재활사와 청능사가 조용한 방에서 아동과 일대

일로 앉아 각각 REVT와 DASP를 실시하였다. REVT와 DASP 검

사를 할 때 아동과 검사자와의 거리는 약 1 m였다. REVT는 아동이 

검사자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검사 지침서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였다. 아동이 원할 경우 검사 문항을 글씨로 써서 보여주었으

며, 육성과 글씨를 포함하여 최대한 2번까지 검사 문항을 제시하였

다. DASP의 검사 문항은 아동이 검사자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

에서 검사자의 육성으로 제시하였고, 검사는 SRT, SCT, CST의 순

으로 진행하였다. 어휘력 검사와 말지각 검사는 대부분 서로 다른 

날 시행하였으며, 동일한 날 진행할 경우 두 검사 사이에 아동이 충

분히 쉴 수 있도록 하였고, 두 검사의 순서는 번갈아서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

어휘력검사 결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REVT 

검사지침서의 ‘연령별 수용 및 표현어휘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를 이용하여 검사대상자의 어휘발달 정상성을 판별하고, 검사지침

서에 따라 그 결과를 정상발달(-1 SD 이상), 약간 지체(-1 SD와 -2 

SD 사이), 어휘능력 발달지체(-2 SD 이하)로 분류하였다. 이때 청각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대상자의 생활연령(CA)과 듣기연령

(HA)을 기준으로 각각 어휘발달 정상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백

분율로 제시하였다. 둘째, REVT 검사지침서의 ‘등가연령 규준표’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the participants

Subject no# Gender School CA  
(mo)

Age at CI  
(mo)

Hearing age  
(mo)

PTA with CI 
(dB)

Hearing  
device use AR

  1 F E 96 18 78 30 Unilateral Yes
  2 M E 97 18 79 28 Unilateral Yes
  3 M E 111 18 93 25 Bilateral No
  4 M E 114 12 102 31 Unilateral Yes
  5 M E 116 24 92 35 Bilateral Yes
  6 F E 117 13 100 33 Unilateral Yes
  7 M E 127 42 85 26 Unilateral No
  8 M E 132 15 118 34 Bimodal Yes
  9 F E 137 12 126 23 Unilateral Yes
10 F E 146 24 119 33 Unilateral Yes
11 M E 150 36 114 30 Unilateral No
12 M E 153 44 109 13 Bimodal Yes
13 F S 157 33 124 36 Bilateral Yes
14 M S 157 20 142 35 Bimodal Yes
15 M S 159 48 111 26 Bimodal No
16 F S 161 71 91 24 Unilateral Yes
17 F S 168 18 150 31 Unilateral Yes
18 M S 168 38 133 36 Bimodal Yes
19 F S 169 24 145 25 Bilateral Yes
20 F S 171 18 153 22 Bilateral No
21 M S 187 30 157 40 Bimodal Yes
22 M S 188 48 140 25 Bimodal Yes
23 M S 193 31 162 28 Bilateral Yes
24 M S 196 48 148 35 Bimodal Yes
25 F S 206 60 146 30 Unilateral No

E= elementary school; S= secondary school; F= female; M= male; CA= chronological age; CI= cochlear implant; age at CI= age at the first CI switch on; Unilateral= use only 
one CI; Bimodal= use one CI and one HA at the other side of ear simultaneously; Bilateral= use two CIs; PTA= pure-tone threshold average at 500, 1,000, and 2,000 Hz; AR=  
enrollment in the aural rehabilitation program at the time of th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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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원점수를 등가월령으로 변환하여 어휘능력 발달지체가 어

느 정도 되는지 살펴 보았다. 어휘능력의 발달지체 분석도 역시 생

활연령과 듣기연령을 기준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검사대상자의 어

휘능력이 정상청력인 규준의 어휘발달에 비해 어느 정도 지체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지침서에서 제공한 등가월령과 생활연령 사이의 

차이(등가월령-생활연령, 이하 EA-CA)를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

다. 또한 듣기연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일한 듣기 경험을 가진 정

상청력 규준의 어휘발달에 비해 어느 정도 지체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등가월령과 듣기연령 사이의 차이(등가월령-듣기연령, 이하 

EA-HA)를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말지각 검사 결과는 DASP의 SCT, SRT, CST 검사 각각의 정반

응률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이를 연령별(초등과 중고등), 

어휘력 발달별(정상집단과 지체집단), 이식연령별(2세 이전과 이

후)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t-검증하였다. 그리고 생

활연령과 듣기연령으로 나누어 연령과 각 검사에서의 수행결과와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마지막으로 어휘력과 말지각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

해 REVT의 등가연령과 SRT, SCT, CST의 정반응률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IBM사의 SPSS 23.0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어휘력 검사 결과

검사대상자의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어휘발달 정상성 여부를 분

석한 결과, 연구대상자 25명 중 12명(48%)이 -1 SD 이상에 해당하

는 점수를 획득하여 어휘력이 ‘정상발달’로 나타났다. 그러나 2명

(8%)은 ‘약간 지체,’ 11명(44%)은 ‘어휘능력 발달지체’로 판정되었

다. 검사대상자의 듣기연령을 기준으로 어휘능력 발달의 정상성을 

판정하였을 때에는 25명 중 14명(56%)이 듣기연령이 같은 정상청력 

아동의 ‘정상발달’ 범주에, 3명(12%)이 ‘약간 지체,’ 8명(32%)이 ‘어

휘능력 발달지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각 분석조건에서 

아동들의 어휘력 분포의 비율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각 검사대상자의 어휘력이 생활연령이나 듣기연령 규준보다 얼

마나 지체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검사대상자들이 획득한 원

점수를 REVT의 검사지침서에 따라 등가월령(EA)으로 환산하였

다. 언어발달 정상성 판단 결과에 따른 생활연령 및 듣기연령을 기

준으로 한 규준과의 차이를 Figure 2에, 연령 및 어휘력간의 상관관

계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어휘력(EA)은 집단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생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Figure 2A), 통계

적으로 유의한 확률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r= .347, p= .089). 연구

대상자 전체 집단의 수용어휘 등가월령 평균은 133.04 (SD=48.67) 

개월(범위: 31-193개월)이었다.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한 규준과 비

교하여 어휘력의 지체 정도를 확인하였을 때, 집단에 관계없이 생

활연령이 증가할수록 EA-CA의 차이가 더 커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Figure 2B),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r=  

-.300, p= .145). 본 연구대상자들의 EA-CA 평균은 -18.00 (SD=47.86) 

개월(범위: -142-45개월)로, 생활연령이 같은 REVT 검사지침서의 

규준보다 어휘력에서 집단 평균 약 1년 6개월 정도의 지체를 보였

다. 생활연령보다 등가월령이 낮은 경우 EA-CA의 범위는 -1부터 

-150로 나타났다. 그리고 EA-CA는 인공와우 이식연령과 부적 상

관이 있었다(r= -.528, p= .007) (Figure 2C).

듣기연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구대상자의 REVT EA는 듣기연

령의 증가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508, p= .009). 

Figure 1. REVT_receptive vocabulary test outcomes as a function of (A) chronological age (CA), and (B) hearing age (HA). REVT=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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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32%)이 ‘어휘능력 발달지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각 분석조건에서 아동들의 

어휘력 분포의 비율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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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Figure 2에, 연령 및 어휘력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어휘력(EA)은 집단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생활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Figure 2A), 통계적으로 유의한 확률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r=.347, p=.089). 

연구대상자 전체 집단의 수용어휘 등가월령 평균은 133.04 (SD=48.67)개월(범위: 31–

193개월)이었다.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한 규준과 비교하여 어휘력의 지체 정도를 확인하였을 때, 

집단에 관계없이 생활연령이 증가할수록 EA-CA의 차이가 더 커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Figure 2B),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r=-.300, p=.145). 본 연구대상자들의 

EA-CA 평균은 -18.00 (SD=47.86)개월(범위: -142–45개월)로, 생활연령이 같은 REVT 

검사지침서의 규준보다 어휘력에서 집단 평균 약 1년 6개월 정도의 지체를 보였다. 생활연령보다 

등가월령이 낮은 경우 EA-CA의 범위는 -1부터 -150로 나타났다. 그리고 EA-CA는 인공와우 

이식연령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r=-.528, p=.007) (Figure 2C). 

듣기연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구대상자의 REVT EA는 듣기연령의 증가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08, p=.009). 그러나 듣기연령을 기준으로 REVT 규준과의 차이를 

(A) (B) 

REVT_Receptive_CA
Above -1 SD
B/w -1 & -2 SD
Below -2 SD

REVT_Receptive_HA
Above -1 SD
B/w -1 & -2 SD
Below -2 SD

44%

32%

56%

12%

4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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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s between age factors and vocabulary converted scores

CA HA Age at CI
REVT

EA EA-CA EA-HA

CA - .863** .569** .347 -.300 -.133
HA - .079 .508** -.047 -.031
Age at CI - -.154 -.528** -.227

CA= chronological age; HA= hearing age; CI= cochlear implant; REVT= 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EA= equivalent age; 
EA-CA= difference between EA and CA; EA-HA= difference between EA and HA. 
**p < .01.

Figure 2. REVT_receptive equivalent age scores and the difference from the norm of REVT as a function of chronological age (A-C) and hearing age (D). REVT= Re-
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EA= equivalent age; CA= chronological age; HA= hearing age; EA-CA= difference be-
tween EA and CA; EA-HA= difference between EA and HA; CI= cochlear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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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듣기연령을 기준으로 REVT 규준과의 차이를 파악했을 때, 

EA-HA는 듣기연령과 관계가 없었으며(r = -.031, p= .882) (Figure 

2D), 인공와우 이식연령과도 상관관계가 없었다(r= -.154, p= .463). 

전체 집단의 EA-HA 평균은 12.36 (SD=41.94)개월이었으며, 듣기

연령보다 등가월령이 낮은 집단에서 EA-HA의 범위는 -82부터 -8

개월이었다. Figure 2D에서 REVT-R EA-HA가 0 이하인 대상자는 

모두 ‘어휘능력 발달지체’ 집단에 속하는데, 그림의 산포도는 연구

대상자의 어휘발달 지체 정도가 인공와우 수술시기나 듣기연령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r= -.227, p= .274). 

말지각 검사 결과

검사대상자의 DASP SCT, SRT, CST 결과는 각각 Figures 3-5에 

제시하였다. 각 그림의 (A)는 생활연령에 따른 정반응률을, (B)는 

듣기연령에 따른 정반응률을 나타낸다. 각 그림은 어휘발달 정상성 

판단 결과와 인공와우 이식연령을 구분하여 말지각 수행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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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entence Comprehension Test (SCT) scores as a function of (A) chronological age and (B) hearing age. Filled dots indicates the group that implanted their 
CI at under 2 years of age, and the transparent circle indicates the group that implanted their CI at above 2 years of age. REVT= 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CI= cochlear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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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entence Recognition Test (SRT) scores as a function of (A) chronological age and (B) hearing age. Filled dots indicates the group that implanted their CI 
at under 2 years of age, and the transparent circle indicates the group that implanted their CI at above 2 years of age. REVT= 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CI= cochlear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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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였으며, 각 검사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3에, 말지

각 검사와 연령 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세가지 검사 모두 정반응률은 0%-100%였다. 

문장을 듣고 대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문장수준 말지각 능력을 

검사한 SCT의 정반응 평균은 80.00% (SD=35.94%)였다. 25명의 

연구대상자 중 16명(64%)이 100%의 정반응률을, 5명(20%)이 50%

미만의 정반응률을 나타내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의 

SCT 평균점수는 각각 74.17%와 85.3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t(23)= -.773, p= .447). REVT의 정상성 판단 결과에 

따라 SCT 수행점수를 살펴본 결과, 어휘력 정상발달 집단에 속한 

연구대상자 12명 중 10명(83.3%)이 생활연령에 관계없이 SCT에서 

100%의 수행을 보인 반면, 어휘력 발달지체 집단에 속한 검사대상

자는 11명 중 2명(18.2%)의 아동만이 100%의 수행을 보였다. 어휘

력 정상발달 집단과 어휘력 지체 집단(약간 지체 및 발달지체)의 

SCT 평균점수는 각각 98.33%와 63.0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t(23)=2.770, p= .011). 듣기연령 78개월 이상에서 인공

와우 이식 시기가 2세 이전인 13명의 검사대상자 중 10명(76.9%)이, 

2세 이후인 12명 중 6명(50%)이 듣기연령에 관계없이 100%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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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다. 인공와우 이식연령이 2세 이전인 집단과 2세 이후인 집

단의 평균 점수는 각각 90.00%와 69.17%이나 집단간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23)=1.484, p= .151). 상관분석 결과 듣

기연령은 SCT 검사 결과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r= .390, 

p= .054). 

문장을 듣고 따라하는 방식으로 문장수준 말지각 능력을 검사

한 SRT의 정반응률 평균은 72.52% (SD=35.88%)였으며, 전체 25

명 중 100% 4명을 포함하여 20명(80%)이 70% 이상을, 0% 4명을 포

함한 5명(20%)이 50% 미만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초등학교와 중고

등학교 학생의 SRT 평균점수는 각각 68.79%와 75.96%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23)= -.491, p= .628). 참여자 중 7명(28%)

은 SRT에서 100%의 정반응을 보였는데, 어휘력 정상발달 집단에 

속한 대상자가 4명(33.3%), 약간 지체 및 어휘력 발달지체 집단에 

속한 대상자가 3명(23.1%)이었다. 어휘력 정상발달 집단이 어휘력 

지체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SRT 평균점수를 보였다

(t(23)=2.998, p= .006). Figure 4의 산포도에서 알 수 있듯이 SRT

에서 100% 수행을 보인 대상자와 0%의 수행을 보인 대상자는 생

활연령 및 듣기연령에 관계없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인공와우 

이식연령으로 나눈 집단별 수행을 살펴보았을 때 서로 다른 양상

을 보였다. 인공와우 이식연령이 2세 이전인 대상자 13명 중 12명

(92.3%)이 SRT에서 70% 이상, 1명(7.7%)이 0%의 정반응을 보인 반

면, 2세 이후 집단 12명 중 7명(58.3%)은 90% 이상의 정반응을, 5명

(41.7%)은 50% 이하의 수행을 보였다. 2세 이전 인공와우 시술 집단

과 2세 이후 인공와우 시술 집단의 수행력은 각각 81.00%와 63.33%

이었으나,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23)=1.244, 

p= .226). 그러나 상관분석 결과 인공와우 이식연령은 SRT 수행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427, p= .033). 즉, 인공와

Figure 5. Connected Speech Test (CST) scores as a function of (A) chronological age, and (B) hearing age. Filled dots indicates the group that implanted their CI at 
under 2 years of age, and the transparent circle indicates the group that implanted their CI at above 2 years of age. REVT= 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CI= cochlear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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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mean (SD) of SCT, SRT, and CRT 

School Vocabulary Age at CI

Elementary Secondary Normal Delay Before 2 years After 2 years

SCT 74.17 (41.44) 85.38 (30.72) 98.33 (3.89) 63.08 (43.85) 90.00 (27.69) 69.17 (41.66)
SRT 68.79 (35.56) 75.96 (37.27) 91.92 (9.01) 54.62 (42.15) 81.00 (26.61) 63.33 (43.12)
CST 55.37 (41.37) 65.39 (35.68) 85.15 (15.86) 37.90 (38.76) 67.61 (33.11) 52.97 (42.90)

SCT= Sentence Comprehension Test; SRT= Sentence Recognition Test; CST= Connected Speech Test; CI= cochlear implant.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age factors and speech perception scores

CA HA Age at CI SCT SRT CST

CA - .863** .569** .151 .011 .045
HA - .079 .390 .271 .252
Age at CI - -.356 -.427* -.332

CA = chronological age; HA = hearing age; CI = cochlear implant; SCT = Sentence 
Comprehension Test; SRT= Sentence Recognition Test; CST= Connected Speech Test.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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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이식연령이 높아질수록 SRT의 수행력이 유의미하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담화 수

준의 말지각 능력을 검사한 CST의 정반응률 평균은 57.01% (SD=  

39.40%)였으며, 전체 25명 중 100% 3명을 포함하여 16명(64%)이 

70% 이상을, 0% 4명을 포함한 9명(36%)이 50% 미만의 점수를 나타

내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의 CST 평균점수는 각각 55.37%

와 65.39%로 중고등학교 학생의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t(23)= -.650, p= .522). REVT 결과 어휘력 정상

발달 집단과 지체 집단의 수행은 각각 85.15%와 37.90%로 어휘력 

정상발달 집단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23)=3.925, p= .001). 

인공와우 이식연령이 2세 이전인 집단과 2세 이후인 집단간 CST 평

균점수는 각각 67.61%와 52.97%로 2세 이전 집단의 점수가 높았으

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t(23)= .960, p= .347), 인

공와우 이식연령이 2세 이전인 대상자 중 4명(30.8%)과 2세 이후인 

대상자 5명(41.7%)이 CST에서 50% 미만의 점수를 보여 이식 연령

에 상관없이 담화 수준에서의 말지각 처리에 어려움을 보였다. Fig-

ure 5는 생활연령이나 듣기연령에 관계없이 SCT의 수행 정도가 다

양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상관분석 결과 SCT의 수행은 

연령 변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p>.05). 

 

어휘력과 말지각 상관성

REVT 등가월령과 SCT, SRT, CST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6과 Table 5에 제시하였다. 

REVT 등가월령은 문장 수준의 말지각 능력인 SRT 및 SCT와 각각 

.797 (p< .0001), .731 (p< .0001)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담화 수준의 말지각 능력과 가장 높은 상관(r = .836, p< .0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장 수준의 말지각 능력인 SRT, SCT

는 모두 담화 수준의 말지각 능력인 CST와 각각 .898 (p< .0001)와 

.814 (p< .0001)의 유의하게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천적인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12-71개월 

사이에 인공와우를 시술받고 6년 6개월 이상 인공와우를 사용하

고 있으며 일반 초등 및 중고등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인공

와우 사용자 25명을 대상으로 수용어휘와 문장 및 담화 수준에서

의 말지각 능력, 그리고 어휘력과 말지각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았다. 

어휘력 평가 결과 연구대상자 중 생활연령 기준 48%, 듣기연령 

기준 56%는 REVT 규준의 정상발달 범위에 해당하는 어휘력을 가

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5세 이전에 인공와우를 시술한 

5-13세 학령기 인공와우 착용 아동의 50%-57%가 건청인 또래의 

평균 범위에 속한다는 Boons 등(2013)과 Geers 등(2009)의 연구 결

과와 일치한다. 원점수를 등가월령으로 환산하여 어휘력의 지체 정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vocabulary and speech perception test scores

REVT EA SRT SCT CST

REVT EA - .797** .731** .836**
SRT - .871** .898**
SCT - .814**
CST -

REVT= 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EA= equivalent age; SCT= Sentence Comprehension Test; SRT= Sentence Recog-
nition Test; CST= Connected Speech Test.
**p < .01.

Figure 6. Speech perception scores as a function of the vocabulary score. REVT= 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EA= equi-
valent age; SCT= Sentence Comprehension Test; SRT= Sentence Recognition Test; CST= Connected Speec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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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분석한 결과 인공와우 사용자 집단의 평균 어휘력은 생활연

령을 기준으로 한 검사규준보다 약 1년 6개월 지체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듣기연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집단 평균이 검사 규

준보다 약 12개월 상회하였다. 또한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연구대상

자의 어휘력이 생활연령이 아닌 듣기연령, 즉 인공와우를 사용하여 

말소리를 경험한 기간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인공와우 착용 아동들의 언어발달이 집단 평균에서 

듣기연령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아동의 정상발달 범위에 해당하

며, 언어능력이 청각적 정보를 접한 기간에 비례하여 발달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Fagan & Pisoni, 2010; Thal et al., 2007). 

어휘력과 연령 관련 변인과의 상관분석 결과는 생활연령이 같은 

규준과 비교했을 때 인공와우를 시술한 연령이 늦을수록 어휘력

이 지체되는 정도가 더 크고, 듣기연령이 같은 규준과 비교했을 때 

어휘발달의 정상성 여부는 인공와우 이식연령이나 듣기연령에 관

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일반

적으로 인공와우 착용 아동의 어휘력이 듣기경험에 비례해 발달하

며, 인공와우를 시술한 나이가 어릴수록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한 

정상발달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크지만, 듣기연령이 같은 규준과 

비교했을 때 인공와우 이식연령이나 듣기연령에 관계없이 언어능

력 발달지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 중 생활연령 기준 44%, 듣기연령 기준 32%는 

REVT 규준보다 -2 SD 이상 어휘력이 지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데, Figure 2의 (C)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수술 시기는 18-71개월

로 넓은 분포를 보여 인공와우 이식연령, 즉 청각적으로 정보를 접

하기 시작한 시기와 듣기 경험 이외에 다른 변인의 영향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동일한 조건의 인공와우 착용 아동들 간에 어휘량

이나 어휘 습득 속도 등 어휘력 발달에 개인차가 있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된 결과로(Geers et al., 2009; Hawker et al., 

2008; Hayes et al., 2009; Svirsky, Stallings, Lento, Ying, & Leonard, 

2002), 최근 청각장애 발견시기, 인공와우 이식연령과 듣기연령, 재

활 시작 시기와 함께 아동 개인이 가진 언어인지적 정보처리 능력

과 학습능력 등이 어휘력 발달의 개인차를 유발하는 기저 변인일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Pisoni & Cleary, 2004). 본 연구에서는 연

령 관련 변인만이 고려되었으며, 향후 연구에서 보다 많은 표본을 

통해 청각장애 발견 시기나 재활여부 등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

중재에서 언어발달 지체와 관련된 기저변인을 고려하여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자들은 말지각 평가 과제에서도 다양한 수행결과를 보

였다. DASP의 SCT, SRT, CST 말지각 과제의 수행범위는 모두 0%-

10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SCT, SRT, CST에서 각

각 64%, 28%, 16%의 참가자만이 100%의 말지각 수행을 보였고, 각 

과제에서 0%를 보인 아동도 3-4명에 이른다. 정상청력 아동을 대상

으로 한 DASP의 표준화 연구에서 초등학교에 1-3학년에 재학하는 

학령기 아동들이 세 검사에서 평균 100%의 정반응을 보인 것을 고

려할 때,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정상청력 또래에 필적할만한 

어휘력과 인공와우를 통해 최소한 6년 6개월 이상의 청각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문장 및 담화 수준의 청각적인 정보처

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문장보다는 담화 수준에서, 즉 청각

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그 수행이 더 어렵

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어휘력 발달유무, 2세 이전과 이후의 인공

와우 이식연령, 초등 및 중고등학교를 변인으로 집단간 차이를 분

석한 결과 어휘력 정상발달 집단과 지체 집단 간의 말지각 수행 차

이는 유의하였으나, 인공와우 이식연령 차이와 초등 및 중고등학생 

사이의 수행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듣기를 통하여 많은 정

보를 수용해야 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조차도 말지각 검사의 수행

력이 초등학교 학생들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장 및 담화 수준의 수행 결과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구문능력의 영향이다. 본 연구는 통합교육

환경에 있는 인공와우 착용 아동들의 말지각 능력의 현황을 파악

하고자 구문능력을 평가하거나 제한하지 않았다. 따라서 구문적인 

능력이 떨어져도 내용어를 기반으로 문장 수준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아동들이 대상에 포함되었을 수 있다. SCT와 SRT의 수행 

차이가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SCT 과제가 문장 수준의 

청각정보를 이해하여 단답형으로 대답할 것을 요구한 반면, SRT 

과제는 문장 수준의 청각정보를 그대로 따라 말하도록 요구하는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로 두 방법 모두 문장 수준의 말지각을 검사

하는 데 널리 쓰이고 있다. 특히 문장 따라말하기는 Bamford-Kow-

al-Bench (BKB) Sentence (Bamford & Wilson, 1979) 등 보기가 없

는 조건의 문장인지 검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문장 따라말하기 과제는 구문능력과 상관이 있어서, 정

상발달 및 언어장애 아동 집단에서 그 실수가 구문발달을 반영하

는 것으로 확인되어(Riches, 2012) 오랫동안 언어장애 아동들의 임

상적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Bishop, North, & Donlan, 1996; Con-

ti-Ramsden, Botthing, & Faragher, 2001; Stokes, Wong, Fletcher, 

& Leonard, 2006). 또한 문장 따라말하기의 어려움은 언어적 정보

처리의 어려움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Conti-Ramsden et 

al., 2001). 따라서 SCT에 비해 SRT 과제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

이 증가한 것은 본 연구대상자들의 말지각 능력뿐 아니라 구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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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또는 언어적 정보처리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담화 

수준의 말지각을 평가한 CST에서 많은 대상자가 어려움을 보인 것 

또한 이들의 담화 수준 청각정보 처리 능력의 한계를 반영할 뿐 아

니라 SRT에서 드러난 구문적인 한계로 인한 언어적 정보처리의 어

려움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둘째, 문장 및 담화 수준에서 말지각의 어려움은 이러한 구문적

인 어려움 외에 의사소통 기회의 제한과 원거리 우연듣기(overhear-

ing)의 한계로 인한 문장 및 담화 수준에서 말지각 처리 경험 부족

이 정보처리에 필요한 인지적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친 결과일 수 

있다. SCT, SRT, CST는 공통적으로 들은 것을 기억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여 과제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여, 

청각적인 정보의 탐지 및 작업기억, 구두적 시연(verbal rehearsal) 

능력을 필요로 한다. 학령기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는 인공와우를 사용한 청각장애 아동들이 작업기억과 청각적 

정보처리 속도에서 건청 아동보다 지체된 수행 및 발달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는데(Pisoni & Cleary, 2004; Pisoni et al., 2011), 이렇게 

지체된 작업기억 능력과 정보처리 속도로 인해 말소리 정보를 처리

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 것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문장보다 더 많

은 정보를 담고 있는 담화 수준에서 더 큰 어려움을 나타낸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와우 착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재활에서 

청각적 정보처리와 관련된 인지적 능력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문

장 및 담화 수준에서의 청각적 정보처리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접근 방법과 내용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문장 및 담화 수준의 말지각 수행 능력과 연령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는 과제마다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SRT 결과가 인공와우 이식

연령과 반비례 관계에 있고 SCT 결과와 듣기연령과의 관계는 유의

수준에 근접하게 나타났으나, 이를 제외한 말지각 수행은 인공와

우 이식 연령이나 듣기연령과 관계가 없었다. Figures 3-5의 (A)에서 

알 수 있듯이 생활연령 또한 말지각 능력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는

데, 이는 언어능력이 말지각 능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준거참조 평가라는 DASP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검사대상자의 연령

보다는 다른 변인들이 말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생

각된다. SRT와 인공와우 이식연령과의 상관관계는, 위에서 언급하

였듯이 SRT 과제가 말지각 외에 아동들의 구문 및 인지능력을 필

요로 하고, 수술 연령이 어릴수록 어휘력이 정상발달 범주에 해당

하도록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연령이 어릴수록 SRT 형식의 

말지각 과제 수행에 필요한 어휘, 구문 및 인지 능력 발달이 촉진될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인공와우 이식연령

을 기준으로 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고, Figures 3-5의 (B)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2세 이후에 수술한 아동 다수가 SCT 및 SRT 

과제에서 좋은 수행을 보이고 있고, SRT 과제에서 좋은 수행을 보

인 아동들이 더 많은 정보처리 능력을 요구하는 CST 과제에서 어

려움을 보이며, CST 과제가 연령 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

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수술 시기와 SRT 과제의 

관계를 문장 및 담화 수준의 말지각 발달 전체로 일반화하여 해석

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5세 이전에 인공와우를 시

술하고 3년 이상 기기를 사용한 초등학교 아동들에게서 말지각과 

인공와우 이식연령에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Heo et al., 2011), 본 연구에서 SCT나 CST 등의 말지각 과제에

서 시술연령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본 연구대상자들의 

인공와우 사용경험이 6년 6개월 이상으로, DASP의 말지각 검사 일

부에서 시술연령이 그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고원현상이 나타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인공와우 이식연령이나 듣기연령은 말지각 능력과의 상관관계

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어휘력은 문장 및 담화 수준의 말지각 능력 

모두와 유의하게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말소리 지각 능력

이 언어능력과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며 문장 수준의 말지각 수행력

이 언어능력의 발달을 반영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Blamey 등(2001)의 연구에서는 어휘력검사(PPVT)의 등가연령 7

세, Davidson 등(2011)의 연구에서는 어휘력검사의 등가연령 10세

까지 말지각 수행력이 어휘력에 따라 증가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서도 말지각 수행력이 어휘력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SCT 과제는 REVT 등가월령 87개월(7;3세), SRT 과제는 REVT 등

가월령 121개월(10;1세), 그리고 CST 과제는 REVT 등가월령 125

개월(10;5세) 이상에서 대부분의 연구대상자가 90% 이상의 수행

을 보여서, 말지각 과제의 성격에 따라 고원현상에 이르는 연령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문장을 듣고 답하는 SCT과제는 REVT 

등가월령 7;3세, 문장 전체를 따라 말하는 SRT과제는 10;1세에 고

원현상이 나타나 문장단계에서 고원현상이 나타나는 연령이 앞서 

인용한 선행연구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CST와 같이 구

문이나 언어적 정보처리 능력 등 더 많은 언어능력을 요하는 과제

일수록 고원현상에 도달하는 연령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말지각 과

제에서 어휘력 및 언어능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휘력이 문장 및 담화 수준의 말지각 능력과 유의

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이 두 영역이 서로 밀접한 관련

이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달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말지

각 능력이 어휘력을 반영하여 어휘력에 따라 향상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문장 및 담화 수준에서의 우수한 말지각 능력은 더 많은 의

사소통 기회와 우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휘력을 포함하

는 언어능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공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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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청각재활 목표는 문장 및 담화 수준의 말지각 능력과 어휘

력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4명의 아동들은 문장 및 담화 수준에서 모두 0%이

거나 그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다. 이 아동들의 자료를 보면 각각 18, 

36, 60, 71개월에 인공와우를 이식했고, 91-146개월의 인공와우 사

용 경험이 있으나 문장 수준의 말지각이 어려웠으며, 어휘력 또한 

지체된 상태였다. 낮은 어휘력과 문장 지각력으로 또래와의 의사소

통은 물론 일반학교에서의 학습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므로 

개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 지원과 재활 및 의사소통 방법이 강

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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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학령기 인공와우 착용 아동의 어휘력과 말지각 상관성

박혜진1·한성아1·최재희1·심상용1,2·서영란3·장현숙4

1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청각학과, 2다산 청능재활연구원, 3경신 청각언어연구소, 4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학령기 인공와우 착용 아동의 생활연령 및 듣기연령에 따른 어휘력 발달 정도와 문장 및 담화 수준의 말지각 

수행력, 그리고 말지각 수행력과 어휘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인공와우 착용 아

동 25명(초등학생 12명, 중고등학생 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VT)와 말지각 검사(DASP)의 문장이해(SCT), 

문장인지(SRT), 이야기이해(CST)검사를 실시한 후 수용어휘력과 말지각 검사 결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각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

다. 결과: 인공와우 착용 아동 집단의 평균 수용어휘력은 생활연령이 같은 건청 또래에 비해 약 1년 6개월 지체되었으나, 집단 평균은 듣

기연령이 같은 건청 아동의 수행 범위에 속하였다. 말지각 검사 결과는 검사연령 및 2세를 전후로 한 인공와우 이식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어휘력 정상 집단과 지체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어휘력은 문장 및 담화 수준의 말지각 검사 수행력과 유의미하

게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그러나 어휘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문장 및 담화 수준의 말지각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들이 있었다. 

논의 및 결론: 인공와우 착용 아동들의 어휘력 수준은 듣기연령이 같은 건청 아동 수준을 보이나 여전히 지체를 보이고, 말지각 능력과 

상관성을 보이므로 재활 시 문장 및 담화 수준에서 어휘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지원이 필요하며, 개개인의 수준이 다양하므로 개별적 

재활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

핵심어: 청각장애, 인공와우, 어휘력, 말지각, 문장이해, 문장인지, 이야기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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