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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rovision of hearing aids (HAs) has become standard practice for children 
with hearing loss; however, there have been few empirical studies evaluating the effective-
ness of this practice on language development for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CI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ntribution of early HA use before implantation to receptive 
vocabulary and phonological processing skills in children with CIs. Methods: A total of 
forty children with CIs ranging from 4 to 6 years old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children 
were separated into two groups based on age at onset of HA use: early HA fitting group 
(before 6 months of age) and late HA fitting group (between 6 and 24 months of age). All 
children completed the receptive vocabulary and three phonological processing tasks. Re-
sults: Age at onset of individual HA use had negative partial correlation with receptive vo-
cabulary scores and phonological awareness scores when controlling for age at implanta-
tion in all children with CIs. The early HA fitting group significantly outperformed the late 
HA fitting group on the receptive vocabulary task. The early HA fitting group showed sig-
nificantly better performance than the late HA fitting group on all three phonological pro-
cessing tasks. Both age at onset of HA use and age at implantation were significant predic-
tors of receptive vocabulary scores in children with CIs. Conclusion: Age at onset of HA use, 
as indexed by the early auditory experience before implantation, may positively influence 
the receptive vocabulary and phonological processing skills in children with CIs. 

Keywords: Hearing aids, Cochlear implant, Children, Receptive vocabulary skills, Phono-
logical processing skills

양측 중등도(moderate) 이상의 난청(hard-of-hearing)은 신생아 

1,000명 당 3-5명, 양측 고도(severe) 이상의 난청은 신생아 1,000명

당 1-2명이 발생한다(Moon et al., 2002; Park, 2015; Thompson et 

al., 2001). 청각 발달은 출생 이전부터 이루어져서 약 26-28주의 태

아는 엄마의 자궁 속에서 소리를 듣기 시작하며, 출생 후에도 중추 

청각 경로(central auditory pathway)는 지속적으로 발달한다

(Kisilevsky & Low, 1998). 난청의 진단과 중재가 늦어져서 청각 자

극이 뇌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의사소통장애, 읽기장애, 학습

장애 등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학교 적응과 사회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Yoshinaga-Itano, Sedey, Coulter, & Mehl, 1998). 

특히, 생애 첫 1년은 중추 청각 경로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

기 때문에, 이때에 유아에게 적절한 청각 자극이 제공되지 못 하면 

중추 청각 경로가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없게 되어 의사소통 발달

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하게 된다(Sininger, Doyle, & Moore, 

1999). 

미국에서는 난청 영유아가 정상적인 말, 언어 발달을 할 수 있도

록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newborn hear-

ing screening)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예방보건당국(US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은 2008년부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모든 신

생아를 대상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선별검사로 규정하고 적극

적으로 권고하고 있다(Nelson, Bougatsos, & Nygren, 2008). 미국 

영유아 청각 협회(Joint Committee on Infant Hearing)에서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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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기 난청 진단과 중재를 강조하면서 ‘1-3-6 원

칙’을 제시하였다. 이 원칙에서는 생후 1개월 이내에 청각선별검사

를 시행하고, 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을 받은 경우 생후 3개월 이내

에 청각정밀검사를 시행하며, 최종적으로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에는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 등을 착용하여 중재를 실시해야 한

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한청각학회(The Korean 

Audiological Society)가 주도적으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의 시행

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산부

인과를 중심으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가 도입되었다. 2000년대 후

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별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청의 조

기 진단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비용을 지원하였다(Park, 

2015). 2018년 10월부터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

되면서, 국내 모든 신생아는 청각선별검사에 대한 비용 지원을 받

을 수 있게 되었다(Park, 2018).   

사람의 뇌는 신경 가소성(neural plasticity)을 지니고 있기 때문

에,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critical period)에 적절한 감각 자극을 제

공받아 새로운 신경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감각 자극을 제대로 제

공받지 못한 부위는 퇴화된다(Sininger et al., 1999). 이러한 이유로 

고도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 영유아에게 인공와우이식(cochlear 

implantation)을 가능한 조기에 시행하여 중추 청각 통로의 발달 

시기에 적절한 청각 자극을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는 인공와우이식 연령이 난청 아동의 말 지각, 말, 언어 발달의 예후

를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Kwak et al., 2020; Lee, 2020; Lee, Yim, & Sim, 2012; Mitchell et al., 

2020; Nikolopoulos, O’Donoghue, & Archbold, 1999). Nikolopou-

lous 등(1999)이 선천성 농 아동(n=126)을 대상으로 인공와우이

식 후의 말 지각 발달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방적 연구를 실시한 결

과, 인공와우이식을 일찍 시행 받을수록 말 지각 발달이 극대화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보다 나은 의사소통 관련 수행력 발

달을 위해서 12개월 이전의 인공와우이식이 시행되는 추세이며, 여

러 연구(Jeong, Seo, Boo, & Kim, 2018; Leigh, Dettman, Dowell, & 

Briggs, 2013; Mitchell et al., 2020)에서 생후 12개월 이전에 인공와

우이식을 시행 받은 영아의 언어 능력이 13-24개월 사이에 인공와

우이식을 시행 받은 영아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선천성 농 아동의 청각박탈(auditory depriva-

tion) 기간을 단축하고 중추 청각 통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통한 난청의 조기 진단과 보청기 착용 연령

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보청기의 기본 기능은 주변 소리를 증폭시켜서 난청 아동과 성인

이 일상생활에서 어음을 변별할 수 있도록 청취력(speech audibili-

ty)을 향상시키고 말명료도(speech intelligibility)를 개선시키는 데 

있다. 난청 영유아에게 보청기 착용을 권유하는 주된 목적은 말과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데 있으며, 보청기 착용이 난청 아동의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tiles, Mc-

Gregor, & Bentler, 2012; Yoshinaga-Itano et al., 1998). 이처럼 난청 

영유아의 보청기 착용이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조기 보청기 착용으로 인한 청각박탈 기간의 최소화와 장기간 보

청기 착용으로 인한 듣기 경험 증가 등의 요인이 난청 아동의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Walker 등(2015)

의 연구에서는 보청기 착용, 조기 중재, 가청범위 중에서 5-7세 경도 

난청 아동의 어휘와 문법 이해 능력의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변수가 보청기 착용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청기 착용과 관련

된 누적적인 듣기 경험이 난청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미치

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

은 보청기 효과는 대상자의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는 것이다. 인공와우이식 대상자의 기준이 고도 이상의 청력 손실

을 지닐 경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공와우이식 아동은 수술 전

에는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정상적인 말, 언어 발달을 위한 충분한 

청각 자극을 보청기를 통해서 제공받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보

청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청각 자극이 고도 이상의 난청 영유아에

게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생애 초기의 듣기 경험이 언어 발달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음운처리(phonological process)는 구어와 문어의 언어적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음운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며, 일반 아동

과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어휘와 읽기 발달에 중요한 기술로 알려

져 있다(Spencer & Tomblin, 2009; Lee et al., 2012; Wagner & 

Torgesen, 1987). 일반적으로 음운처리 능력은 음운인식(phono-

logical awareness), 음운기억(phonological memory), 음운인출

(phonological retrieval)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측정을 한다(An-

thony, Williams, McDonald, & Francis, 2007; Leitão, Hogben, & 

Fletcher, 1997; Spencer & Tomblin, 2009). 음운인식은 개별 말소리

를 확인, 변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음운기억은 음운정

보를 부호화, 저장, 인출하는 능력이며, 주로 비단어 따라말하기

(nonword repetition) 과제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음운인출은 장기 

기억 내 어휘집(lexical storage)에서 단어를 인출하는데 음운 표상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주로 빠른 자동 이름대기(rapid auto-

matic naming) 과제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Lee 등(2012)이 만 2세 

이전에 인공와우이식을 받은 난청 아동과 정상 청력 아동의 음운

처리 능력을 비교한 결과,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음운인식, 음운기

억 점수가 정상 청력 아동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았다. Yi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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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음운기억 능력이 정상 청력 아동에 비해

서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하면서, 인공와우이식 아동이 음운정보를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

한, 선행 연구(Lee et al., 2012; Nittrouer, Caldwell-Tarr, Sansom, 

Twersky, & Lowenstein, 2014)에서는 음운처리 능력의 세부 요소

인 음운인식, 음운기억 점수가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언어 발달을 

예측하거나 언어 발달 지연 아동을 선별하는데 유용한 표지가 될 

수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의 정착으로 난청의 조기 진단이 가능

한 현시점에서 생애 초기 보청기 착용 효과를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해 봄으로써, 난청 영유아와 가족의 중재에서 

보청기 착용과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상담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생

애 첫 보청기 착용 연령이 수용어휘 능력과 음운처리 능력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생애 첫 

보청기 착용 연령, 수용어휘 점수, 음운처리(음운인식, 비단어 따라

말하기,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 점수와의 관련성을 탐색하고, 조

기 보청기 착용 집단과 늦은 보청기 착용 집단 간에 수용어휘 점수, 

음운처리 과제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청기 착용 연령과 인공와우이식 연령이 인공와우이식 아동

의 수용어휘 점수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

다. 본 연구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보청기 착용 연령이 수용어휘 점수, 

음운처리 과제 점수(음운인식, 비단어 따라말하기, 빠른 자동 이름

대기 점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가?

둘째, 수용어휘 점수, 음운인식 점수, 비단어 따라말하기 점수, 

빠른 자동 이름대기 점수가 집단(조기 보청기 착용 집단, 늦은 보청

기 착용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보청기 착용 연령과 인공와우이식 연령이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수용어휘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인공와우이식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 아동은 (1) 인공와우이식 전

에 실시한 청성뇌간반응검사(auditory brainstem response, ABR)

의 역치가 양측 귀 모두에서 반응이 없었으며, (2) 만 2세 이전에 양

측에 보청기를 착용하였으며, (3) 만 5세 이전에 인공와우이식을 시

행 받고, (4) 인공와우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며, (5) 검사 당시 생활

연령이 만 4세에서 9세에 해당되고, (6) 중복장애(예: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장애)나 심한 내이기형(예: 공동강 기형)이 없으며, (7) 보

기가 없는 조건의 단음절단어검사(Lee, Shin, Kim, & Kim, 2009)

의 단어점수가 80% 이상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과 가족은 모두 인공와우이식 전과 후에 청각언어접

근법(auditory-verbal approach) 중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또

한, 보청기의 착용 연령 외에도 하루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시간도 

난청 아동의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Walker et al., 2015), 부모 보고를 토대로 난청 영유아의 보청기 착

용이 하루 8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대상자

에서 제외하였다. 대상자의 보청기 착용 시간을 통제함으로써, 대

상자의 생애 첫 보청기 착용 연령은 하루 8시간 보청기를 착용한 연

령과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난청 영유아의 보청기 착용에 관한 선행 연구

(Joint Committee on Infant Hearing, 2007)를 참고하여, 생애 첫 

보청기 착용 연령이 6개월 이전인 아동을 조기 보청기 착용 집단

(N=15), 생애 첫 보청기 착용 연령이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인 아

동을 늦은 보청기 착용 집단(N=25)으로 구분하였다. 집단별 대상

자의 생활연령, 보청기 착용 연령, 인공와우이식 연령, 인공와우 사

용기간, 보기가 없는 조건에서의 단음절단어검사의 단어점수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집단 간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보청기 

착용 연령(F(1,39) =51.017, p< .001)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생활연령(F(1,39) =3.818, p>.05), 인공와우이식 연령(F(1,39) =.885, 

p>.05), 인공와우 사용기간(F(1,39) =3.014, p>.05), 단음절단어검사의 단

어점수(F(1,39) =1.078, p>.05)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과제

수용어휘력 검사

대상 아동의 수용어휘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수용 · 표현어휘

력 검사(REVT; Kim, Hong, Kim, Jang, & Lee, 2009)의 수용어휘

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검사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2.5세부터 16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Early HA user group 
(N= 15)

Late HA user group 
(N= 25)

Chronological age (mo) 92.93± 16.27 (68-120) 78.52± 25.56 (51-130)
Age at onset of HA use (mo) 4.60± 1.40 (1-5) 16.28± 6.21 (7-21)
Age at implantation (mo) 31.00± 13.46 (10-54) 27.16± 11.89 (12-60)
Duration of an implant use (mo) 63.47± 19.66 (47-104) 51.84± 26.98 (23-96)
Word scores of MWT (%) 94.20± 4.78 (88-100) 92.20± 6.46 (80-10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range).  
HA= hearing aid; MWT= monosyllabic word test (Lee, Shin, Kim, & Ki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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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의 어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검사도구이다. 이 검사는 대상 아동에게 4개의 칼라 그림을 보여주

고, 들려주는 목표단어에 해당하는 그림을 고르는 방식(pointing)

으로 진행되었다. 검사 점수는 아동의 반응이 정반응일 경우에  

1점, 오반응일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여, 총점으로 기록하였다.

음운처리 검사

본 연구에서는 대상 아동의 음운처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음운인식, 비단어 따라말하기,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를 실시하

였다.

음운인식 과제

음운인식 능력은 한국어 학령전 아동의 한국어 초기 읽기 능력 

검사(Kim & Lombaridino, in press)의 일부 과제를 사용하여 평가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음운인식 과제 중에서 수용 어휘 및 읽기 발

달에 대한 예측력이 높다고 알려진 생략, 합성, 분절 과제를 사용하

였다(Kang & Kim, 2007; Lee, 2020; Lee et al., 2012). 해당 과제별로 

연습문항이 음절과 음소 수준에서 각각 1개씩 구성되어 있으며, 검

사자는 연습문항에서 아동의 오반응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제공하

였다. 채점은 아동의 반응이 정반응인 경우에 1점, 오반응인 경우

에 0점을 부여하였으며, 점수는 전체 문항(38개) 중에서 아동이 정

반응한 문항의 총점을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생략 과제는 음절 수준 8개 문항, 음소 수준 10개 문항으로, 총 18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제에서는 아동에게 단어를 들려

주고 특정 음절이나 음소를 생략해서 다시 말하도록 지시한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말하는 낱말을 따라 말해보세요. 그런 다음 선생님

이 말하는 소리만 빼고 다시 말해보세요. ‘반달’에서 ‘반’을 빼면 뭐

가 남지요?”와 같은 지시와 질문을 하여 아동이 답하게 하였다. 

합성 과제는 음절 수준 6개 문항, 음소 수준 6개 문항으로, 총 12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제는 아동이 음절이나 음소를 

합성하여 단어를 산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아동에게 연

속적으로 2개 이상의 음절이나 음소를 들려주어 해당 자극들을 합

쳐서 하나의 단어로 말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들려주

는 말을 따라해보세요. 그런 다음 선생님이 말한 소리를 모두 합쳐

서 다시 말해보세요. ‘개’, ‘집’을 합치면 뭐가 되지요?”와 같은 지시

와 질문을 하여 아동이 답하게 하였다. 

분절 과제는 음절 수준 4개 문항, 음소 수준 4개 문항으로, 총 8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제는 아동이 들은 단어를 음절

이나 음소로 나누어서 산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예를 들면, “선

생님이 하는 말을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소리들로 되어 있는

지 나누어서 말해보세요. ‘코피’는 어떤 소리로 되어 있나요?”와 같

은 지시와 질문을 하여 아동이 답하게 하였다.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

음운 작업기억 능력은 Lee 등(2012)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과제는 Lee (2010)의 비단어 따라말하

기 과제에서 단어유사성이 낮은 목록을 전이빈도(phonotactic 

probability)와 음성학적 균형(phonetic balance)을 고려해서 수정

한 것으로(Byun, 2001; Byun et al., 2007; Kim, Pae, & Ko, 2001), 다

양한 음절길이(2, 3, 4, 5, 6음절)의 비단어가 각 음절 길이마다 4개

씩 개발되어 총 20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아동에게 비

단어를 들려준 후에 따라 말하도록 하여 진행되었으며, 검사 점수

는 전체 비단어 중에서 아동이 정확하게 따라 말한 단어의 총점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

본 연구에서는 Clinical Evaluation of Language Fundamentals 

(CELF; Semel, Wiig, & Secord, 2006)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

를 사용하였다. 본 과제는 6열 6행의 색깔, 모양, 색깔-모양의 총 3가

지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제가 실시되

는 동안, 아동은 보여지는 시각자극(색깔, 모양, 색깔-모양)을 실수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름 대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점수는 3가

지의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를 수행하는데 걸린 총 시간(초)으로 

산출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의 모든 검사는 조용한 장소에서 대상 아동에게 개별적

으로 진행하였다. 일차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보기가 없는 

조건에서의 단음절단어검사(Lee et al., 2009)를 실시하였으며, 단

어 점수가 80% 이상인 아동을 대상으로 수용어휘력 검사와 음운

처리 능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자는 대상 아동에게 실시한 모

든 검사에서 일상 대화 수준의 말소리 강도(60-70 dB SPL)로 지시

사항과 자극들을 들려주었다. 검사 소요 시간은 약 40-60분이었으

며, 이는 아동의 언어 능력과 집중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본 연

구에서는 검사에 따른 순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검사 순서

를 균형화(counterbalancing)하였다. 

자료의 통계적 처리

본 연구에서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6 (IBM Co., Ar-

monk, NY, USA)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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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공와우이식 연령을 제어변수로 

하여 수용어휘 점수, 음운인식 점수, 비단어 따라말하기 점수, 빠른 

자동 이름대기 점수와의 편상관계수(partial correlation)를 산출하

였다. 둘째, 보청기 착용 연령에 따른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수용어

휘 점수와 음운처리 능력(음운인식, 비단어 따라말하기, 빠른 자동 

이름대기 수행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인공와우

이식 연령을 공변인으로 한 공변량 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보청기 착용 연령과 인공와우이식 연령이 대상 

아동의 수용어휘력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보청기 착용 연령과 과제 수행력 간 

상관관계

인공와우이식 연령을 제어변수로 하여 보청기 착용 연령과 수용

어휘 점수, 음운인식 점수, 비단어 따라말하기 점수, 빠른 자동 이

름대기 점수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Pear-

son의 편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Table 2). 그 결과, 보청기 착용 연

령은 수용어휘 점수(r = -.433, p< .01)와 음운인식 점수(r = -.483, 

Table 2.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age at onset of hearing-aid use, 
receptive vocabulary scores, and phonological processing measures in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N= 40)

Receptive 
vocabulary PA NWR RAN

Age at onset of HA use -.433** -.483** -0.123 0.236

PA= phonological awareness; NWR= nonword repetition; RAN= rapid automatic 
naming; HA= hearing aid.    
**p < .01.

Table 3. Summary statistics for receptive vocabulary and phonological pro-
cessing measures in the early HA user and late HA user groups

Outcome  
   variables

Early HA user group 
(N= 15)

Late HA user group 
(N= 25) Between groups

M SD M SD partial η2 p

REVT-R 88.13 15.94 59.00 27.87 .249 .002**
PA 72.10 17.71 44.42 26.58 .228 .002**
NWR 74.00 7.37 63.60 15.78 .132 .023*
RAN 51.43 10.58 79.19 30.81 .200 .004**

HA= hearing aid; REVT-R=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PA= phonological awareness; NWR= nonword repetition; RAN= rapid automatic 
naming.
*p < .05, **p < .01.

Figure 1. Receptive vocabulary and phonological processing performance as an onset of hearing aid use group. (A) Receptive vocabulary, (B) Phonological aware-
ness, (C) Nonword repetition, (D) Rapid automatic naming. HA= hearing aid; PA= phonological awareness; NWR= nonword repetition; RAN= rapid automatic nam-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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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1) 간에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보청기 착용 연령에 따른 수용어휘력과 음운처리 능력

조기 보청기 착용 집단과 늦은 보청기 착용 집단의 수용어휘, 음

운인식, 비단어 따라말하기,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의 수행력 및 

통계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인공와우이식 연령을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산분석을 실시

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수용어휘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37) =12.240, p< .01, partial η2 = .249). 그리고 인공와우이식 연

령을 공변인으로 하여 음운처리 능력에 대한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음운인식(F(1,37) =10.910, p< .01, partial η2 = .228), 비

단어 따라말하기(F(1,37) =5.603, p< .05, partial η2 = .132), 빠른 자동 

이름대기(F(1,37) = 9.248, p< .01, partial η2 = .200) 과제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igure 1).

보청기 착용 연령과 인공와우이식 연령이 수용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보청기 착용 연령과 인공와우이식 연령이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수용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두 변수를 독립

변수로 수용어휘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간 다중 공선성 진단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

계와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모두 1.000으로 나타나서, 독

립변수 간 상관이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청기 착용 연령과 인공와우이식 연령 모두 인공와우이식 아

동의 수용어휘 점수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수였다(F(2,37) = 9.117, 

p< .01). 보청기 착용 연령과 인공와우이식 연령은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수용어휘 점수에 대해 총 33.0% (수정결정계수에 의하면 

29.4%)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보청기 착용 연령(β= -.438, p< .01)과 

인공와우이식 연령(β= -.373, p< .01) 모두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수용어휘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생애 첫 보청기 착용 연령

이 수용어휘, 음운처리 능력 간에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인공

와우이식 아동을 생애 첫 보청기 착용 연령이 빠른 집단과 늦은 집

단으로 구분하여 수용어휘, 음운인식, 비단어 따라말하기, 빠른 자

동 이름대기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

다. 또한, 인공와우이식 연령 외에도 보청기 착용 연령이 인공와우

이식 아동의 수용어휘 점수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수인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통해서, 인공와우이식 이전의 

생애 초기 보청기 착용 효과를 난청 아동의 수용어휘력과 음운처

리 능력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Lee et al., 2012; Nikolopoulos et al., 1999)에서 인공와

우이식 연령이 난청 아동의 언어 능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도출된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공와우이식 연령을 제어변

수로 하여 보청기 착용 연령이 수용어휘 점수, 음운인식 점수, 비단

어 따라말하기 점수, 빠른 자동 이름대기 점수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난청 아동의 생애 첫 보청기 착용 연령

은 수용어휘 점수와 음운인식 점수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

다. 즉,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생애 첫 보청기 착용 연령이 낮을수록 

수용어휘 점수와 음운인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생애 첫 

보청기 착용 연령이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수용어휘 점수를 예측

하는 유의한 변수로 도출된 회귀분석 결과와 동일하며, 고도 이상

의 난청 아동의 생애 첫 보청기 착용 연령이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언어 발달 관련 수행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지지

하는 것이다. Tomblin, Oleson, Ambrose, Walker와 Moeller (2014)

가 경도, 중등도, 고도 난청 아동을 대상으로 보청기 착용, 말, 언어 

발달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난청 아동의 조기 보청기 

착용은 말, 언어 발달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본 연구와 Tomblin 

등(2014)의 연구를 통해서, 보청기 착용을 통해서 향상된 가청력

(audibility)이 난청 영유아에게 말소리를 정확하게 재인(recogni-

tion)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곧 난청 영유아의 말, 언어 발달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난청의 조기 진단

과 조기 보청기 착용은 고도 이상의 난청 영유아의 인공와우이식 

연령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기 보청기 착용 연령 

자체는 청각 박탈 기간 단축과 누적적인 듣기 경험의 증가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인공와우이식 연령을 제어변

수로 하였음에도 보청기 착용 연령이 난청 아동의 수용어휘 점수

와 음운인식 점수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는 점은 인공와우이식 

전의 생애 초기 듣기 경험이 난청 영유아의 말, 언어 발달과 관련이 

Table 4.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receptive vocabu-
lary scores for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Variable
Model 1 Model 2

β β

Age at onset of HA use -0.437 -0.438
Age at implantation -0.373
F-test F(1,38) = 8.989** F(2,37) = 9.117**
R2 (Adjusted R2) .191 (.170) .330 (.294)
ΔR2 0.191 0.139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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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보청기 착용으로 인한 듣기 

경험의 증가는 난청 아동의 말, 언어 발달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생애 첫 보청기 착용 시점

에 따라 생후 6개월 이전에 보청기를 착용한 집단과 생후 6개월 이

후에 보청기를 착용한 집단 간의 수용어휘와 음운처리 과제의 점

수를 비교하였다. 인공와우이식 연령을 공변인으로 하여 집단 간 

비교를 한 결과, 조기에 보청기를 착용한 집단이 수용어휘, 음운인

식, 비단어 따라말하기,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에서 모두 늦은 시

기에 보청기를 착용한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행력을 보였다. 또

한, 두 집단 간에 생활연령, 인공와우이식 연령, 인공와우 사용 기

간, 말 지각 검사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

할 때, 생애 첫 보청기 착용 시기가 수용어휘와 음운처리 능력에 영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Yoshinaga-Itano 등(1998)이 생후 6개월 

이전에 난청 진단을 받은 영유아와 생후 6개월 이후에 진단을 받은 

영유아의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 점수를 비교한 결과, 조기에 난청 

진단을 받은 영유아의 수용 및 표현 언어 능력이 늦은 시기에 난청 

진단을 받은 영유아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생아 청각선별검사에서 난청 진단을 빠른 시기에 하고자 하는 궁

극적인 목표가 보청기 착용과 청각 언어 중재를 통한 청각 박탈 기

간의 단축과 청각 정보 제공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조기에 난

청을 발견하고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난청 영유아의 언어 발달과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Novaes, Versolatto-Cavanaugh, 

Figueiredo와 Mendes (2012)는 중등도 및 고도 난청 영유아를 24

개월 동안 추적 관찰해서 보청기 착용, 듣기와 언어 발달이 관련성

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저자들은 언어재활사와 청능사 모

두 난청 영유아의 보청기 조기 착용과 일상생활에서의 지속적인 

착용에 관해서 부모와 적극적인 상담을 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조기 보청기 착용의 효과가 인공와우

이식 아동의 수용어휘력 외에도 음운처리 능력에서도 확인을 했다

는 것이다. 인공와우이식 연령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보청기를 조기

에 착용한 집단의 음운인식, 음운기억, 빠른 자동 이름대기 능력이 

보청기를 늦게 착용한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행력을 보인 본 연

구의 결과를 통해서, 생애 초기의 듣기 경험이 말, 언어와 밀접한 기

저 처리 능력(underlying processing skills)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인공와우이식 아

동의 생애 첫 보청기 착용 연령의 기준을 하루 중 8시간 이상으로 

보청기를 착용한 시점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청기 

착용으로 인한 음운처리 능력 발달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

다. Walker 등(2015)은 경도 난청 아동의 하루 보청기 착용 시간이 

어휘와 구문 발달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였으며, 난

청 아동의 지속적인 보청기 착용을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협업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Walker 등(2013)은 난청 아동이 보청기

를 잘 착용할 수 있도록 가족 내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청능 전문가들은 보청기의 데이터로깅(datalogging) 시스템을 이

용하여 난청 아동의 듣기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모와 

적절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

의 결과를 통해서, 고도 이상의 난청 영유아에게 보청기로 제공되

는 청각 정보의 양과 질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난청 영

유아의 음운처리 능력과 언어 발달에서 조기 보청기 착용과 누적

적인 듣기 경험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음운처리 능력 발달이 말소리의 정확한 음소 지각

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Brown, 2000; Sutherland 

& Gillon, 2005), 생애 초기의 듣기 경험을 통한 말 지각 발달이 인

공와우이식 아동의 음운처리 능력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을 수도 있을 것이다. 

청각 언어 중재에서 기본적인 원칙이 보청기 착용임에도 불구하

고, 인공와우이식 대상이 되는 고도 이상의 난청 영유아와 관련된 

연구에서 보청기 착용이 난청 아동의 말,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실제적인 근거가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보고되지 않은 실정

이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고도 이상의 난청 영유아의 생

애 초기 보청기 착용이 인공와우이식 후의 수용어휘력과 음운처

리 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인공와우이식 연령을 통계적으로 통제하

였음에도, 고도 이상의 난청 영유아의 생애 첫 보청기 착용 연령이 

수용어휘력과 음운처리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고도 이상의 난청 영유아의 중재는 인공와우이식 후부

터가 아닌 난청 진단 직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난청 영유아의 중재에서 보청기 착용은 가족

의 중재 참여, 가족 내 듣기 환경 조성, 전문가 간의 협업 등의 요소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생애 첫 보청기 착용 연령

이라고 하는 단일 요인만으로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말, 언어 발달

을 설명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난청 영유아의 잔존 청력

(residual hearing)과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의 청력 역치(aided 

threshold)에 따라서 보청기 착용 이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

므로 향후 연구에는 난청 영유아의 보청기 착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모, 아동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연구가와 임상가들은 난

청 영유아의 빠른 보청기 착용과 일상생활에서의 지속적인 보청기 

착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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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공와우이식 전 보청기 착용이 난청 아동의 수용어휘력과 음운처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영미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생애 첫 보청기 착용 연령이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수용어휘와 음운처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 하였다. 방법: 만 4세에서 9세 사이의 인공와우이식 아동 40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대상자는 생애 첫 보청기 착용 연령이 6개월 

이전인 조기 보청기 착용 집단(N=15), 생애 첫 보청기 착용 연령이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인 늦은 보청기 착용 집단(N=25)으로 구분

하였다. 아동의 수용어휘력과 음운처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용·표현어휘력 검사, 음운인식, 비단어 따라말하기, 빠른 이름대기 

과제를 사용하였다. 결과: 생애 첫 보청기 착용 연령은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수용어휘 점수와 음운인식 점수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인공와우이식 연령을 공변인으로 한 공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기 보청기 착용 집단은 수용어휘, 음운인식, 비단어 따라말하

기, 빠른 자동 이름대기 과제에서 늦은 보청기 착용 집단보다 유의하게 나은 수행력을 보였다. 그리고 생애 첫 보청기 착용 연령과 인공

와우이식 연령 모두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수용어휘 점수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수였다. 논의 및 결론:  인공와우이식 전의 조기 보청

기 착용이 난청 아동의 수용어휘와 음운처리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청각재활 전문가들은 이른 시기부터 난청 영유아가 보

청기를 지속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부모 상담과 재활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보청기, 인공와우이식, 아동, 수용어휘, 음운처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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