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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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