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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청각장애의 조기진단 및 조기와우이식의 확산으로 와우이식을 받는 아동의 연령

이 유아기로 낮아짐에 따라, 유아기의 언어발달 특성 및 평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정상발달과정에서 유아기 아동의 의사소통의도 분석은 언어발달수준을 평가하고, 이후의 언

어발달을 예측 할 수 있는 주요 변인이다. 본 연구는 와우이식을 받은 청각장애유아와 건청유

아의 의사소통의도를 비교하여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연구대상은 총 

27명으로, 와우이식유아, 생활연령일치유아, 언어연령일치유아의 세 집단에 각각 9명씩 선정

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와 엄마의 상호작용을 녹화, 전사하여 의사소통의도를 평가변인별로 

측정한 후 집단 간 차이를 변량분석(ANOVA)으로 분석하였다. 의사소통의도의 평가변인은 

산출빈도, 산출형태율(‘몸짓’, ‘발성’, ‘말’, ‘발성+몸짓’, ‘말+몸짓’), 유형별 산출율(‘요구’, ‘반응’, 

‘객관적 언급’, ‘주관적 진술’, ‘메시지 수신표현’, ‘구성요소’, ‘발전된 표현’) 및 유형다양도이다. 

결과:  와우이식유아집단은 의사소통의도의 관련 평가변인 모두에서 언어연령일치집단과 통계

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세부적으로 ‘말’과 관련된 질적인 특성들에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연령일치집단과는 의사소통의도의 산출빈도, 산출형태율 중 

‘말+몸짓’의 산출형태율, 유형산출율 중 ‘주관적진술’의 산출율, 유형다양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 와우이식유아집단의 의사소통의도와 산출빈

도, 산출형태율, 유형별산출율 및 유형다양도에서 동일 언어연령의 건청아동과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말과 관련된 일부 질적인 특성들에서 언어연령

일치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와우이식유아집단의 의사소통의도 발달

이 양적으로는 건청아동의 언어발달과 유사하나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0;15;205-219.

핵심어:  와우이식유아, 의사소통의도 분석, 의사소통의도 빈도, 의사소통의도 산출형태, 의

사소통의도 유형.

Ⅰ. 서 론

언어발달에 대한 기능주의 관점에서 보면 언어란 

의사소통 기능에 의해 형성되는 체계이다. 따라서 아

동은 타인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이러한 체계를 사용

하면서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이현진․박영신․김혜

리 역, 2007). 그러므로 언어발달 초기 아동과 성인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발달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아동은 발달초기에 성인과의 상호작용

을 통하여 타인의 의사소통의도를 이해하고 또한 표

현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이러한 학습과정을 통하여 

생후 8 - 9개월이 되면 아동들은 의도성을 습득하고 

이를 표현한다. 의사소통의도의 산출방법은 초기 비

언어적인 방법에서 점차 좀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 체

계인 언어로 대체하게 된다. 

청각장애유아의 경우 청각적 자극의 제한으로 인

하여 이와 같은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 청각적 결함은 아동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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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타인의 말을 이해하고, 또한 자신의 말을 듣고 

감시하는 기능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며, 따라서 언어

발달에 문제를 가져온다. 언어습득 과정 중에 언어이

전단계의 의사소통의도의 발달은 청각장애아동들의 

경우에도 중요한 언어발달의 선행지표이다. 그러므로 

청각장애아동들의 의사소통의도 관련 변인들의 특성

은 언어발달에 대한 중요한 예측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김기숙, 2004; 임현숙․배소영․송승하, 2001; 

Wetherby et al., 1988; Yoshinaga-Itano & Stredler-

Brown, 1992). 생후 15개월경에 와우이식을 받은 유

아의 언어발달을 종단관찰한 Kane et al(2004)의 연

구에서 와우이식 후 언어이전단계에서 나타난 유아들

의 의사소통의도 발달수준과 이후 언어발달 간에 유

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각장애 유

아의 말과 언어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인 와

우이식의 시기를 현재 FDA가 인정하는 생후 12개월

보다 더 낮추려는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어(Roland et 

al. 2009; Vlastarakos et al., 2010; Waltzman & 

Roland, 2005), 유아의 언어발달을 평가하는 지표인 

의사소통의도 분석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윤미선, 2010).

청각장애유아들의 의사소통의도에 대한 선행연구

들은 이들과 생활연령 또는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건청

유아들과 의사소통의도 산출빈도, 산출유형(types), 

산출형태(modes) 등을 비교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청

각장애유아들이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건청유아들에 

비하여 의사소통의도 산출빈도가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였으나(연석정, 2001; 정현경․배소영, 2002; 

Nicholas, Geers & Kozak, 1994), Spencer(1993)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

하였다.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14-34개월의 건청유아

들과 비교한 Nicholas et al(1994)의 연구에서는 청각

장애유아가 언어연령일치집단보다는 높은 산출빈도

를 나타냈다.

청각장애유아들과 건청유아들의 의사소통의도 산

출유형을 비교분석한 연구들은 청각장애유아들이 생

활연령을 일치시킨 건청유아들에 비하여 반응하기나 

대답하기, 정보요구하기, 논의하기와 같은 유형들의 

산출은 유의하게 낮은 반면, 사물이나 행위 요구하기, 

주장하기와 같은 유형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 보고하였다(연석정, 2001; Nicholas, Geers & 

Kozak, 1994; Nicholas & Geers, 1997). 

의사소통의도 산출형태에 관한 연구들 중에서 보

청기를 착용한 36개월 청각장애유아들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건청유아들을 비교한 Nicholas & Geers

(1997)는 두 집단이 말, 몸짓 그리고 발성의 형태로 

의사소통의도를 산출한 비율이 유사하다고 보고하였

다. 그러나 Tait et al.(2007)은 12개월 이전에 와우이

식술을 받은 청각장애유아들을 대상으로 와우이식술 

이전과 6개월 및 12개월 후에 의사소통의도의 산출형

태를 종단적으로 관찰한 결과, 12개월 후에 발성 산출

율은 생활연령일치집단과의 유의한 차이가 사라졌으

나, 몸짓 산출율은 유의하게 높아지는 특성을 보고하

였다. 

의사소통의도 평가는 와우이식유아들의 현재 언어

발달수준을 평가하고, 이후의 언어발달을 예측 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 언어발달초기에 와우이식을 

받는 유아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언어

발달을 촉진하고, 예측할 수 있는 평가변인들을 밝혀

내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

선 이에 대한 연구가 희박하며, 선행연구의 경우에 의

사통의도 분석 대상자의 연령층이 3세(연석정, 2001), 

4세(정현경․배소영, 2002), 4-6세(강정숙․민병란, 

2006)로 높아 어린 와우이식 청각장애 아동의 의사소

통의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와우이식유아의 특성

을 분석하고자 생활연령 및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건

청유아들과 의사소통의도 발달 특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사소통의도의 평가변인들은 의

사소통의도의 산출빈도, 산출형태율, 유형산출율 그

리고 유형다양도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인천 및 지방(경기도, 충청도, 전라

도)에 거주하는 총 27명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대상은 와우이식을 받은 생후22 - 36개월 사이

의 유아 9명과 이들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생후 15

- 26개월 사이의 건청유아 9명 그리고 생활연령을 일

치시킨 22 - 36개월 사이의 건청유아 9명이었으며, 집

단별 성별 분포는 각각 남자 5명, 여자 4명이었다. 

와우이식유아집단은 선천성 청각장애로서 와우이

식술 후 6개월 이상 경과되었고, 한국덴버발육검사

(오가실, 1996)에서 언어발달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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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생활 연령

(개월)

언어 연령

(개월)

와우이식 

수술시기

(개월)

와우이식 

착용기간

(개월)

성별

수술 

청력수 (dB)
와우이식술

받은 귀 

(보정청력,dB)

보청기 

착용

언어치료 

기간

(개월)R L

MGH 22 17 12 10 여 NR NR
R 

(30 - 40)
무 11

LDY 28 25 14 14 여 110 110
L 

(25 - 30)
유 20

L JS 32 26 18 13 여 100 100
R 

(20 - 30)
유 19

LMJ 35 26 16 19 여 120 120
R 

(30)
무 25

PMS 22 14 15  7 남 NR NR
R 

(30 - 40)
무 10

KMS 24 15 16  7 남 NR NR
R 

(40 - 45)
무  7

CJH 26 21 16 10 남 120 110 R (20) 무 16

LYS 29 16 19 10 남 NR NR
R 

(30 - 35)
무 16

KMS 35 20 27  8 남 85 80
R 

(3lt5)
유 28

평균 28 20 17 10.89 - - - - - -

<표 - 2> 와우이식유아집단의 배경정보

에서 정상발달 범위에 있으며, 청각장애 이외의 다른 

신체, 감각, 인지, 및 정서․행동의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고, 또한 건청 엄마의 양육 하에 지속적으로 언어

재활을 받고 있는 유아들이었다. 언어연령일치집단과 

생활연령일치집단의 건청유아들은 모두 표준화된 언

어검사도구인 SELSI(김영태 외, 2003)에서 수용 및 

표현 언어발달 수준이 -1SD보다 높고, 한국덴버발육

검사의 모든 영역이 정상이었으며, 또한 엄마에 의해 

청각을 포함한 감각, 신체, 인지 및 정서․행동의 문

제가 없다고 보고된 유아들이었다. 언어연령일치집단

은 와우이식유아의 언어연령과 1개월 이내로 언어연

령을 일치시켰으며, 생활연령일치집단 또한 와우이식

유아의 생활연령과 1개월 차이 이내로 생활연령을 일

치시켰다(<표 - 1> 참조). 

와우이식유아집단의 생활연령 평균은 28.11개월, 

언어연령평균은 20개월, 와우이식을 받은 나이의 평

균은 17개월로, 평균 10.89개월 동안 와우이식기를 사

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한쪽 귀에만 와우이식수

술을 받았고, 3명은 반대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였으

나, 나머지는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았다. 와우이식유

아집단의 관련 배경정보는 <표 - 2>에 제시하였다. 

<표 - 1> 상 집단의 생활연령과 언어연령의 평균, 
표 편차  범

생활연령(개월) 언어연령(개월)

평균
표

편차
범 평균

표

편차
범

와우이식

유아집단
28.11 5.09 22 - 35 20.00 4.80 14 - 26

생활연령

일치집단
28.11 4.94 22 - 35 28.22 4.60 22 - 35

언어연령

일치집단
19.89 4.65 14 - 26 20.33 5.97 14 - 26

2. 연구절차 

언어표본은 장난감을 사용한 놀이상황에서 나타나

는 엄마와 유아의 자연스런 상호작용 형태를 수집하

였다. 언어표본 수집을 위한 녹화는 유아의 집이나 유

아가 다니고 있는 언어치료실에서 실시하였다. 녹화

를 실시하기 전에 유아의 엄마에게 자료수집의 목적

을 설명하고, 가능한 일상적인 형태로 유아와 상호작

용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주의사

항을 전달하였다.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자동차 놀

이, 미용실 놀이, 주방놀이, 병원놀이 장난감 세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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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였다. 모든 자료는 디지털 캠코더(JVC GZ-MG 

255KR)를 사용하여 녹화하였으며 자료수집 시간은 

약 30-40분이었다. 자료수집이 끝난 후에는 엄마에게 

수집된 상호작용 형태가 일상적인 형태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한 각 자료는 엄마와 유아의 상호작용이 본격

화되기 전인 초반 부분과 중간에 상호작용이 끊기거

나 적절한 형태가 아닌 부분들(예, 아동의 울음, 엄마

의 전화 통화 등)을 제외하고 연속하여 20분 분량을 

전사하였다. 전사는 의사소통의도 단위를 기초로 하

였으며, 모든 의사소통 행동과 상황을 기록하였다. 전

사자료에 대해 홍경훈․김영태(2005)에서 사용한 

‘아동의 의사소통의도 분석체계’를 기준으로 제1 연

구자가 의사소통의도를 분석하였다(<부록 - 1> 참

조). 분석 시 전사자료 만으로 의사소통 의도의 판단

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비디오 자료를 반복하여 시청

하며 의사소통의도를 평가하였다. 분석에 포함한 의

사소통의도 관련 평가변인들은 의사소통의도의 산출

빈도, 의사소통의도의 산출형태율, 의사소통의도의 

유형별 산출율 그리고 의사소통의도의 유형다양도

였다. 

의사소통의도의 산출빈도는 일정시간 동안 유아들

이 산출하는 의사소통의도의 총 수를 비교하기 위한 

평가정보로, 엄마와 유아의 상호작용에서 유아가 산

출한 의사소통의도의 총 수로 분석하였다.

의사사소통의도의 산출형태율은 유아들이 의사소

통의도를 산출할 때 주로 사용하는 산출형태를 비교

하기 위한 평가정보였다. 이를 위하여 유아가 의사소통

의도를 산출할 때 사용한 산출형태를 ‘몸짓(gesture)’, 

‘발성(vocal)’, ‘말(verbal)’, ‘발성+몸짓’, ‘말+몸짓’으

로 구분하고, 유아가 산출한 전체 의사소통의도의 빈

도 중에서 각각의 형태로 산출한 비율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산출된 각각의 의사소통의도 산출형태의 수를 

전체 의사소통의도의 산출빈도로 나눈 후 100을 곱하

였다. ‘몸짓’, ‘발성’, ‘말’은 다른 산출형태를 동반하지 

않고 해당 산출형태 단독으로만 산출된 경우였으며, 

‘발성+몸짓’과 ‘말+몸짓’은 두 가지의 산출형태를 동

시에 사용하여 의사소통의도를 산출한 경우이다. 여

기서 ‘말’이란 단순한 발성이 아닌 사회에서 받아들여

지는 관습적인 형태로서, 상호 간에 해석이 가능한 의

미있는 구어산출형태이다. 

의사소통의도의 유형산출율은 유아들이 산출하는 

전체 의사소통의도에서 각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기 위한 평가정보였다. 이를 위하여 ‘아동의 의

사소통의도 분석체계’(홍경훈․김영태, 2005)의 분석

기준에 따라 7개 상위유형인 ‘요구’, ‘반응’, ‘객관적 

언급’, ‘주관적 진술’, ‘메시지 수신표현’, ‘구성요소’, 

‘발전된 표현’으로 분류하고, 의사소통의도가 불분

명한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하여 각각의 유형이 전체 

산출빈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유아가 산출한 각 유형별 의사소통의도의 수를 전체 

의사소통의도의 산출빈도로 나눈 후에 100을 곱하

였다.

의사소통의도의 유형다양도는 유아들이 얼마나 다

양한 의사소통의도의 유형들을 산출하는가를 비교하

기 위한 평가정보였다. 이를 위하여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 분석체계’(홍경훈․김영태, 2005)의 40개 하위

유형으로 대상 유아의 의사소통의도 유형을 분류한 

후, 유아에게서 나타난 서로 다른 하위유형의 총 수를 

분석하였다. 

4. 신뢰도 분석 

본 연구 자료의 약 20%인 6명의 상호작용 자료를 

임의로 선정하여 연구자와 언어병리학을 전공하고 있

는 대학원생 1인 간의 평가자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신뢰도를 측정하기 전에 제2 평가자에게 전사와 의사

소통의도의 산출빈도, 산출형태, 산출유형의 분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후에 평가자들이 개별적

으로 분석한 자료들을 가지고 평가자간 신뢰도를 분

석하였다. 신뢰도는 일치된 총 수를 일치된 수와 불일

치된 수의 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전사는 음절단위로 97.2%, 의사소통의도의 

산출빈도는 97.1%, 산출형태는 97.3%, 유형산출율은 

93.2% 그리고 유형다양도는 99.9%의 일치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통계 분석 

유아의 의사소통의도 관련 평가변인들(의사소통의

도 산출빈도, 산출형태율, 유형산출율, 유형다양도)이 

엄마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변인들이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종속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 엄마 관련 변인들은 공변인으로 처리

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공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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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이식유아집단(N=9) 언어연령일치집단(N=9) 생활연령일치집단(N=9)

평균
표

편차

교정

평균

표

오차
평균

표

편차

교정

평균

표

오차
평균

표

편차

교정

평균

표

오차

산출빈도 149.11 45.40 159.05 12.74 190.67 50.88 194.97 12.52 258.33 43.70 244.09 13.02

산

출

형

태 

율

발성 5.85 10.21 - - 1.37 2.11 - - 0.11 0.23 - -

몸짓 43.54 29.58 - - 46.96 25.84 - - 24.96 8.84 - -

말 35.78 35.84 - - 34.09 27.82 - - 56.81 9.47 - -

발성+

몸짓
8.24 11.93 - - 7.37 9.23 - - 0.10 0.22 - -

말+ 

몸짓
5.06 4.21 - - 10.40 7.28 - - 17.99 6.51 - -

유

형

산

출

율

요구 22.79 7.50 - - 18.11 8.59 - - 18.32 7.34 - -

엄마 

요구
106.67 30.78 - - 104.67 33.53 - - 144.33 43.98 - -

반응 33.21 8.49 34.73 2.77 32.12 13.21 34.35 2.80 39.59 9.82 34.98 2.80

객

언  
24.79 7.06 - - 27.90 7.99 - - 24.08 5.92 - -

주

진술 
2.00 3.1 - - 3.34 4.22 - - 8.79 2.79 - -

메시지

수신 
13.44 8.14 - - 13.53 8.63 - - 6.80 3.22 - -

구성

요소
2.84 4.57 - - 4.68 5.83 - - 2.31 1.29 - -

발 된

표  
0.00 0.00 - - 0.09 0.18 - - 0.11 0.25 - -

유형다양도 18.22 4.32 19.07 1.27 21.00 4.74 21.39 1.22 26.44 2.30 25.21 1.33

<표 - 3> 집단별 종속변인들의 서술통계 

으로 처리한 엄마 관련 변인들은 평가변인들과 직접

적인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변인들로서, 유아의 의사

소통의도 산출빈도와 유형다양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엄마의 의사소통의도 산출빈도와 유형다양도

를 각각의 평가변인에 대한 공변인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의사소통의도 유형 중 유아의 반응은 엄마의 요

구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끌어지는 유형이므로 엄마

의 요구율을 유아의 반응율에 대한 공변인으로 처리

하였다. 공변량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

변인으로 인한 평균의 변화(교정평균)와 표준오차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나머지 변인들에 대해서는 일원변량분석(ANOVA)

을 실시하였다. 엄마 관련 변인들은 유아 관련 변인들

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집 및 분석하였다. 사후비교는 

Tukey 방법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에 사용한 프로

그램은 SPSS 12.0 for Windows였다. 

Ⅳ. 연구결과

1. 집단별 의사소통의도 산출빈도, 산출형태율, 

유형산출율 및 유형다양도 분석결과 

와우이식유아집단, 언어연령일치집단 그리고 생활

연령일치집단이 나타낸 의사소통의도의 산출빈도, 산

출형태율, 유형산출율 및 유형다양도의 평균 및 표준

편차는 <표 - 3>과 같았다.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

는 엄마의 관련 변인들을 공변인으로 처리한 산출빈

도, 유형산출율 중 ‘반응’ 그리고 유형다양도의 경우에

는 교정평균과 평균오차를 함께 제시하였다.

의사소통의도 산출빈도는 교정 후 평균이 와우이

식유아집단은 159.05, 언어연령일치집단은 194.97, 생

활연령일치집단은 244.09였다.

집단별 의사소통의도 산출형태율은 와우이식유아집

단은 ‘몸짓(43.54%)’, ‘말(35.78%)’, ‘발성+몸짓(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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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성(5.85%)’, ‘말+몸짓(5.06%)’의 순이었으며, 언어

연령일치집단은 ‘몸짓(46.96%)’, ‘말(34.09%)’, ‘말+

몸짓(10.40%)’, ‘발성+몸짓(7.37%)’, ‘발성(1.37%)’의 

순이었고, 생활연령일치집단은 ‘말(56.81%)’, ‘몸짓

(24.96%)’, ‘말+몸짓(17.99%)’, ‘발성(0.11%)’, ‘발성+

몸짓(0.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산출율은 와우이식유아집단이 반응(34.73%), 

객관적 언급(24.79%), 요구(22.79%), 메시지 수신

(13.44%), 구성요소(2.84%), 주관적 진술(2.00%) 순

이었으며 발전된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언어연령

일치집단도 반응(34.35%), 객관적 언급(27.90%), 요

구(18.11%), 메시지 수신(13.53%), 구성요소(4.68%), 

주관적 진술(3.34%), 발전된 표현(0.09%) 순으로 나

타났다. 생활연령일치집단은 반응(34.98%), 객관적 

언급(24.08%), 요구(18.32%), 주관적 진술(8.79%), 

메시지 수신(6.80%), 구성요소(2.31%), 발전된 표현 

순(0.11%)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의도 유형다양도는 교정 후 평균이 와우

이식유아집단은 19.07, 언어연령일치집단은 21.39, 생

활연령일치집단은 25.21이었다. 

2. 의사소통의도 산출빈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의사소통의도 산출빈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검

증하기 위하여 엄마의 의사소통의도 산출빈도를 공변

인으로 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 4> 참조). 

그 결과, 집단 간 의사소통의도 산출빈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2, 23) = 10.33, p< .001), 사후분석 

결과 생활연령일치집단이 와우이식유아집단과 언어

연령일치집단보다 유의하게 많은 의사소통의도 산출

빈도를 나타냈다. 와우이식유아집단과 언어연령일치

집단의 산출빈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그림 -

1>). 

<표 - 4> 의사소통의도 산출빈도에 한 공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공분산 

엄마빈도
20306.04  1 20306.04 14.52

***

집단간 28908.59  2 14454.30 10.33***

오차 32176.85 23 1398.99

합계 1180399.00 27
***p< .001 

***
p< .001 

<그림-1> 의사소통의도 산출빈도의 세 집단 간 

평균 비교 결과 

3. 의사소통의도 산출형태율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일원변량분석을 사용한 의사소통의도 산출형태율

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검증 결과, ‘말+몸짓’의 산출

형태율에서만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으며(F(2, 23) =

9.503, p< .001), 사후분석 결과 생활연령일치집단이 

와우이식유아집단 및 언어연령일치집단보다 유의하

게 높은 집단 간 차이를 보였고, 와우이식유아집단과 

언어연령 일치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 5>, <그림 - 2> 참조). 

<표 - 5> 의사소통의도 산출형태율에 한 변량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발성율

집단-간 164.14 2 82.07 2.26

집단-내 870.58 24 36.27

합계 1034.72 26

몸짓율

집단-간 2523.75 2 1261.88 2.34

집단-내 12969.94 24 540.41

합계 15493.69 26

말 비율

집단-간 2884.30 2 1442.15 2.01

집단-내 17241.59 24 718.40

합계 20125.89 26

발성 + 

몸짓율

집단-간 359.13 2 179.56 2.37

집단-내 1822.53 24 75.94

합계 2181.66 26

말+ 

몸짓율

집단-간 760.42 2 380.21 10.08
**

집단-내 905.38 24 37.72

합계 1665.81 26
**p< .01



성영주․윤미선․홍경훈 / 와우이식유아의 의사소통의도 분석

211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요구 비율

집단-간 125.65 2 62.83 1.03

집단-내 1470.46 24 61.27

합계 1596.11 26

반응 비율

공분산 엄마요구비율 1178.10 1 1178.01 17.31
***

집단-간 10.878 2 5.44 0.08

오차 1565.45 23 68.06

합계 36125.27 27

객  언  비율

집단-간 74.49 2 37.24 0.75

집단-내 1190.18 24 49.59

합계 1264.67 26

주  진술 비율

집단-간 232.99 2 116.49 9.82
**

집단-내 284.71 24 11.86

합계 517.70 26

메시지 수신 비율

집단-간 268.22 2 134.11 2.66

집단-내 1208.77 24 50.37

합계 1476.99 26

구성요소 비율

집단-간 27.86 2 13.93 0.74

집단-내 1208.77 24 18.83

합계 1476.99 26

발 된 표  비율

집단-간 0.06 2 0.032 1.04

집단-내 0.74 24 0.031

합계 0.81 26

기타 비율

집단-간 0.65 2 0.326 0.88

집단-내 8.92 24 0.372

합계 9.57 26
**p< .01, ***p< .001

<표 - 6> 의사소통의도의 유형산출율에 한 변량분석 결과

**
p< .01

<그림-2> 의사소통의도 산출형태율의 세 집단 간 

평균 비교 결과 

4. 의사소통의도 유형산출율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의사소통의도 유형산출율에 대한 집단 간 차이검증은 

엄마의 ‘요구율’이 유아들의 ‘반응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외변인으로 판단되어 이를 공변인으로 한 공변량분석

을 실시하였다. 나머지 유형산출율 관련 종속변인들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참조). 분석결과, 

‘주관적진술’의 산출율에서만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 (2, 23) = 9.82, p< .001), 사후분석 결과 생활

연령일치집단이 와우이식유아집단과 언어연령일치집

단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와우이식유아집단과 언어연령

일치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그림- 3>). 

**
p< .01

<그림-3> 의사소통의도 유형산출율의 세 집단 간 

평균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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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사소통의도 유형다양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의사소통의도 유형다양도에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하여 엄마의 유형다양도를 공변인으로 한 공변량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표 - 7>과 같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 23) = 9.503, p< .001). 

사후분석 결과, 생활연령일치집단과 언어연령일치집

단과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와우이식유아집단

은 생활연령일치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그림

- 4>).

<표 - 7> 의사소통의도 유형다양도에 한 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공분산 엄마 

유형다양도
68.688  1 68.688 5.212*

집단간 132.239  2 66.119 5.017*

오차 303.089 23 13.178

합계 13623.000 27

*
p< .05

*
p< .05

<그림-4> 의사소통의도 유형다양도의 세 집단 간 

평균 비교 결과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와우이식을 받은 유아집단이 엄마와의 

일상적인 놀이상황에서 나타내는 의사소통의도 산출

특성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산출특성들을 언어연령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정상발달유아집단의 특성들과 

비교하여 의사소통의도 발달 수준을 평가하고 임상적 

시사점들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분석한 평가변인들은 의사소통의도의 

산출빈도, 산출형태율, 유형산출율 그리고 유형다양

도였다. 분석결과, 와우이식유아집단은 모든 평가변

인들에서 언어연령일치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의사소통의도의 전체 산출빈

도, 산출형태율 중 ‘말+몸짓’의 산출율, 유형산출율 중 

‘주관적 진술’에서 와우이식유아집단과 언어연령일치

집단은 생활연령일치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유

형다양도에서는 와우이식유아집단만이 생활연령일치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의 대상인 와우이식유아

들이 전반적으로는 자신들의 언어발달연령에 맞는 의

사소통의도 발달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

구대상인 와우이식유아들이 선천성고심도난청으로, 

엄마와의 면담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와우이식 전 

언어발달 수준은 9명 아동 모두 언어이전기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평균 와우착용기간 10여 개월 

만에 약 20 - 21개월 수준의 정상발달과정에 있는 건

청유아들과 유사한 의사소통의도 발달특성을 보인다

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청력손실이 큰 청각장애

아동들도 조기에 보청기나 인공와우와 같은 보장구를 

사용하고, 적절한 조기중재를 받으면 정상적인 언어

발달 과정을 따라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들과

도 일치한다(Cole & Flexer, 2007; Robbins, 2000; 

Yoshinaga-Itano, 1999). 

와우이식유아집단과 언어연령일치집단이 모든 평

가변인들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와우이식유아집단의 의사소통의도 발달이 정상언어

발달 특성과 일치한다고 보기에는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산출형태면에서 ‘말’을 포함한 산

출형태율은 약 41%로써 언어연령일치집단의 약 45%

보다 낮았고, ‘발성’을 포함한 산출형태율은 약 14%로

써 언어연령일치집단의 약 8%보다 높았다. 이는 와우

이식유아집단이 의사소통의도의 산출형태에서 언어

연령일치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말의 사용율은 낮

고 발성형태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언어연령일치집단은 생활연령

일치집단과 동일하게 ‘말’과 ‘몸짓’의 산출형태 다음에

는 ‘말+몸짓’의 산출형태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와유

이식유아집단은 ‘말+몸짓’의 산출형태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사소통의도 산출형태의 발달은 발성이나 

몸짓 그리고 그들의 조합 형태에서 말로 발달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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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과정에서 말과 몸짓의 의미적 조합 형태(예, “까

까” + ‘주세요’의 손짓) 또는 말의 의도를 확실히 하기 

위한 의미적 중복의 형태(과자를 가리키며 “까까”)로 

‘말+몸짓’의 형태가 나타난다. 따라서 의사소통의도의 

‘말+몸짓’의 산출형태는 한 낱말 수준에서 낱말의 조

합수준으로 발화의 길이가 증가하는 단계에서 나타나

는 발달지표로 볼 수 있다(이유진, 2007; 장유경․최

윤영․김소연, 2005; 홍경훈․김영태, 2005; Capirci 

& Iverson, 1996).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와우이식유

아집단은 언어연령일치집단과 함께 주된 산출형태가 

‘말’로 변화하는 연속적인 과정에 있지만, 언어연령

일치집단보다는 뒤쳐진 발달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의사소통의도 유형다양도의 세 집단 간 차이 또한 

와우이식유아집단과 언어연령일치집단의 잠재된 발

달수준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

구와 동일한 ‘의사소통의도 분석체계(홍경훈․김영

태, 2005)’를 사용하여 생후14 - 27개월인 인공와우

유아들의 중재기간(중재초기, 6개월, 1년)에 따른 의

사소통의도의 산출빈도와 유형수의 변화를 종단적으

로 분석한 윤미선․최은아(2010)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의도의 산출빈도는 초기 평가이후 6개월부

터 유의하게 증가된 변화를 보였으나, 의사소통의도

의 유형수는 초기평가 이후 6개월까지는 유의한 변

화가 없었으며, 1년 이후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 

이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와우이식유아

들이 와우이식 후 청각적 입력의 제한이 감소함에 따

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의사소통의도의 산출빈도

는 빠른 증가를 나타내지만,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의

도 유형수의 증가 속도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다. 의사소통의도의 산출빈도는 산출형태나 발화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측정되는 측정치이기 때문에 와

우이식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말지각 능력의 향

상만으로도 빠른 발달을 보일 수 있다. 그에 반하여, 

의사소통의도의 유형의 확대는 산출형태의 변화, 특

히 ‘말’을 사용한 산출형태가 중요하며, 또한 ‘말’의 

내용과 길이도 중요한 변수이다. 즉 의사소통의도 유

형의 다양성은 발화수준의 질적, 양적인 향상이 모두 

동반되어야 하므로 말지각 능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언어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들이 나

타낸 의사소통의도 유형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

과, 와우이식유아집단은 언어연령일치집단과 생활연

령일치집단에서는 나타난 ‘명료화요구하기’, ‘감정/

느낌 표현’, ‘속성’, ‘주장’, ‘발전된 표현’과 같은 특히 

‘말’만으로 산출이 가능하며, 정상발달에서 ‘말’ 산출 

이후에도 발달이 늦은 유형들의 산출이 나타나지 않

았다. 이는 와우이식유아집단의 의사소통의도 발달

이 전반적인 양적발달수준에서는 언어발달과 일치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은 세부적으로는 아직 완전한 

언어발달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는 특성들이 특히 ‘말’

과 관련되며, ‘말’ 산출 이후에도 발달하기까지 상당

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들을 고려하면, 빠르고 적절

한 조기중재가 이러한 차이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해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와우이식유아들의 중

재에서 이러한 관련 변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요

구된다.

언어이전기를 포함하여 언어기 초기에 여러 장애유

형의 유아들이 나타내는 의사소통의도의 발달특성은 

이들의 후일 언어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평가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홍경훈․김영태, 2005; Thal & 

Tobias, 1992; Yoder & Warren, 1999; Wetherby 

et al., 1988; Wetherby, Yonclas & Cryan 1989). 이

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청각장애아동들의 

언어평가에서 의사소통의도 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제

시한 연구들(윤미선, 2010; 윤미희․윤미선, 2007; 윤

미선․최은아, 2010; Kane et al., 2004; Nicholas & 

Geers, 1997; Tait et al., 2007; Yoshinaga-Itano & 

stredler-Brown, 1992)을 지지한다. 또한 청각장애

아동들의 와우이식 시기가 이들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연구들(윤미선 외, 2005; Nicholas & 

Geers, 2006; Robbins et al., 2004; Tye-Murray et 

al., 1995)처럼 조기 인공와우이식이 청각장애유아들

의 언어발달 속도와 질적인 향상을 좀 더 빠르게 촉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인 비교분석을 위한 집단 내 대

상자 수가 충분하지 않았고, 집단 내 대상자 수에 비

하여 언어발달초기에는 중요한 변수인 생활연령과 언

어연령의 범위가 비교적 넓었다는 점은 본 연구 결과

의 해석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기 의사소통의도 발달특성이 다른 청

각장애유아들의 후일 언어발달 형태에 대한 종단관찰 

연구와 와우이식술의 시기에 따른 청각장애유아들의 

언어발달수준에 대한 종단 또는 횡단 연구들이 본 연

구의 결과들을 검증해 볼 수 있는 후속연구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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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의사소통의도 분석 체계

상 기능 하 기능 정의

요구: 
상 에게 정보, 행 , 
사물 는 허락 등의 

반응을 요구

정보요구

/아니오 질문 상 로부터 ‘ /아니오’의 반응을 요구하는 질문

의문사 질문 의문사를 이용한 질문을 사용하여 상 에게 반응을 요구하는 질문

명료화 상 의 이 발화에 해 명료화를 요구하는 질문

확인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상 에게 확인을 요구

선택 상 에게 둘 이상의 것에서 선택을 요구

행  요구 상 에게 어떤 행동을 즉각 으로 하도록 요구

사물 요구 상 에게 사물을  것을 요구

허락 요구 상 에게 허가를 요구

반응:
상 의 요구에 답하고 

응하는 기능. 

/수용 상 의 질문에 정 인 반응

아니오/부정 상 의 질문에 부정 인 반응

의문사 답 상 의 ‘의문사’ 질문에 한 한 반응

명료화
상 의 명료화 요구 후에 이 발화를 반복하거나 명료하게 하려는 
반응

선택 반응 상 의 선택요구에 한 반응

순응 상 의 요구에 정 으로 응하는 반응

거부/ 항 상 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항하는 반응

반복
상 의 선행 의사소통행동을 체 는 부분 으로 새로운 추가 
없이 모방

의례 (ritual) 반응 선행 발화에 부합되지 않는 단순한 의례  반응

객  언 : 
재 찰 가능한 사물 
는 사건/상황에 한 

행동.

사물에 주의끌기
사물의 이름을 말하거나 움직임을 가하지 않고, 단순히 사물에 
주의를 집 토록 하는 경우

이름 기
재 찰가능 한 사물 는 사건을 명명. 단 질문에 한 답이 

아닌 경우

사건/ 상태
사물의 기능과 련 없는 단순한 사물의 움직임이나 상태 는 
자신의 행 에 상 의 주의를 끌려는 행동

고유특성(properties)
재 찰가능 한 상의 물리  외형 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 , 색깔, 모양)에 한 객  언

기능 사물의 기능과 련된 행동

치 공간  계에 한 행동

시간 시간  계에 한 행동 

주  진술: 
재 직 으로 찰이 

가능하지 않은 사물이나 
사건 는 규칙, 태도, 
느낌, 믿음, 주장에 한 

발화 

규칙 규칙에 한 발화

평가 상  는 자신의 행 에 해 주 으로 평가하는 발화

감정/ 느낌 표 아동의 생각 는 느낌을 표 하는 발화

속성(attributions) 화자가 주 으로 느끼는 사물의 특성에 한 발화

주장 자신의 의견 는 주장을 표 하거나 청유하는 발화

설명
재하지 않는 사물 는 상황/사건에 한 설명이나 의견 는 

이유를 설명

메시지 수신표 :
요구에 한 반응이 
아닌 경우로, 상 의 

앞선 의사소통 메시지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반응

수용 단순히 상 의 메시지를 받았음을 표

승인/ 동의/ 순응
새로운 정보의 추가 없이 단순히 상 의 이  의사소통의도에 한 
승인/동의/순응을 표

부인/ 반 / 항
새로운 정보의 추가 없이 단순히 상 의 이  의사소통의도에 한 
부정/반 / 항을 표

구성요소:
개별  과 화 
흐름을 조 하는 기능 

의례  인사 상 의 반응을 기 하지 않는 의례 인 인사

부르기
다른 의사소통의도와 연결되지 않은 단순한 
부르기

감탄 자신 는 상 의 행동이나 사물에 한 감탄 는 놀람을 표

발 된 표 :
말산출만으로 성취되는 

기능

농담 남을 웃기려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경고 문제를 지 , 험을 알리거나 는 조심토록 주의를 주는 말

놀림 남의 흉을 보거나 놀리는 말

홍경훈․김영태(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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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Communication Intention of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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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Since communication intention is an important early variable 
in language development, this study looked at the overall frequency of communicative 
intentions, rate of communicative modes, rate of communicative intention types and size 
of communicative intention inventories in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CI) compared 
to both chronological age-matched children and language age-matched children with 
normal hearing. Method: 27 total children (9 with CI, 9 chronological age-matched, 9 
language age-matched) age 17 to 35 months were assessed while interacting with their 
mothers, then the data analyzed through ANOVA. Results: When compared to normal 
hearing children of the same chronological age, the overall frequency of communication 
intention, use of speech-gestures, use of verbal statements and size of communicative 
intention inventories were all significantly lower in the CI children. However, when 
compared to normal hearing children of the same language age, CI children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When compared to language age-matched normal hearing chil-
dren, the CI group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ode of communication 
intention—unlike children with hearing aids. Discussion &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with early intervention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will develop nor-
mally in terms of communicative intent.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0;15;205-219)

Key Words: cochlear implant for infants, communication intention, frequency of 
communication, mode of communication, type of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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