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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민․배소 . 고심도 청각장애아동의 빠른 연결(fast mapping)능력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2004, 제9권, 제2호, 49-64. 본 연구는 3 - 6세 사이의 정상발달아동 16명과 고심도 청각장

애아동 17명을 상으로 빠른 의미연결능력을 살펴보았다. 2편의 비디오를 시청하는 자연스러

운 상황에서 새로운 말소리를 들려주었다. (1) 비디오를 시청하는 상황에서 정상발달아동과 청

각장애아동은 새로운 말소리를 어느 정도 빠르게 의미를 연결시킬 수 있는지, (2) 두 집단 간에 

빠른 연결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3) 두 집단 간에 낱말유형(명사 vs. 동사)에 따라 빠른 연결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비디오 시청 후 아동의 빠른 연결능력을 평가하 으며, 

이원분산 반복측정(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으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 

(1) 정상발달아동은 총 10개의 새로운 낱말  46.3 %를 빠르게 의미와 연결시켰고, 청각장애

아동은 34.7 %의 빠른 연결을 수행하 다. (2) 두 집단 간에는 빠른 연결능력의 차이가 나타나

는 경향이 있었으며, (3) 낱말유형에 따라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검증되었

다. 정상발달아동은 낱말유형간에 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청각장애아동은 동사를 명

사보다 더 많이 빠른 연결을 시키고 있었다. 

핵심어: 청각장애아동, 빠른 연결(fast mapping), 낱말유형

Ⅰ. 서  론

다수 아동의 획기  어휘습득 속도를 설명해  수 있는 가설 의 한 가지가 빠른 연결(fast 

mapping)이다. Carey & Barlett(1978)는 아동이 새로운 소리를 들으면 빠른 속도로 말소리 정보의 일

부를 장하는데 이것을 빠른 연결이라 하 으며 기낱말습득의 첫 번째 단계로 보았다. 학자들은 빠

른 연결이 많은 어휘를 빠르게 습득하기 해 아동에게 필요한 강력한 학습 략이라고 보았다

(Golinkoff & Hirsh-Pasek(1999)에서 재인용). 정상발달아동은 이러한 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이

야기를 귀 넘어 듣고도 효과 으로 새로운 어휘를 습득할 수 있다(Akhatar, Jipson & Callanan, 2001). 

이러한 빠른 연결을 연구하는 연구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Dollaghan(1985)이 제시

한 구조 인 방법으로 명사에 한 아동의 빠른 연결능력을 보여주는 표 인 모델이기도 하다. 를 

들어 ‘koob’이라는 새로운 어휘를 아동에게 제시할 때 아동이 알고 있는 친숙한 어휘들과 같이 노출, 이

해, 산출, 재인, 치의 차를 거치도록 과제를 설계했고 단계마다 아동의 수행을 확인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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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man, Bird & Schwartz(1990)이 그의 모델을 기 로 다운증후군의 빠른 연결능력을 연구하기도 

하 다. 그러나 이런 구조 인 실험 차는 아동이 어휘를 습득해가는 실제의 환경과는 많은 차이가 있

다. 따라서 보다 자연스러운 차를 이용하기 한 노력이 있어왔다. Lemish & Rice(1986)는 텔 비

을 보는 것이 매우 일상 이고 반복 이며, 아동이 측할 수 있는 발화를 들려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하 다. 텔 비 이나 비디오를 이용해 새로운 낱말을 제시하고 아동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평

가하는 방법은 선행되었던 구조  연구에 비해 보다 자연스럽고 지속 인 상황을 제공할 수 있다. 성

인이 도와주는 과정이 없이도 아동이 스스로 의미와 사물, 사건에 해 추론하고 연결하는 과정을 알아 볼 

수 있게 하는 이 방법을 Quick Incidental Learning(이하, QUIL; Rice, Buhr & Nemeth, 1990; Rice & 

Woodsmall, 1988)이라고 부른다.

아동이 기 어휘를 습득하는 데 주된 낱말의 유형은 첫 번째로 명사, 두 번째로 동사이다. 따라

서 명사와 동사의 발달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기언어발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동이 

낱말을 습득하는 데 명사를 동사보다 쉽고 빠르게 익힌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Pae, 1993; Schwartz 

& Leonard, 1984; Tomasello et al., 1997). 이와는 상반되게 언어  특징이나 환경의 향으로 아동어

휘발달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Choi, 2000; Choi & Gopnik, 1995; 

Goldfield, 2000; Kim, McGregor & Thompson, 2000). Choi(2000)는 한국어가 동사의 비 이 크고 문장

의 맨 끝에 치해 지각 인 특성이 두드러지고 단독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들을 주목하 다. 

이로 인해 아동의 기낱말습득 유형이 어권 아동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측하 다. 특히 청

각장애아동은 문장 내 낱말의 청지각  특성으로 정상발달아동과는 다른 향을 받을 수도 있다. 

청각장애아동의 어휘습득을 살펴보면 정상발달아동에 비해 상 으로 청각  정보의 이용에 

제한이 있어 반 으로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yne, Yoshinaga-Itano & Sedey, 1998; 

Moeller, Osberger & Eccarius(1986), 박혜진(2002)에서 재인용). 그러나 청각장애아동의 어휘발달은 

많은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Paul, 2001; Yoshinaga-Itano et al., 1998). 박혜진(2002)는 청각장애아동의 

어휘발달이 래에 비해 히 떨어지지만 개인차가 매우 크다고 보고하 다. Paul(2001)은 어휘발달

의 개인차를 설명하면서 학령기 청각장애아동의 경우 소득수 , 독서량, 그리고 부모의 열성  참여 등

을 변수로 제시했다. 이 듯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청각장애아동의 어휘발달을 살펴보는 데 빠른 연결

능력을 고찰해보는 것은 이들의 언어습득능력의 기본  패턴을 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일 것이

다. 그러나 청각장애아동의 빠른 연결에 한 연구는 매우 고(Gilberstone & Kamhi, 1995; Lederberg, 

Prezbindowski & Spencer, 2000) 국내에서는 아직 시도된 가 없다. 선행된 연구들은 매우 조작 인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낱말과 익숙한 사물 속에서 새로운 사물과 새로운 낱말을 배

타  가정을 이용해 골라내는 기존의 연구는 말소리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낱말을 습득해가야 하는 자

연스러운 환경을 표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비디오를 이용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청

각장애아동이 새 말소리를 어느 정도 의미와 빠르게 연결시키는지, (2) 고심도 청각장애아동과 정상발

달아동의 빠른 연결능력에는 차이가 있는지, (3) 고심도 청각장애아동과 정상발달아동의 빠른 연결능

력은 낱말유형(명사 vs. 동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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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강원 지방에 거주하는 3세에서 6세 10개월 된 고심도 청각장애아동 총 17명

과 3세 5개월에서 6세 3개월 사이의 정상발달아동 16명을 상으로 하 으며 상자 성별은 고려하지 

않았다. 

청각장애아동은 (1) 500 Hz, 1,000 Hz, 2,000 Hz의 평균청력이 71 dB 이상의 고심도 청각장애

고, (2)생활연령이 3세부터 6세 10개월(평균 54.13개월, 표 편차 = 10.56) 사이 으며, (3)그림어휘력 

검사(김 태 외, 1995)결과는 1퍼센타일 미만에서 97퍼센타일 사이로 나타났다. 그리고 (4) K-ABC 

동작성 지능검사(문수백․변창진, 1997) 결과 정상 범주에 포함된 아동을 상으로 하 다.

정상발달아동은 (1)생활연령이 3세 5개월에서 6세 3개월 사이에 있고(평균 54.59개월, 표 편차

= 12.36), (2)그림어휘력 검사결과가 40퍼센타일 - 99 퍼센타일 이상 사이에 있었고, (3) K-ABC 동작

성 지능검사 결과 정상 범주에 포함되었다. 두 집단 간 생활연령을 t-검정한 결과 통계 으로 차이가 

없었다 (t = -.115, p = .909, p < .05). 상으로 선정된 아동들의 연령, 성별, 청력, 보장구 종류, 그림어휘

력 백분율을 정리한 것은 <표 - 1>과 같다. 

2. 실험도구

Rice & Woodsmall(1988)과 Rice et al.(1994)의 QUIL 방식을 응용하여 아동이 흥미를 느낄 만한 

비디오 두 개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 속에 새로운 명사 5개와 새로운 동사 5개를 

포함시켰다. 새로운 명사는 2음 로 구성하 고, 동사는 기본형이 3음 이 되도록 구성하 다. 연구자

가 설정한 새로운 낱말을 <표 - 2>에 제시하 다.

문장의 길이나 난이도가 아동에게 지나치게 난해하지 않도록 2 - 3낱말 조합을 주로 문장을 

구성하 다(카메라 이야기 MLUw= 2.6, 텔 비  이야기 MLUw= 2.52). 사용된 의미 계는 언어발달

기에 있는 아동이 주로 사용하는 의미 계(행 자 +행 , 상 +행  등)로 구성하 다. 제시된 문장

의 낱말 유형  빈도분석을 해 KCLA(Korean Computerized Language Analysis; 배소 , 2000)를 

이용하 다. 낱말 유형은 카메라 이야기가 53개, 텔 비  이야기가 49개 다. 낱말의 빈도는 카메라 

이야기가 125개, 텔 비  이야기가 151개 다. 비디오 1(카메라 이야기)에는 새로운 명사 1개, 새로운 

동사 3개가 제시되고, 비디오 2(텔 비젼 이야기)에는 새로운 명사 4개, 새로운 명사 2개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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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청각장애아동과 정상발달아동 월령, 성별  그림어휘력 수

청각장애아동 정상발달아동

아동번호 월령 성별 청력 보청력 보장구
그림

어휘력
아동번호 월령 성별

그림

어휘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36

36

42

43

44

49

51

53

57

58

58

61

63

63

65

70

82

남

남

남

여

여

남

여

남

남

남

남

여

남

여

남

남

여

93.3

95

106.6

88.3

-****

-

73.3

72.5

90

88.3

81.6

95

80

-

95

95

-

51.6

48.3

63.3

43.3

43.3

31.6

43.3

15

48.3

41.3

41.6

63.3

43.3

25

48.3

58.3

66.6

HA-d**

HA-d

HA-d

HA-d

CI***

CI

HA-d

HA*

HA-d

HA-d

HA-d

HA

HA-d

CI

HA-d

HA-d

CI

26 %ile

16 %ile

48 %ile

15 %ile

 7 %ile

 1 %ile미만

69 %ile

 4 %ile

 1 %ile미만

 1 %ile미만

13 %ile

 2 %ile

 8 %ile

 6 %ile

 1 %ile미만

97 %ile

 1 %ile미만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41

41

44

43

47

49

50

50

52

57

58

60

61

68

70

75

남

여

여

남

여

여

남

여

여

남

남

여

남

여

여

남

40 %ile

59 %ile

99 %ile

88 %ile

99 %ile

66 %ile

44 %ile

69 %ile

86 %ile

99 %ile이상

92 %ile

98 %ile

93 %ile

90 %ile

99 %ile

97 %ile

 * HA: 아날로그 보청기

**HA-d: 디지털 보청기

*** CI: 인공와우

**** -: 인공와우 수술로 순음검사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

<표 - 2> 자극낱말  의미

낱말유형 자극낱말 의  미

명사

노때

하노

메꾸

푸차

두비

윗부분이 네모낳고, 기다란 가 달린 안테나

안에 작은 돌멩이를 넣어서 불 수 있고, 작은 풀피리같이 생긴 물건

작은 모종용 삽

해골이 그려져 있는 독약

카메라의 즈

동사

가배다

나구다

태 다

뽀매다

비 다

사진을 기 해 포즈를 잡다.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다.

열을 지어 으로 행진하다.

상 방을 손가락질하며 놀리다.

사물이 독약에 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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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 나오는 사물들은 꽃밭, 텔 비 , 카메라 등과 같이 어린 아동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

는 것들이었고, 비디오의 길이는 각각 약 5분 30 , 5분 50  정도 다. 두 가지  카메라 이야기는  

<부록 - 1>에 수록하 다. 

3. 연구 차

가. 자료수집

실험은 아동 당 1회기로 실시되었다. 먼  그림어휘력을 실시하 으며, K-ABC의 동작성 검사 

 2가지를 실시하 다. 비디오를 보기 에는 아동에게 비디오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고 선생님이 이

야기를 해 주며 비디오가 끝나면 질문하겠다고 알려주었다. 

아동에게 제시한 비디오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연달아 녹화하 다. 테이 는 A형(텔 비젼 이야

기 -카메라 이야기)과 B형(카메라 이야기-텔 비젼 이야기)의 두 가지를 제작하 다. 아동에게 제시되

는 순서에 의한 효과를 배제하기 해 실험에 따라 두 가지 테이 를 번갈아 제시하 다. 

실험은 텔 비 이 있는 언어치료실이나, 어린이집, 아동의 가정 등의 조용한 방에서 실시하

다. 연구자는 청각장애아동을 상으로 비디오를 이용한 언어치료 경험을 수 십 회 갖고 있었다. 이 연

구에서는 이야기를 직  육성으로 들려주어 청각장애아동들이 제시낱말을 듣는 데 상 인 어려움을 

덜 겪도록 하 다. 실험 시 연구자는 청각장애아동의 경우 청력이 좋은 쪽에 앉았고, 청력이 비슷한 경

우나 정상발달아동의 경우는 오른쪽에 자리하 으며 아동이 치료사의 얼굴을 바라보는 데 어렵지 않도

록 배려하여 비디오를 보면서 입술의 정보를 가능한 이용하도록 하 다. 이야기는 자연스러운 억양, 강

도  속도로 들려주었다. 실험 시 연구자는 아동의 질문 등에 반응하지 않았으며, 아동은 모두 실험에 

매우 흥미롭게 참여하 다.

아동이 새로운 낱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었는지에 한 검사는 그림어휘력과 유사한 형식으로 

제작하 다. ATI Multimedia center를 사용하여 비디오의 화면을 컴퓨터로 연결하 다. 상낱말이 나

오는 장면들을 지정하여 각각 14 × 10 cm 크기로 칼라출력 하 다. 응답지에는 상낱말에 해당하는 

그림 한 장과 오답에 해당되는 그림 3장이 나와있다. 오답에 해당되는 그림은 같은 품사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낱말 한 개, 다른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낱말 한 개, 그리고 친숙한 낱말 한 개로 구성하 다. 

응답지는 40 × 25 cm 크기의 종이에 그림 4장을 붙여 제작하 다. 정답문항이 네 개 치에서 분산되도

록 조 하 으며 모두 10장의 응답지를 제작하 다.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바로 비디오를 정지시키고 새낱말에 한 빠른 연결능력을 평가하 다. 

아동에게 연구자가 말하는 낱말을 찾아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림 을 제시하 다. 명사, 동사 모두 그림

어휘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OO’ 혹은 ‘OOO’이라고 질문하 다. 아동이 손가락으로 지 하는 그림의 번

호를 아동의 반응으로 기록하 다. 아동이 맞았으면 1 , 틀렸으면 0 으로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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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분석

연구의 분석은 SPSS 10.0을 이용하 다. 본 연구는 상자간 변인과 상자내 변인이 함께 있는 

혼합설계이다. 상자간 변인은 집단(청각장애아동과 정상발달아동)이며 상자내 변인은 낱말유형(명

사와 동사)이다. 낱말의 유형이 집단간 이해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해 이원분산 

반복측정(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으로 분석하 다. 

Ⅲ. 결  과

1. 정상발달아동과 청각장애아동의 빠른 연결 능력

실험결과 정상발달아동은 평균 46.3 %의 빠른 연결능력을 보 으며, 청각장애아동은 34.7 %의 

빠른 연결능력을 나타냈다. 청각장애그룹과 정상발달그룹간의 명사, 동사 빠른 연결능력 수의 평균

값을 정리하면 <표 - 3>과 같다. 

<표 - 3> 집단별 새낱말에 한 빠른 연결 수의 평균, 표 편차  백분율

집단 N
낱말유형

총
명사 동사

정상발달아동 16

M(개)

SD

%

2.38/5

1.147

47.6

2.25/5

1.183

45.0

4.63/10

1.893

46.3

청각장애아동 17

M(개)

SD

%

1.35/5

.996

27.0

2.12/5

.927

42.4

3.47/10

1.699

34.7

아동들의 정반응율을 그래 로 나타낸 것이 <그림 - 1>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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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 새로운 낱말에 한 빠른 연결 정반응율

두 집단간 변인과 더불어 명사, 동사 빠른 연결능력이라는 개인의 내  변인을 알아보기 해 이

원분산 반복측정(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하 다. 이원분산 반복측정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표 - 4>와 같다.

<표 - 4> 집단과 낱말유형에 따른 빠른 연결 수 차이 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p

낱말유형

낱말유형 ×집단

집단

1.686

3.262

5.492

1

1

1

1.686

3.262

5.492

2.562

4.956

3.406

.120

.033

.075

집단에 따른 빠른 연결능력은 집단간 차이가 날 수 있는 경향을 보 다(F = 3.406, p = .075, p <

.05). 낱말유형간에는 연결능력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 = 2.565, p = .120, p< .05). 낱말유형과 

집단간에는 고심도 청각장애아동의 빠른 연결능력이 정상발달아동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4.956, p =.033). 집단별로 낱말유형에 따라 얻은 평균 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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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정상발달아동과 청각장애아동의 새로운 낱말 빠른 연결 수

2. 집단간 새로운 낱말의 빠른 연결능력 비교

청각장애 집단과 정상발달 집단간에 명사의 빠른 연결능력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t-검정을 실시하 다. 명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t = 2.74, 

p > .05) 동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상발달아동의 새로운 명사를 빠른 연결시키는 

능력은 청각장애아동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동사의 경우는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검정 결과

를 <표 - 5>에 제시하 다. 

<표 - 5> 집단간 낱말유형의 빠른 연결능력 수와 t-검정 결과

정상발달아동 청각장애아동
t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명사

동사

2.38

2.25

1.15

1.18

1.35

2.12

.99

.93

2.74*

 .36*

* p< .05

3. 집단내 낱말유형별 빠른 연결능력 비교

두 집단이 각각 새로운 낱말의 유형에 따라 수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해 t-검정을 실시

하 으며 이것은 <표 - 6>과 같다. 정상발달아동의 경우는 유형이 달라도 빠른 연결능력 수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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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지 않았으나 청각장애아동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청각장애 아동은 명사

보다 동사를 더 쉽게 빠른 연결시키고 있었다. 

<표 - 6> 집단내 낱말유형별 빠른 연결능력 수와 t-검정 결과

명사 동사
t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정상발달아동

청각장애아동

2.38

1.35

1.15

 .99

2.25

2.12

1.18

 .93

.30*

-2.32*

* p< .05

Ⅳ. 논의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디오를 시청하면서 새로운 낱말을 들려주고 아동이 새로운 말소리와 의미를 빠

르게 연결시키는 능력을 알아보았다. 청각장애아동은 정상발달아동에 비해 낮은 수행을 보이기는 했지

만 말소리와 의미를 빠른 연결시킬 수 있었으며 동사를 명사보다 더 쉽게 빠른 연결을 시키고 있었다. 

청각장애아동이 제한 이나 빠른 연결이 가능하다는 결과는 평가한 차와 조건이 매우 다르기는 하지

만 청각장애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 된 결과를 얻었다(Gilberstone & Kamhi, 1995;

Spencer & Lederberg, 1997). 청각장애아동의 빠른 연결능력은 정상발달아동과 비교해볼 때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청각장애아동의 경우 우연학습(incidental learning)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Flexer(1994)의 주장을 지지한다. 따라서 청각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언어  자극은 좀 더 세심한 주의

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낱말의 유형에 따라 집단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정상발달아동의 경우는 명사와 동사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것은 선행연구 결과(김강애, 1999; 배소 , Rice & Oetting, 1999)와 일치한다. 한

국어를 사용하는 정상발달아동은 동사와 명사간 빠른 연결능력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비해 

청각장애아동은 명사보다 동사가 더 많이 빠른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른 장애군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한지연, 2000;김강애, 1999)에 비해 청각장애군만이 갖는 특징으로 청각장애아동

의 언어치료시에는 언어  특성과 더불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언어자극을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청각장애아동이 명사보다 동사를 더욱 잘 이해한 것은 다양한 추측을 가능 한다. 첫 번째, 청지

각 인 면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것은 한국어의 경우 동사가 문장 내에서 지각 으로 두드러지는 마

지막에 주로 치한다는 선행연구(Au, Dapretto, & Song, 1994; Choi, 2000; Choi, & Gopnik, 1995)의 

결과가 뒷받침해  수 있다. Niparko et al.(2000)은 독화를 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화에서 문장의 

첫 부분의 정보를 놓치기 쉽다고 지 하 다. 화를 시작하는 화자가 시각 으로 단서를 제공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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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즉 청각장애인은 상 으로 화의 처음 부분에서 많은 단서를 가질 수 없다. 

두 번째로, 아동의 인지 능력을 고려할 수 있다(Gilberstone & Kamhi , 1995). 본 연구에서는 

상아동의 동작성 지능 검사를 간단히 평가하 다. 인지능력이 정상범주에 속하고 해당 말소리를 감각

(청각)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동사의 경우 고심도 청각장애아동도 빠른 연결이 더욱 쉽게 이 지

는 것으로 단된다. 특히 동사가 빠른 연결이 가능하다는 은 명사에 비해 시제, 형태 등에 더 많은 

변화가 있어 인지의 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들려주는 구문의 복잡도(complexity) 차이에서 그 향을 찾을 수도 있다. 본 연구  

김강애(1999)의 연구에서는 들려주는 문장의 난이도를 주로 2 - 3 낱말조합으로 제한하 으나 배소 , 

Rice & Oetting(1999)의 연구에서는 좀 더 자연스럽고 복잡한 발화로 들려주었다. 특히 김강애(1999)와 

배소 , Rice & Oetting(1999)의 연구에서 3세 아동의 빠른 연결능력을 살펴보면, 각각 45.9 %, 33 %의 

수를 나타내어 언어  복잡도(complexity)가 미치는 향이 있음을 짐작  한다. 짧고 단순한 언어  

구조는 청각장애아동에게도 말소리의 흐름에 집 하는 데 상 으로 덜 어려울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아동의 개인차에 의한 향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이 집 하여 들을 수 있는 

낱말의 길이나 언어치료  청능훈련 여부 등도 변인이 될 수 있겠다. 우선 수용어휘력 수 이나 청력

에 따른 변인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번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 에는 수용어휘력이 상 으로 높아도 

반  듣기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빠른 연결능력이 낮게 평가된 아동이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각장애아동 (11)의 경우와 아동 (15)를 비교해 보자(<표 - 2> 참고). (11)은 그림어휘력 수가 13퍼

센타일로 나타났으며 2낱말 조합 이상의 구문을 자유롭게 표 할 수 있는 아동이었다. 그에 비해 (15)는  

그림어휘력 검사에서 1퍼센타일 미만으로 평가되었고 언어표 은 한 낱말 수 이었다. 그러나 (11)은 

듣기만으로 이해하는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고 보고되었고, (15)는 듣고 모방하기 등에서 우수한 

수행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 아동 (11)은 빠른 연결능력 평가에서 1개만을 맞춘 반면, (15)는 8 으

로 청각장애아동  최고 을 나타냈다.  다른 변인으로 아동의 청력을 살펴볼 때 청력손실 정도가 

인 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동 (3)과 (11)을 비교해보면 아동 (3)은 나이도 3세 6개월

이며 평균청력 106.6 dBHL로 가장 심한 청력손실을 보 으나 빠른 연결 평가에서는 4개를 정반응 하

여 상 으로 청력이 좋고(81.6 dBHL) 연령이 높은(4세 10개월) (11) 아동에 비해 좋은 수를 나타냈

다. 한 상 으로 청력손실이 은 고도 청각장애아동이라도 집 이고 체계 인 언어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보고된 아동은 명사, 동사 간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아동 (7)은 청력이 73.3 

dB로 상 으로 좋은 청력이었으나 언어치료  청능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 (7) 아동은 

명사 1개, 동사 4개를 맞춰 가장 큰 불균형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아동 (8)은 청력이 72.5 dBHL로 아동 

(7)과 매우 비슷했으며 언어치료를 수년 받아왔다고 보고 되었다. 아동 (8)은 명사 2개, 동사 2개를 정

반응하면서 아동 (7)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듣기능력과 빠른 연결능력의 상 을 연구한 결과는 아

직 보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재활의 요성이 드러나는 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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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고심도 청각장애아동이 말소리를 의미와 빠른 연결시키는 유형과 변인은 여러 가지로 

측 할 수 있다. Lederberg, Prezbindowski & Spencer(2000)는 청각장애아동의 빠른 연결능력은 아동

의 연령  수용어휘량이 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수용

어휘능력과 빠른 연결능력은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정상발달아동 r = .48, p = .060, 청

각장애아동 r = .34, p = .176). 이것은 Rice et al.(1994)의 기존 QUIL연구 결과들과 김강애(199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아동의 수용어휘 수 을 평가하기 해 사용한 검사

도구의 차이로 인한 향임을 측할 수 있다. 아동의 수용어휘력과 빠른 연결능력에 해서는 검사도

구에 따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각장애아동이 새로운 말소리를 의미와 빠른 연결시킬 때 동사에서 명사보다 높은 수를 얻은 

것은 박혜진(2002)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많은 시사 을 제공한다. 청각장애유아의 어휘발달을 MCDI-K

로 연구한 결과 청각장애아동은 명사를 동사에 비해 월등히 많이 습득하고 있었다. 이것은 청각장애의 

특성상 동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고 의미와 빠르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이번 

결과와 상반되는 양상이다. MCDI-K의 기본 인 구성이 명사 비 이 동사보다 크다는 과 박혜진의 

연구가 청각장애아동의 표 에 을 두었고 이번 연구는 이해에 을 두었다는 에서 두 결과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과에 비교해 볼 때 기존의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과정

에서 명사에 비해 동사습득이 간과되어졌을 가능성과 함께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 동사를 진해 

다면 오히려 낱말습득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상할 수 있다.

정상발달아동은 46.3 %의 새로운 낱말에 한 빠른 연결 능력을 보 다. 이것은 선행연구(김강

애, 1999; 배소 , Rice & Oetting, 1999)와 매우 유사한 결과로 아동이 QUIL 방식에 의해 새로운 낱말

을 습득하는 정도가 언어보편 인 것을 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청각장애아동이 체 10개의 새

로운 낱말  3.47개에 해 빠른 연결 능력을 보인 것은 배소 , Rice & Oetting(1999)의 연구에서 3세 

아동이 보인 능력과 유사한 결과로 청각장애아동의 빠른 연결능력이 정상 래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

미할 수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아동은 체 낱말  빠른 연결을 시킬 수 있었던 비율은 정상발달하는 

3세 아동이 보인 능력과 매우 유사한 수치이지만, 그 내용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배소 , Rice & 

Oetting(1999)의 연구에서 3세 아동들은 명사, 동사 모두 33 % 정도를 낱말유형에 차이가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 청각장애아동은 명사는 27 %, 동사는 42.4 %를 빠른 연결시켰다. 따라서 체 인 평균은 3세 

아동의 능력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낱말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청각장애아동과 정상 

아동의 빠른 연결능력을 단순히 생활연령 근거에 따라 비교하는 것은 험하다고 볼 수 있다. 

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몇 가지 제한 과 제안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청각장애아동의 반  듣기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도구가 으로 필요하다. 동

사의 청지각 인 요인 때문에 빠른 연결이 더 쉽게 이루어졌다면 아동이 듣고 처리할 수 있는 문장의 

길이와 어휘발달이 상 이 있을 수 있다. 한 아동의 듣기능력에 따라 빠른 연결능력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각장애 유아를 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듣기능력 검사도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기에 이러한 검사도구 개발이 이루어져 이후의 실험에서 아동의 듣기능력과 낱말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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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상 을 그려보는 것도 매우 의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청각장애아동의 수용어휘력을 히 평가할 만한 도구가 부족했다. 그림어휘력을 실시

했으나 많은 청각장애아동이 특정 문항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실패했다. 즉 꽃병을 질문하면 부분 아

동은 꽃을 지 하거나 잠자리채를 질문하면 잠자리를 지 하는 경우이다. 그림어휘력과 아동의 빠른 

연결능력과의 상 계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청각장애아동의 수용어휘력이 과소평가 되었다는 은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 상 아동의 연령 분포가 넓었다는 이다. 기존의 QUIL 연구는 생활연령이 올라가면

서 빠른 연결능력도 상승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 가 넓게 분포했고 

연령별 인원이 기 때문에 연령별로 나타나는 특성  상 계를 알 수 없었다. 연령별로 보다 많은 

아동을 상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면 아동의 기낱말습득시기에 일어나는 특징을 보다 정확하게 

밝 낼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자극물로 제시된 비디오의 구성이다.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진행하려고 하 지만 실제

로는 발달을 고려하여 통사 인 틀을 매우 제한한 내용을 들려주었다. 선행된 QUIL 연구 결과들과의 

비교를 통해 보면 들려주는 언어자극의 길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아동이 습득할 수 있는 어휘량이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비디오를 통해 들려주는 언어자극의 변인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알아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일 것이다. 

다섯 번째, 빠른 연결의 원리가 실제 언어치료에 용되었을 경우의 치료효과에 한 연구가 필

요하다. 선행된 연구에는 보완 체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정신지체아동에게 빠른 연결 원리를 용하여 

치료한 경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inson & Albert, 2001). 이에 비해 인지기능이 좋은 청

각장애아동을 상으로 자연스러운 근으로 빠른 연결 능력을 진하는 치료 효과에 한 연구는 매

우 의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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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비디오 스크립트(카메라 이야기)

토토 요.

쥐가 카메라를 닦아요.

쥐가 사진을 보여줘요.

사진 자.

사진 자.

쥐가 토토를 가배요.

이 게 가배요.

쥐가 토토를 가배요.

등을 펴서 가배요.

토토가 혼자 가배요.

사진을 었어요.

와! 멋있어요.

장난감을 꺼내요.

장난감이랑 나구고 싶어요.

쥐는 그러기 싫어요.

토토가 고양이를 보여줘요.

고양이랑 나구고 싶어요.

쥐가 놀랬어요.

고양이가 움직여요.

재미있어요.

쥐가 카메라랑 나궈요. 

쥐가 고양이를 타고가요.

토토는 카메라가 좋아요.

카메라 단추를 러요.

혔다.

카메라 단추를 러요.

펴졌다.

개구리를 불러요.

토토가 사진을 어요.

어. 두비가 빠졌어요.

사진이 이상해요.

개구리가 태 고  있어요.

토토가 사진을 어요.

벌이 날아가요.

북을 치며 태 요.

카메라 두비가 빠졌어요.

구멍에서 벌이 날아가요.

두비를 끼워요.

개구리 사진을 어요.

뒤로 가요. 뒤로.

사진을 어요.

어... 카메라가 고장났어요.

사진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북을 치며 태 요.

토토가 개구리를 불러요.

토토가 그림을 그려요.

개구리 그림이 요.

고슴도치도 그려요.

토끼도 그려요.

부엉이도 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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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ast Mapping Abilities of Korean Hearing 

Impaired Children

Jong Min Jung

(Woori Aural Rehabilitation Center)

So Yeong Pae

(Division of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Hallym University)

This study evaluated the fast mapping abilities of 17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and 16 normal 

children aged from 3 to 6 years old(Mean = 4; 6). After viewing 2 video tapes, each child heard novel 

words included in the stories and was asked to point to the scene that depicted a novel word.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word type and the 

group. Normal children fast mapped verbs as much, whereas the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fast mapped verbs more than nouns

In conclusion, Korean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can fast map novel words with meanings 

although their performance was lower than that of the normal children. Interestingly, the hearing 

impaired children fast mapped verbs more than nouns. The position of Korean verbs at the end of 

the sentence, providing a better hearing condition, may explain the hearing impaired children’s 

precocious fast mapping abilities of verbs. Other variables such as cognition and syntax complexity 

need to be further studied. 

Key words: fast mapping abilities, word type, hearing impaired childr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