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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학령기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속담에 대한 맥락 추론 능력

인공와우이식술의 보편화로 청각장애 아동들의 인공와우이식이 증

가하였으며, 이들의 말소리 지각력과 언어 능력이 향상되어 지속적인

언어발달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 재활을 통해 적절한 언어발달

을 이룬 아동의 경우에도 학교에서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

다. 이는 학령기의 의사소통이 단순히 듣는 것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언어적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학령기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

해서는 의사소통의 맥락을 이해하고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여 해

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인공와우이식술이 보편화되어 인공와우를 이

식 받은 아동이 학령기에 들어섰지만, 이들의 고차원적 언어 특성을 살

펴보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인공와우이식 아동 집단의 맥락 추론

능력을 알아보고자 인공와우이식 아동 집단 19명과 생활 연령 및 성별

이 일치하며, 언어 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건청 아동 집단 19명, 총

38명을 대상으로 친숙하지 않은 속담을 3문장의 맥락과 함께 제시하고

그 의미를 추론하는 과제를 실시하였다. 속담 유형은 투명도에 따라 2

가지 유형(투명한 속담, 불투명한 속담)으로 구성하였고 오류 유형 또한

2가지 유형(문자적 오답, 상황과 관련한 오답)으로 분류하여 집단 간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및 그에 따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와우이식 아동 집단은 기본적인 언어 능력에 문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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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더라도 건청 아동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맥락 추론 능력을

보였다. 이는 인공와우이식 아동 집단이 추론과 같은 상위 언어 능력에

서 어려움을 보이며, 이로 인해 학령기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인공와우이식 아동 집단과 건청 아동 집단 모두가 주로 보

인 오류 유형은 상황적 오답이었다. 이는 두 아동 집단 모두 속담이 주

어진 맥락을 이해할 수 있으나, 배경 지식을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해 속담에서 쓰인 어휘와 맥락의 공통점을 찾고 의미를 정확하게 추

론하는 하향식 과정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학년, 수술 연령, 인공와우 사용 기간, 언어치료 기간 등의

요인들 중에서 인공와우이식 아동 집단의 맥락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맥락 추론 특성을 확인하여, 임상

에서 맥락 추론 영역에서의 중재 필요성 및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인공와우이식 아동 집단

의 인원을 증가시키고, 아동 각각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맥락 추론

능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문항의 개수를 증가시켜 대표성을 획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핵심 되는 말 : 인공와우이식, 청각장애, 추론 능력, 맥락 추론,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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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속담에 대한 맥락 추론 능력

〈지도교수 김 향 희〉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김 승 현

Ⅰ. 서 론

1. 이론적 배경

인공와우이식(cochlear implant)술은 내이의 손상으로 인해 고심도의 감

각신경성난청을 가진 청각장애인의 달팽이관내에 전극을 삽입하고 전기적 에

너지로 청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수술이다. 인공와우

이식술의 대상자는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향신호를 감지하거나, 말을 지각하

고 변별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고심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인으로서 양측 청력

이 70~90dBHL이상이다1-3. 인공와우이식술은 초반에 주로 청력 손실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청각장애 아동

및 만 2세 이하의 유아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사용할

때보다 더 향상된 말 지각과 산출을 가능하게 한다4-7.

인공와우이식술 후 아동들의 언어 수행능력에는 개인차가 있다8.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에는 수술 전 잔존 청력 정도, 수술 시 연령,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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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손실의 기간, 인공와우 사용 기간, 언어 중재의 양 등이 있다9,10. 수술 시

연령은 수술 전후의 수행을 비교하거나, 생활연령이 동일한 건청(normal

hearing) 아동(이하 NH 아동) 과의 수행을 비교해 연령에 적합한 능력을 보이

는지를 비교함으로써 그 효과를 입증한다10. 선행 연구에 따르면 언어 습득기

이전에 인공와우이식술을 받은 청각장애 아동은 말소리 지각력과 언어 능력이

향상되어 지속적인 언어발달을 보이며11,12 5세 이전에 인공와우이식술을 받은

아동은 5세 이후 이식술을 실시한 아동보다 더 높은 언어 능력을 보였다13. 그

러나 최적의 수술 연령은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 수술 전 잔존 청력 정도, 청

력 손실의 기간, 인공와우 사용 기간, 언어 중재의 양은 수술 후의 언어 능력

을 모두 예측한다고 할 수 없지만 언어 발달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논

의되고 있다14.

인공와우이식 아동(이하 CI 아동)은 언어발달에서 중요한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언어자극이 부족하고 인공와우를 통해 수용할 수 있는 청각정보가 충

분하지 못하여 생활연령에 적합한 말⋅언어기술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보인

다15,16. CI 아동의 어휘 지식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또래 NH 아동보다

알고 있는 어휘의 양이 적고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17,18.

CI 아동의 읽기능력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있다. Geers(2003)의 연

구에서는 5세 이전에 이식술을 받은 8~9세 CI 아동이 NH 아동과 유사한 읽

기 이해 수준을 보였다19. 그러나, 평균 5.8세에 이식술을 받은 CI 아동을 대상

으로 종단연구를 한 Boothroyd & Boothroyd-Turne(2002)의 연구에서는 CI

아동이 NH 아동에 비해 읽기에 어려움을 가졌다20. Archbold et al(2008)의 연

구에서는 42개월 이전 이식술을 받고 착용기간이 6년 이상 경과한 아동의 경

우 또래 NH 아동과 읽기 능력이 유사하고, 42개월 이후 이식술을 받은 아동

은 또래 NH 아동에 비해 지연되는 경향을 보였다21. 청각장애 아동의 추론 전

략에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는 청각장애 아동이 읽은 내용을 이해하고 추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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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부적절한 이해 전략을 사용하고, 텍스트의 추론적 의미를 깨닫는데 어려움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2-24. 초등 4~6학년 청각장애 아동에게 글을 읽고

추론하는 과제를 실시한 선행연구에서는 읽기 이해 능력이 높은 집단은 텍스

트 기저와 사전지식을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보여 추론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읽기 이해 능력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빠른 어휘 접근에의 어려움과 적절하

지 못한 구문론과 의미론적 언어처리로 인해 추론에 실패하였다25.

비유 언어는 사물을 비슷한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문자

적 해석을 넘어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비유 언어에는 은유, 직유,

속담, 관용어가 있다26,27. 특히 속담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지식, 신념이

담겨있으므로, 다른 비유 종류의 비유 언어보다 높은 비유성을 가지며, 사용된

맥락에 따라 그 의미를 부여받는다26,28. 문맥에 따른 청각장애 아동의 은유이

해 능력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청각장애 아동이 읽기 이해 능력에 관계없

이 문자적 오답을 가장 빈번한 오답 유형으로 나타냈고, 읽기 이해 능력이 낮

을수록 상황과 관련 없는 이해 역시 빈번하게 보였다고한다29.

속담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친숙도(familarity)30,31와 투

명도(transparency)32,33가 있다. 친숙도는 속담을 자주 들어 친숙한 정도로 친

숙도가 높은 속담은 친숙도가 낮은 속담에 비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친

숙하지 않은 속담의 경우 문맥 뿐 아니라 단어의 개별적 의미를 추상화해야한

다35,36. 투명도는 사전적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하는데 기여하는 정도로

37 문자적 표현과 비유적 의미 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투명한(transparent) 속

담은 문자적 표현을 보고 비유적 의미를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문자적 의미

와 비유적 의미간의 거리가 가깝다. 반면, 불투명한(opaque) 속담은 대체로 문

자적 표현과 비유적 의미 간의 유연성이 약하고 문자적 표현으로 비유적 의미

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문자적 의미와 비유적 의미간의 거리가 멀다

33,34,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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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하지 않은 속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에 대한 이해26,30, 추론 능

력39, 어휘력40이 필요하다. 맥락(context)은 속담이 쓰인 상황으로 속담의 의미

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와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 는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지는 속담이지만

각각의 속담이 사용된 맥락을 안다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속담

은 의사소통 맥락과 함께 사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속담의 의미를 부

분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즉 맥락은 속담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도움을 준다26,41.

추론(reasoning)이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을 이

해하는 논리적 과정으로, 상황과 새로운 상황이 어떻게 유사한지를 비교해 표

면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 상황을 대응시키는 것이다. 이 능력

은 인간의 사고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능력으로 학습, 문제해결 및

창의적 사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42-46. 추론 능력은 담화에서 역시 중요

한 역할을 한다. 화자가 특정한 맥락에서 메세지를 전달하면 청자는 문자적

의미와 맥락으로부터 전달되는 정보를 연결하여 함축된 의도를 추론함으로써

그 의미를 이해해야한다. 따라서 화자의 의도를 청자가 적절하게 추론하지 못

한다면 성공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47.

언어적 유추 추론은 기본적인 추론 개념을 인지하고 단어의 의미와 단어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다른 유추 추론에 비해 난이

도가 높고 언어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48. 특히 속담은 특정 사회의 지식을 바

탕으로 은유, 직유, 인과관계 등에 의해 그 뜻이 확장되므로, 속담의 뜻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속담과 속담이 주어진 맥락 사이의 비유적 유사점을 알아내

고, 두 관계를 연결하여 내포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49,50.

Sternberg(1977)는 유추 추론을 위해서 부호화(encoding), 추리

(interference), 대응(mapping), 적용(application), 정당화(justification),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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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유추 추론은 “A와 B에 대한 관계가

C와 D에 대한 관계와 같다.” 라는 형식을 지닌다51. 예를 들어 외국 여행을 간

한국인이 유적에 낙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외국인들이 한국 전체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되는 상황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

라는 속담을 사용한다면, 이 뜻을 해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로 개별 항목에 대한 부호화를 한다. 두 번째로 미꾸라지 한 마리와

한국 사람의 관계를 추리한다. 세 번째로 미꾸라지와 웅덩이의 관계를 대응한

다. 네 번째로 추론한 것과 유사한 관계를 적용하여 웅덩이와 대응되는 관계

의 의미를 찾아내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 하나가 집안과 사회에 해를 끼

친다.’ 라는 뜻을 유추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적절한 관계를 이루었는지 검

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여섯 번째로 개인이 유추 추론 과정을 통해 선택한 답

을 표출한다. 이처럼 속담의 뜻을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적 요소를

파악하고 의미와 발화 사이의 유사성을 추론해야하는데, 이 능력은 8~10세경

급격히 발달한다29,30,40,52,53. 속담이 쓰인 상황을 이해하고 속담의 뜻을 추론하는

능력은 수용 어휘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속담에서 쓰인 어휘의 의미

를 분석하고, 어휘 사이의 의미론적 연결을 파악해야하기 때문이다30,31.

앞서 살펴보았듯이, 속담을 이해하는 데는 문맥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단어 사이의 관계를 인지하고 맥락과 발화 상황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비유 언어와 달리 특정 사회의 지식을 바탕으로

내포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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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상생활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사건과 그

맥락을 이해하고,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맥락은 말

이 쓰이는 상황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특정 맥락 속에서 언어가 실현되면 다른 맥락에서 사용 가능한 의미가 사라진

다. 따라서 맥락은 특정 사건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54. 추론

능력은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55,56

맥락 추론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동이 들어본 적이 없는 속담을 사용할

수 있다. 들어보지 못한 속담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휘가 가지고 있

는 의미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맥락을 이해하고, 이러한 맥

락을 바탕으로 속담의 의미를 해석하고 파악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속담

과 속담이 주어진 맥락 사이의 비유적 유사점을 알아내고 두 관계를 연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29,40,41,53. 또한 속담은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믿음, 가치를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므로 속담을 이해하는 능력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일

원으로 융화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57.

2005년부터 국내에서도 인공와우이식술이 건강 보험에 적용되면서 이식

술을 받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식연령이 영유아기로 낮아졌다1,58.

인공와우이식술을 통해 CI 아동은 지속적인 언어발달을 보이며 언어 능력이

향상되었지만, 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언어자극의 부족과 불충분한 청각정보로

인해 생활연령에 적합한 말·언어 기술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11,12, 15,16.

또한 학령기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단순히 듣는 것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언어적 기술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초기 재활을 통해 적합한 말·언어 능력의

발달을 이룬 아동의 경우에도 학교에서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59.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추론능력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이들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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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관계없이 낮은 추론 능력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인

공와우이식술이 보편화되기 전에 실시되었으므로 인공와우를 이식받고 주요

의사소통 수단을 구어로 사용하는 CI 아동 집단까지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공와우이식술을 받은 아동들이 성장함에 따라 맥락을 통

해 추론하는 능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속담을 통해 CI 아동의 맥락 추론능력을 알아보고

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CI 아동의 중재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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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CI 아동의 맥락 추론 능력을 NH 아동과 비교하여

보고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와, 오답 유형별 오류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고, CI 아동 집단의 맥락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

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CI 아동은 NH 아동과 비교하여

(1) 맥락 추론 능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가?

(2) 속담 유형에 따른 맥락 추론 능력의 차이가 있는가?

(3) 오답 유형별 오류율의 차이가 있는가?

나. CI 아동에서

(1) 학년, 수술 연령, 인공와우 사용 기간, 언어치료 기간 중 맥락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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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

학년에 재학 중인 CI 아동 19명(남 7명, 여 12명)과 연령과 성별을 일치시킨

NH 아동 19명(남 7명, 여 12명)으로 총 38명을 모집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유추 추론 능력이 8~10세에 급격히 발달한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하였다53. CI

아동은 복지재단 및 사설 언어치료실에서 모집하였으며, NH 아동은 교회와

지역 아동 센터에서 모집하였다. 각 대상자 집단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CI 아동은 (1) 인공와우이식술 연령이 5세 이전으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생후 약 5년은 청각적 뇌 가소성 및 언어발달이 활발한 시기이며, 최소 5년

이내에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는 것이 구어 습득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21.

(2) 청력손실 외의 중복장애가 없는 아동으로 국한하였다. 이는 중복장애가 있

는 아동의 경우 인지 및 언어발달이 지연되며 인공와우 매핑에 어려움이 있어

수술 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60,61. (3) 인공와우이식술 후 인

공와우를 지속적으로 착용해온 아동이며 (4) 주요 의사소통 수단이 구어이며

(5) 일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NH 아동은 보호자 보고에 의해 (1) 지능 및 청력에 이상이 없고 (2) 신

체, 감각, 정서 및 행동의 문제가 없으며 (3) 일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을 대상으로 하였다.

앞서 제시한 대상자 기준에 속하지만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VT)와 학

령기 아동 언어 검사(LSSC)의 비유 문장 이해 과제 및 한국어 읽기 검사

(KOLRA)의 읽기 이해 과제를 실시하였을 때, 그 결과가 -2 표준편차에 속하

는 아동은 또래에 비해 언어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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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 조건에서 제외하였다.

CI 아동 집단의 평균 생활 연령은 11세 0개월, 수술 연령은 평균 2세 1

개월, 인공와우의 평균 착용 기간은 8년 11개월, 평균 언어치료 기간은 9년 2

개월이었다. NH 아동 집단의 평균 생활연령은 11세 3개월이었다. 두 집단의

평균 생활 연령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069, p=.292). 대상 아동 정보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있다(표 1),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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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I 집단 아동 정보

1단위: 세;개월
2첫 CI 이식술 기준
3단위: 년;개월
4Bi.: 양쪽(Bilateral), Lt.: 왼쪽(Left), Rt.: 오른쪽(Right)
5Lt.: 왼쪽(Left), Rt.: 오른쪽(Right)
6HA: 보청기(Hearing aid)
7N.A.: Not Applicable

번호 성별 학년
생활

연령1
수술

연령1,2
착용

기간3

언어

치료

기간3

수술

위치4

착용기기

Lt.5 Rt.5

01 여 4 9;10 1;2 9;8 9;0 Bi. N6 N6

02 여 4 9;10 1;5 8;5 8;2 Rt. HA6 Kanso

03 여 4 9;10 1;6 8;4 8;10 Bi. N5 Freedom

04 여 4 9;10 2;6 7;4 7;10 Lt. N6 HA

05 여 4 10;3 2;6 7;9 8;3 Bi. Kanso Kanso

06 남 4 10;4 2;5 7;11 8;4 Rt. N.A.7 Kanso

07 남 4 10;8 2;6 8;2 8;8 Bi. N6 Kanso

08 남 5 10;10 1;11 8;11 11;2 Bi. N6 N6

09 남 5 10;11 3;9 7;2 7;9 Bi. Opus2 Opus2

10 여 5 11;3 2;6 8;9 9;0 Bi. N6 N6

11 남 5 11;3 2;4 8;11 9;4 Bi. Harmony Naida CI

12 여 5 11;3 2;2 9;1 10;1 Bi N6 Freedom

13 여 5 11;5 1;9 9;8 10;2 Bi. Kanso Kanso

14 남 6 11;11 1;10 10;1 10;4 Lt. Freedom N.A.

15 여 6 12;1 2;0 10;1 10;7 Bi. N5 Kanso

16 여 6 12;2 2;6 9;8 9;0 Bi. N6 N5

17 남 6 12;4 1;10 10;6 10;11 Bi N6 N6

18 여 6 12;5 2;0 10;5 10;2 Bi. Neptune Neptune

19 여 6 12;8 1;3 11;5 7;1 Bi. Freedom Kanso

평균 11;0 2;1 8;1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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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NH 아동 집단 정보

1단위: 세;개월

번호 성별 학년 생활연령1

01 여 4 10;0

02 여 4 10;3

03 여 4 10;5

04 남 4 10;7

05 여 4 10;8

06 남 4 10;9

07 여 4 10;9

08 남 5 11;0

09 여 5 11;0

10 남 5 11;1

11 여 5 11;4

12 남 5 11;6

13 여 5 11;7

14 여 6 11;11

15 남 6 12;0

16 여 6 12;2

17 여 6 12;2

18 여 6 12;3

19 남 6 12;8

평균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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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의 승인(No. 7001988-201710-HR-273-04)을 받아 진행되었다.

가.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서울 및 경기 지역의 복지재단 및 사설 언어치료실을 방문

하여, 조용한 환경에서 연구자와 대상자가 일대일로 진행하였다. 연구 진행에

앞서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사례 면담을 통해 대상자의 생년월일,

성별, 기타 장애 여부, 재학 중인 학교 및 학년 정보, 대상자나 법정대리인의

이메일 주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CI 아동은 추가적으로 인공와우이

식 시기, 사용하는 인공와우의 종류, 언어치료 기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

다. 수집한 정보는 연구자가 면담지에 작성하였다. 수용·표현어휘력검사

(REVT)와 학령기 아동 언어 검사(LSSC)의 비유 문장 이해 과제 시행 시 대

상자의 반응은 연구자가 검사지에 기록하였으며, 한국어 읽기 검사(KOLRA)

의 읽기 이해 과제와 속담을 통한 맥락 추론 과제는 대상자가 직접 검사지에

기록하였다.

(1)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VT)62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김영태 외, 2009)는 만 2세 6개월부터 만 16세 이상 성인의 어휘 능력을 측정

하는 도구로 검사 대상자의 어휘 능력에 대한 전반적 정보와 어휘 발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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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집단 간 어휘 능력을 비교할 수 있

다.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생활연령에 따라 시작 문항을 결정한

다. 대상자가 연속하여 8개 정반응하는 지점을 기초선으로 하고, 연속 8문항

중 6개 문항에서 오반응하면 그 부분을 최고한계선으로 잡아 검사를 중지한

다. 검사는 표현어휘에서 시작하며, 표현어휘의 기초선이 수용어휘의 시작 문

항이다. 표현어휘력검사는 검사자가 제시한 그림의 이름을 말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수용어휘력검사는 4개의 그림을 보고 검사자가 말하는 그림을 고르

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검사 진행시간은 약 20분이다.

(2) 학령기 아동 언어 검사(LSSC)63

학령기 아동 언어검사(Language Scale for School-aged Children; LSSC,

이윤경 외, 2016)는 초등 1~6학년 아동들의 전반적 언어 능력(의미, 문법, 화

용⋅담화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비유 문장 이해 항목

을 측정하였다. 검사는 연구자가 불러주는 관용어 문장을 듣고 4개의 그림에

서 해당 그림을 대상자가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검사 진행시간은 약 5분

이다.

(3) 한국어 읽기 검사(KOLRA)64

한국어 읽기 검사(KOrean Language-based Reading Assessment;

KOLRA, 배소영 외, 2015)는 초등 1~6학년 아동의 읽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

는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읽기 이해 항목을 측정하였다. 검사는 낱말의 의미

를 파악하고 문장단위에서 구문구조와 문법지식을 이용해 문장의 의미를 파악

하는 능력을 살펴보는 과제로, 대상자가 문장의 빈 칸에 적절한 말을 넣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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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진행시간은 약 15분이다.

(4) 속담을 통한 맥락 추론 과제

속담을 통한 맥락 추론 과제는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과제 제작에 앞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의 속담 편에서 3~7어절의 속담을 투명도에 따

라 50개 선정하였다32,33,37. 선정된 속담은 대상자가 학교 및 일상생활에서 접해

본 어휘만을 포함하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의 자료65를 바탕으로 하였

으며, 친숙도 조사를 위해 설문지로 제작하였다. 속담의 친숙도는 Nippold &

Taylor(2002)의 기준에 따라 5점 척도(1=들어본 적이 전혀 없다, 2=들어본 것

같기도 하다, 3=가끔 들어보았다, 4=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다, 5=아주 많이

들어보았다)로 제작하였다66. 설문지는 초등학교 4학년 10명, 5학년 12명, 6학

년 12명의 아동과 연구자가 일대일로 앉아 속담을 읽으며, 속담을 들어본 정

도에 따라 설문지의 번호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연구 과제는 아동이 들어본

적이 없고, 친숙하지 않은 속담의 뜻을 추론해야하는 과제이므로 친숙도 점수

가 1점으로 나타난 속담들을 투명도에 따라 투명한 속담(예: 사람과 산은 멀

리서 보는 게 낫다.)과 불투명한 속담(예: 토끼가 제 방귀에 놀란다.)을 각각 8

개씩 총 16개를 골라 과제를 구성하였으며, 교과서 및 문제집에 수록되지 않

은 속담들로 하였다. 과제를 실시하기 전 아동들에게 모든 문항의 속담을 들

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모든 문항의 속담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

아동만 문제를 풀도록 하였다.

선정된 속담은 3문장의 맥락과 함께 제시하였고, 한 문장 당 4~8어절로

이루어져있다. 맥락은 아동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상황

으로 제시하였다. 주어진 맥락에서 속담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보기를 4지선

다에 제시하고 아동이 고르도록 하였다. 보기 문항은 선행연구26,41,67를 참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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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답, 문자적 오답, 상황과 관련한 오답으로 구성하였다. 정답은 국립국어

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용하였고, 문자적 오답은 속담을 문자 그대로 해

석하였으며, 상황과 관련한 오답은 제시된 맥락에서 연상 가능한 상황에 대해

기술하였다. 보기에서 정답이 되는 번호의 비율은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속담 과제에서 제시한 맥락과 보기가 타당한지 평가하기 위해 3년 이상

의 임상 경력을 가진 2급 언어재활사 3명과, 1급 언어재활사 2명에게 본 연구

의 목적과 절차에 관해 설명한 후, 각 문항 당 5점 척도(1=매우 타당하지 않

다, 5=매우 타당하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 결과, 한 개의 문항이라도 3

점 이하로 평가 된 문항은 그 내용을 수정하였다. 16개 문항 각각에 대한 5점

척도의 평균은 4.7이었다.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 alpha coefficient)를 실시한 결과 신뢰 계수는 .713 이었다. 일

반적으로 크론바흐 알파 계수의 값이 .60이상이면 타당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

에 본 연구 문항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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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 분석

(1)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VT)62

수용·표현어휘력검사의 채점은 각 문항 당 1점 씩 부여한다. 기초선이 확

립되면 기초선보다 낮은 번호의 문항은 모두 맞은 것으로 간주하고, 최고한계

선이 확정되면 그보다 높은 번호의 문항들은 모두 틀린 것으로 간주하여 원점

수를 계산한다. 원점수가 산출되면 검사 지침에 따라 원점수에 따른 등가연령

및 백분위점수를 산출한다. 표준편차는 동일 연령대의 평균과 표준편차와 비

교하여 산출할 수 있다.

(2) 학령기 아동 언어 검사(LSSC)63

학령기 아동 언어 검사의 비유문장 이해 과제는 정반응 시 1점, 오반응

시 0점을 부여한다. 검사 결과로 원점수, 환산점수를 얻을 수 있다. 환산점수

는 원점수를 평균 10, 표준편차 3의 분포로 변환한 점수로 ±1 표준편차 내 점

수(7~13점)를 평균 수준으로 파악하며, -2 표준편차에 속하는 경우는 또래에

비해 언어 능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1 표준편차 이하인 경우는 또래보

다 약간 부족한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하위검사의 원점수와 환산점수는 학

지사(http://inpsyt.co.kr)에서 제공하는 채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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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어 읽기 검사(KOLRA)64

한국어 읽기 검사의 읽기 이해 과제는 정반응 시 1점, 오반응 시 0점을

부여하며, 검사 결과로 원점수, 표준편차를 얻을 수 있다. 대상자의 점수가 -2

표준편차에 속하는 경우는 언어 능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1 표준 편차

이하인 경우는 약간 부족한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4) 속담을 통한 맥락 추론 과제

속담 이해 과제는 16개 문항으로 정반응 시 1점, 오반응 시 0점을 부여하

여 채점하며, 총점은 16점이다. 집단 간 오답 유형별 오류율의 차이를 비교하

기 위해 다음을 계산하였다. 문자적 오류율(%)은 문자적 오류 개수에서 전체

오답 개수를 나눈 뒤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상황적 오류율(%)은 상황적 오류 개수에서 전체 오답 개수를 나눈 뒤 백

분율로 나타내었다.

상황적오류율전체오답수
상황적오류개수

×

문자적오류율전체오답수
문자적오류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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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 분석

본 연구는 IBM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24.0) for Window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집단 간 맥락 추론 능

력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하였

으며, 집단 내 속담 유형 및 오답 유형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 표본 t-

검정(paired t test)을 실시하였다. CI 아동의 맥락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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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언어 능력

두 집단의 언어 능력을 살펴보았다. 수용 어휘 평균 연령에서 CI 아동

집단(13.16(±1.07)세)과 NH 아동 집단(12.95(±0.91)세)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654, p=.517). 표현 어휘 평균 연령 역시, CI 아동 집단(13.16(±1.12)세)과

NH 아동 집단 (12.84(±1.39)세)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773, p=.444).

비유 문장 이해 능력 평균 점수에서 CI 아동 집단(16.95(±2.72)점)과 NH

아동 집단(15.84(±3.89)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015, p=.317). 읽기

이해 능력 역시 CI 아동 집단(16.38(±2.11)점)은 NH 아동 집단(17.05(±2.46)점)

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919, p=.364)(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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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CI 아동 집단과 NH 아동 집단의 언어 점수

1CI: 인공와우이식(Cochlear implant), NH: 건청(Normal hearing)
2단위: 세
3단위: 점

CI1 아동

(N=19)

NH1 아동

(N=19)
t p-value

어휘력 검사

평균 연령2

(±표준편차)

수용
13.16

(±1.07)

12.95

(±0.91)
-.654 .517

표현
13.16

(±1.12)

12.84

(±1.39)
-.773 .444

비유 문장 이해 능력

평균 점수3

(±표준편차)

16.95

(±2.72)

15.84

(±3.89)
-1.015 .317

읽기 이해 능력

평균 점수3

(±표준편차)

16.38

(±2.11)

17.05

(±2.46)
.919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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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맥락 추론 능력

맥락 추론 과제의 총점은 CI 아동 집단(7.00(±3.15)점)이 NH 아동 집단(

12.79(±1.93)점)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t=8.916, p<.001). 맥락 추론 과제 내

에서 속담의 투명도에 따라 이분화된 유형별 점수는 투명한 속담에서 CI 아동

집단이 4.16(±1.86)점, NH 아동 집단이 7.16(±1.17)점이었으며, 불투명한 속담

에서 CI 아동 집단이 2.84(±1.86)점, NH 아동 집단이 5.58(±1.39)점이었다(표

4).

집단 내 속담 유형에 따른 수행력은 CI 아동 집단에서 불투명한 속담

(2.68(±1.70)점)이 투명한 속담(4.05(±1.81)점)에 비해 수행력이 낮았으며

(t=3.016, p<.007), NH 아동 집단 역시 불투명한 속담(4.21(±2.13)점)이 투명한

속담(5.66(±2.16)점)에 비해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t=4.967, p<.001)(표 5).

표 4. CI 아동 집단과 NH 아동 집단의 맥락 추론 과제 수행력

1CI: 인공와우이식(Cochlear implant), NH: 건청(Normal hearing)
2단위: 점
***p<.001

CI1

아동 집단

(N=19)

NH1

아동 집단

(N=19)

t p-value

전체 과제2

(±표준편차)

7.00

(±3.15)

12.79

(±1.93)
6.838 <.001***

투명 과제2
4.16

(±1.86)

7.16

(±1.17)
5.946 <.001***

불투명 과제2
2.84

(±1.86)

5.58

(±1.39)
5.13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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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CI 아동 집단과 NH 아동 집단 내 속담 유형에 따른 수행력

1단위: 점
2CI: 인공와우이식(Cochlear implant), NH: 건청(Normal hearing)
**p<.01
***p<.001

투명1 불투명1 t p-value

CI2

아동 집단

(N=19)

4.05

(±1.81)

2.68

(±1.70)
3.016 <.007**

NH2

아동 집단

(N=19)

5.66

(±2.16)

4.21

(±2.13)
4.967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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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I 아동 집단과 NH 아동 집단의 맥락 추론 과제 수행력

그림 2. CI 아동 집단과 NH 아동 집단 내 속담 유형에 따른 수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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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답 유형별 오류율

집단 내 오답 유형별 오류율에서 CI 아동 집단은 상황적 오류율

(71.47(±28.43)%)이 문자적 오류율(28.53(±28.43)%)보다 높았다(t=-3.293,

p=<.004). NH 아동 집단 역시 상황적 오류율(84.95(±19.75)%)이 문자적 오류

율(15.05(±19.75)%)보다 높았다.(t=-7.712, p=<.001)(표 6).

표 6. CI 아동 집단과 NH 아동 집단 내 오답 유형별 오류율

1단위: %
2CI: 인공와우이식(Cochlear implant), NH: 건청(Normal hearing)
**p<.01
***p<.001

문자적1 상황적1 t p-value

CI2

아동 집단

(N=19)

28.53

(±28.43)

71.47

(±28.43)
-3.293 <.004**

NH2

아동 집단

(N=19)

15.05

(±19.75)

84.95

(±19.75)
-7.71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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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I 아동 집단과 NH 아동 집단 내 오답 유형별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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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맥락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맥락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학년, 수술 연령,

인공와우 사용 기간, 언어치료 기간 등의 요인들 모두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표 7).

표 7. 맥락 추론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9)

독립변인 표준화 계수(β) 표준오차(SE B) p-value

학년 .255 1.698 .616

수술 연령 .060 .171 .890

인공와우 사용 기간 .196 .112 .742

언어 치료 기간 .023 .059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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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학령기 아동의 의사소통은 단순히 듣는 것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언어

적 기술을 필요로 한다59. 특히 일상생활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과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

요하다. 인공와우이식술의 발달로 인해 CI 아동이 지속적인 언어발달을 보이

며 언어 능력이 향상되었지만11,12, 초기 재활을 통해 적합한 말·언어 능력의 발

달을 이룬 아동의 경우에도 상위 언어 기술이 요구되는 학령기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59. 이에 본 연구에서는 CI 아동이 맥락을 바탕으로 속

담의 의미를 추론하는 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CI 아동의 맥락 추론 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추후 임상에서의 중재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다음은 연구 결과와 그에 따른 고찰이다.

첫째, CI 아동 집단은 어휘력, 비유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 추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읽기 이해 능력 등의 언어 능력에서 NH 아동 집단과 차이가 없음

에도 유의하게 낮은 맥락 추론 능력을 보였다. 이는 CI 아동 집단이 기본적인

언어 능력에 문제가 없더라도 추론과 같은 상위 언어 능력에서 어려움을 보이

며, 이로 인해 학령기의 의사소통과 학습 등에서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연구 결과는 청각장애 아동들이 추론적 이해를 할 때 부적절한 전략

을 사용하며, 맥락에서 제시된 추론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22-24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동일한 언어연령을 가진 건청 아동과의 비

교를 통해 청각장애 아동의 추론 능력을 살펴본 Sarachan-Deily(1985)의 연구

에서는 모든 청각장애 아동이 읽기 수준과 관계없이 유의하게 낮은 추론능력

을 보였다고하였으나23, 해당 연구는 인공와우이식술이 보편화되기 이전의 연

구로 CI 아동 집단까지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인

공와우이식술이 보편화되고, CI 아동 집단이 성장함에 따라 이들의 맥락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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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살펴보고자하였다. 청각장애 아동이 추론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게 하

는 요인으로는 하향식(top-down) 처리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통합

실패와, 상향식(bottom-up) 처리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텍스트 내

용 기억 실패가 있다. 통합실패는 읽기 이해 능력이 높은 집단에서 보인 오류

로 텍스트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만 정보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보여 추론

에 실패하는 것이며, 텍스트 내용 기억 실패는 읽기 이해 능력이 낮은 집단에

서 나타나는 오류로 빠른 어휘 접근과 구문론과 의미론적 언어처리가 적절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못하여 추론에 실패하는 것을 의미한다26,68. 따라서 본 연

구의 대상인 CI 아동 집단은 주어진 맥락과 지식을 통합하는 하향식

(top-down) 처리 과정에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집단 내 속담 유형별 맥락 추론 능력을 살펴보았을 때, CI 아동 집

단이 NH 아동 집단과 마찬가지로 투명한 속담보다 불투명한 속담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그러나 CI 아동 집단의 언어 능력이 NH 아동 집단과 유의

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투명한 속담에서 NH 아동과 비슷한 수행력을 보일 것

으로 예측한 것과 달리 CI 아동 집단은 투명한 속담에서도 NH 아동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이는 인공와우이식술의 보편화로 청각

장애인이 보다 빠른 시기에 재활을 통해 향상된 말·언어 능력을 보이고, 적합

한 언어발달을 이루었더라도 맥락 추론에서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집단 내 오답 유형별 오류율에서 CI 아동 집단과 NH 아동 집단

모두 상황적 오류를 주로 보였다. 청각장애 아동의 비유 언어 이해 능력을 살

펴본 선행연구29에서 아동들이 문자적 오류를 가장 많이 보였으나, 본 연구에

서는 인공와우이식술로 인해 CI 아동 집단의 언어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NH

아동 집단과 오답 유형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CI 아동 집단이 속담이

주어진 맥락을 이해할 수 있으나, 배경 지식을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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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속담에서 쓰인 어휘와 맥락의 공통점을 찾고 의미를 정확하게 추론하는

데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맥락에 따른 추론 능력을 살

펴본 Neuman(1989)의 연구에서는 지나친 배경 지식에 대한 의존을 추론 실패

의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아동이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해석할 때 적절하지

못한 배경지식을 활용하거나, 맥락 정보 없이 배경 지식만을 사용하여 오류를

보이는 것이다69. 본 연구의 대상인 CI 아동 집단 역시 배경 지식에 의존해 상

황적 오답을 보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넷째, 학년, 수술 연령, 인공와우 사용 기간, 언어치료 기간 중 맥락 추론

능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모집된 CI 아동

집단의 인원이 충분치 못하였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CI 아동 집단은 NH 아

동 집단에 비해 맥락을 추론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오답 유형에서는 NH 아

동 집단과 마찬가지로 상황적 오류를 주로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학령기 CI 아동을 중재할 때, 말·언어 능력의 향상뿐 아니라 추론 능력을 증

진시키는 활동을 다루어야할 것이다. 특히 주어진 맥락과 배경 지식을 활용해

내용을 결합하는 하향식 처리 과정을 중재에 포함해야한다. 하향식 처리 과정

은 배경 지식의 활성화, 의미 추론, 전체적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다룬다. 따라서 맥락을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해야하며, 맥락에서 쓰

인 의미를 속담에서 쓰인 어휘와 대응해 관련성을 파악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표현의 의미를 추론해야한다56,70. 또한 CI 아동 집단이 NH

아동 집단과 마찬가지로 투명한 속담보다 불투명한 속담에서 어려움을 보였다

는 결과를 통해 중재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중재의 초반에는 문자적 표

현과 비유적 의미 간의 거리가 가까워 쉽게 예측이 가능한 투명한 표현에서

시작하여 점차로 문자적 표현과 비유적 의미간의 거리가 먼 불투명한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CI 아동의 맥락 추론 특성을 확인하



- 31 -

여 임상에서의 중재 필요성과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에서는 CI 아동의 인지 능력을 보호자 또는 언어치료사의 보고에 의존하였

다. 추론 능력이 학습 및 인간의 사고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능력

42-46 인 점을 고려했을 때, 추후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CI 아동의 인지 능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추론 능력을 살펴보고 인지 능력과 추론 능력의

연관성에 대하여 보다 확실히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에서 모집한 CI 아동 집단의 인원이 충분치 못하여 맥락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을 수 없었다. 추후에는 모집 인원을 증가시

켜 맥락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CI 아동 각각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질적인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연구 과제의 문항이 16개로 CI 아동의 맥락 추론 능력을 대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과제의 문항 개수를 늘려 맥락 추론 능력

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대표성을 획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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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CI 아동 집단의 맥락 추론 능력을 알아보고자 CI

아동 집단 19명과 생활 연령 및 성별이 일치하며, 언어 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NH 아동 집단 19명을 대상으로 친숙하지 않은 속담을 3문장의 맥락과

함께 제시하고 그 의미를 추론하는 과제를 실시하였다. 속담의 유형은 투명도

에 따라 2가지 유형(투명한 속담, 불투명한 속담)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오류

유형을 2가지 유형(문자적 오답, 상황과 관련한 오답)으로 분류하여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와 그에 따른 해석은 다음과 같다.

CI 아동 집단은 NH 아동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맥락 추론 능력을 보

였다. 이들은 NH 아동 집단과 마찬가지로 투명한 속담보다 불투명한 속담에

서 어려움을 보였으나, 투명한 속담에서도 NH 아동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

은 수행력을 보였다. 집단 내 오답 유형별 오류율에서 CI 아동 집단과 NH 아

동 집단 모두 주로 상황적 오류를 보였다. 이는 CI 아동이 주어진 맥락을 이

해할 수는 있으나 맥락 정보를 배경지식과 통합하는 하향식 처리 과정에 어려

움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하향식 과정 처리에의 어려움이 학령

기 CI 아동 집단의 학습 능력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

이다.

본 연구는 CI 아동 집단의 언어 능력이 정상 범주에 속하더라도 맥락 추

론에서 어려움을 보이며, 이들이 보이는 오류의 양상이 NH 아동 집단과 동일

한 상황적 오류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CI 아동 집단이 주어진 맥락을 배

경 지식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는 임상에서의 중재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에는 CI 아동의 인원을 추가적으로 모집하여 맥락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CI 아동 각각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질적인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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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문항의 개수를 증가시켜 대표성을

획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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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속담을 통한 맥락 추론 과제

문항 투명도 문항 내용

1 불투명

은서는 어버이날 선물을 고르고 있어요. 아빠가 케이크와 넥타

이 중 무엇을 더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은서는 담을 쌓았다 

헐었다 하네요. 

‘담을 쌓았다 헐었다 한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① 감사의 마음은 여러가지로 표현해야 한다.

② 일 처리는 반복하여 신중하게 해야 한다. 

③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한다. 

④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고른다. 

2 투명

반에서 가장 성격이 좋은 진호가 반장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 

표를 많이 받은 은서는 부반장이 되었어요. 나무도 쓸 만한 것

이 먼저 베이네요.

‘나무도 쓸 만한 것이 먼저 베인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① 뛰어난 사람이 가장 먼저 뽑힌다. 

② 잎사귀가 큰 나무가 먼저 잘린다. 

③ 선택을 할 때는 깊이 고민해야한다.  

④ 서로 비교해 보고 결정을 내린다. 

3 불투명

민지는 저녁으로 삼계탕을 먹었어요. 삼계탕이 식은 줄 알고 급

히 먹다 입천장을 데이고 말았어요. 역시 구운 게도 다리를 떼

고 먹어야하네요.

‘구운 게도 다리를 떼고 먹는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① 마음이 조급하면 일이 되지 않는다. 

② 음식을 먹는 데에는 순서가 있다.  

③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④ 당연한 일 이라도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 42 -

4 투명

은서는 전학을 갔어요. 새 학교의 친구들은 친절하지만 어색했

어요. 은서는 ‘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옛 사람이 좋다더니’ 

하고 생각했어요. 

‘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옛 사람이 좋다’의 뜻은 무엇일까

요? 

① 오래 만나 서로를 잘 아는 사람이 좋다. 

② 누구에게나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다. 

③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 

④ 새 옷을 입고 친구를 만난다. 

5 불투명

진호는 어제 축구 시합에서 졌어요. 게다가 발목을 다쳐서 연극

발표에 못 올라가게 되었어요. 진호는 ‘계란에도 뼈가 있다더니’ 

라고 생각했어요.

‘계란에도 뼈가 있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① 겉이 단단하면 속도 단단하다. 

② 운이 나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

③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다.  

④ 몸이 아프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6 투명

민지는 설날에 세뱃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싶었던 

인형들을 잔뜩 샀어요. 엄마께서 강물도 쓰면 줄어든다고 말씀

하셨어요.

‘강물도 쓰면 줄어든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① 절약하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 

② 가진 것이 많아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③ 돈이 있으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사게 된다. 

④ 물이 넉넉해도 결국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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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투명

은서는 시험에서 모르는 문제를 모두 3번으로 찍었어요. 그런데 

은서가 100점을 맞았어요. 황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았네요.

‘황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는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①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면 결과가 좋다. 

② 약한 것은 큰 것에게 당하기 마련이다. 

③ 어떤 것을 어쩌다 우연히 알아맞힌다. 

④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8 투명

민지는 새 핸드폰을 샀어요. 핸드폰을 바꾸고 나니 어울리는 케

이스와 가방도 사고 싶어졌어요.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우네요.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② 물건을 보고나면 욕심이 생긴다. 

③ 바라는 것들을 모두 가질 수는 없다. 

④ 욕심이 많으면 바다도 메울 수 있다. 

9 불투명

현수는 미술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친구들이 칭찬하자 현

수는 운이 좋았던 것이라고 말했어요. 병에 찬 물은 저어도 소

리가 나지 않네요.

‘병에 찬 물은 저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① 액체를 병에 담으면 편하게 들 수 있다. 

② 운이 좋은 사람은 결국 인정을 받는다.

③ 재능 있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다. 

④ 뛰어난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 44 -

10 투명

오늘은 대청소를 하는 날이에요. 모든 친구들이 다함께 하자 청

소가 금방 끝났어요. 역시 먹기는 혼자 먹어도 일은 혼자 못하

네요.

‘먹기는 혼자 먹어도 일은 혼자 못한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① 서로 뜻이 맞아야 일을 함께 할 수 있다. 

② 힘써 일하면 그 결과가 빠르게 나타난다. 

③ 밥은 혼자 먹어도 되지만 일은 혼자 하면 안 된다. 

④ 힘을 합쳐 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1 불투명

장기자랑 시간이었어요. 조용한 성격인 용재가 멋지게 춤을 추

며 노래를 불렀어요. 친구들은  “고양이는 발톱을 감춘다더니” 

라고 말했어요.

‘고양이는 발톱을 감춘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① 재주가 있으면 갈고 닦아야한다. 

② 재주있는 사람이 재주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다. 

③ 뛰어난 점은 발톱처럼 작아 보이지 않는다. 

④ 재능을 펼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12 투명

내일 수학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현수는 게임을 하고 있네요. 

엄마께서는 당장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며 게임을 그만 하라고 

하셨어요.

‘당장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① 모든 일을 계획대로 해야 한다.

②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노력해야 한다. 

③ 당장 먹기에는 단 음식이 좋다. 

④ 잠깐 편하고 좋은 것일 뿐 이익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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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불투명

 수학 시험을 보는 날이에요. 그런데 진호가 집에 필통을 두고 

왔어요. 현수가 사냥 가는 데 총 놓고 가냐고 하며, 연필과 지

우개를 빌려줬어요. 

‘사냥 가는 데 총 놓고 간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① 사냥에는 좋은 무기가 필요하다. 

② 어떤 일이든 도구가 필요하다. 

③ 가장 중요한 물건을 빠뜨린다. 

④ 어떤 일이든 신중해야 한다.

14 투명

민지는 예쁜 은서와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짝꿍이 되니 

은서가 코를 파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과 산은 멀리서 보

는 게 나은가봐요.

‘사람과 산은 멀리서 보는 게 낫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① 가까이서 보면 안 좋은 점이 보여 실망하게 된다. 

② 멀리서 볼수록 더 잘 보인다. 

③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④ 친한 사이는 모든 일을 확대하여 해석한다. 

15 불투명

현수는 엄마의 지갑에서 천원을 몰래 꺼냈어요. 엄마께서 지갑을 

찾으시자 현수가 깜짝 놀라 말을 더듬네요. 토끼가 제 방귀에 놀

란다더니 정말이네요.

‘토끼가 제 방귀에 놀란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① 다른 사람의 물건은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한다. 

② 방귀를 뀌면 스스로 놀란다. 

③ 잘못을 계속 하면 남에게 들킨다. 

④ 잘못을 지어서 마음이 조마조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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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투명

민지는 학교에서 혼나서 표정이 어두워요. 엄마께서 무슨 일이냐고 

하셨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고기는 씹어야 맛이고 말은 해

야 맛이라고 하셨어요.

‘고기는 씹어야 맛이고 말은 해야 맛이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① 어른이 질문하면 대답해야 한다. 

② 하고 싶은 말은 속 시원히 해야 한다. 

③ 이야기는 음식을 먹으면서 나누어야 잘 된다. 

④ 웃어른의 말을 들으면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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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ual reasoning ability via proverbs

in school-aged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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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HyangHee Kim)

Generalization of cochlear implantation led to increase of

cochlear implants for the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and that

improved their speech recognition and language ability, resulting in

progressive language development. However, even children who

achieved appropriate language development through early habilitation

can have difficulty with communicating in school. It is due to the

fact that school-age communication not only requires simple listening

but also higher linguistic skills such as meta-linguistic skill. The

ability to understand communication context and interpret meanings

which are not apparent is important for communication in school.

For smooth communication of school-age children, the abi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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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he context of communication and interpreting what is

not revealed is needed. Though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CI)

reach to school age, we are short of the research related to their

meta-linguistic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on a group of 19 CI

group fall into line of same chronological age and sex and a group

of 19 normal hearing(NH) group who do not have significant

difference in language ability, to find out school-age CI group's

contextual reasoning ability by presenting unknown proverbs with

contexts of 3 sentences and let them infer the meaning. The

proverbs were consisted of 2 types(transparent proverbs, opaque

proverbs) depending on transparency, and error type was also

classified into 2 types(literal error, situational related error) to see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I group was shown significantly lower contextual

reasoning ability than NH group. This result tells that CI group may

have difficulty in meta-linguistic skills such as reasoning, even if

they do not have problems with fundamental language skills and

that may lead to difficulties in school-age communication.

Second, the type of errors that both groups showed mainly is

situational related. It means that both groups can understand the

context in which proverbs are given. However, CI group do not use

background knowledge in an appropriate way. It means that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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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have difficulty with finding common feature about the word

used in the proverb and context as well as the top-down process

which accurately infers the meaning.

Third, among grade, age at cochlear implanation, period of

cochlear implants use, period of speech language therapy, we tried to

find the influential factor on contextual reasoning ability of CI group,

but couldn't find th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

The research can find significance in confirming CI children's

contextual reasoning characteristics and suggesting the necessity of

intervention in clinic setting. In later research, we need to look

throughly at contextual reasoning ability by increase the number of

children with CI, analysis for each child and increase the number of

questions in order to acquire representability.


Key words : Cochlear implant, Hearing impairment, Reasoning

ability, Contextual reasoning, Prover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