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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LittlEARS® Auditory 
Questionnaire (LEAQ-K) in normal hearing (NH) children aged 0 through 24 months, and in children with hearing 
loss (HL) using hearing aids or cochlear implant for 0 through 24 months after identification of their hearing loss 
before 24 month of age.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with onehundred eight NH and thirty one HL children 
filling out a LEAQ-K. There sults with NH group showed that the total score of LEAQ-K was highly correlated 
with the chronological age (r = .904), and that age accounted for 82.3% of the total variance of the LEAQ-K 
score, which indicated LEAQ-K homogeneously measured the age-dependent auditory behavior. The Korean norm 
curve was highly correlated (r = .995) to the data from the overall sample from Coninx et al.(2009), which implied 
very good comparability of Koran language specific norm data with the overall sample data. Internal consistency 
(Cronbach’s alpha = .96) and reliability (Spearman’s split-half coefficient = .93) were very good. The results were 
true for the HL group using hearing aids or cochlear implant. The rate of auditory development in the HL group 
was faster than the NH group, especially between 6 through 15 months after exposure to sounds through their 
hearing assistive devices. The hearing age of the HL group was the only factor that accounted for 73.0% of the 
total variance of the LEAQ-K total score. The results suggest that LEAQ-K is a reliable and valid tool for 
assessing auditory skills of young children with and without hearing loss. 

Key words : LittlEARS® Auditory Questionnaire, New born hearing screening, Children with hearing loss, Cochlear 
implant, Auditory development

INTRODUCTION

1989년 미국 로드아일랜드에서 처음으로 모든 신

생아에게 청력검사를 실시한 이후(Morton, 2006), 

Yoshinaga-Itano et al.(1998)를 필두로 많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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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청각 장애의 조기 발견과 조기 중재가 아동의 

듣기 및 언어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Geers et al., 2009; Robinshaw, 1995). 뇌의 

중추청각경로(Central Auditory Pathway)가 생후 1

년 동안 가장 많은 성장을 보이며(Moore, 2002), 3

세 6개월 이전에 인공와우 시술을 받을 경우 중추청

각경로 발달에서 뇌가소성을 최대화 할 수 있다는

(Sharma et al., 2002)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청

각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재하는 것은 청각장애 

아동들이 듣기 및 언어발달에 핵심적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듣기를 통해 언어를 습득하고(Kishon- 

Rabin et al., 2005; Tait et al., 2007) 듣기가 다

른 영역 발달에 통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하다(Silva et al., 2014). 청각 발달 조기 중재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로 신생아 청력검사는 전 세

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7년 16개 

시도에서 청각선별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신생아 

청력검사를 점차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신생아 청력검사의 확대로 생후 3 ~ 6개월 이

내에 청력 손실을 확인하고 조기에 보청기나 인공와우

를 사용하는 아동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인공와우 

시술 전후나 보청기 착용 전후 아동들의 듣기 발달 정

도를 추적, 평가할 수 있는 검사도구는 많지 않다. 

국내외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듣기 

검사 도구는 Categories of Auditory Performance 

(CAP; Archbold et al., 1995), Infant-Toddler 

Meaningful Auditory Integration Scale (IT-MAIS; 

Zimmerman-Phillips, et al., 1997), 그리고 LittlEARS® 

Auditory Questionnaire (LEAQ; Coninxetal, 2003)

가 있다. CAP은 8개 문항으로 된 검사로, 환경음의 

유무를 알지 못하는 경우(0점)부터 잘 모르는 사람과 

전화가 가능한 경우(7점)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검사는 매우 간단 명료하고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적용가능하다. 그러나 소리에 반응하는가, 혹은 이해

가 가능한가(예; 말소리에 반응함-2점, 독화없이 일

상적인 구문을 이해함-5점) 등의 큰 범주로 듣기 발

달 정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 아동들의 듣기 

발달 단계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제한

점이 있다. 

IT-MAIS는 아동의 듣기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MAIS (Robbins et al., 1991)를 어린 아동들

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2개의 문항을 수정한 것으로, 

이 2개의 문항을 제외한 다른 검사 문항의 내용이나 

검사 방법은 같다. 두 검사는 각각 총 10개의 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마다 반응이 없는 경우

(0점)부터 일관되게 반응하는 경우(4점)까지 5점 척

도로 듣기 발달 정도를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들은 평가시 검사자가 부모(주양육자)에게 각 

문항을 직접 묻고 예를 제시하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

행하도록 고안되었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부모가 

각 문항에 대한 아동의 정보를 더 많이 기억하고 구

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나 

IT-MAIS나 MAIS의 검사 문항에 목표가 되는 듣기 

관련 행동을 명시하거나 검사자가 인터뷰에서 부모의 

기억을 돕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Osberger et al., 2002; Robbins 

et al., 2004; Zimmerman-Phillips et al., 2001) 

인터뷰를 진행하는 검사자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결

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 연구

에서 검사자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결과가 일관되

지 않고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Barker et al., 2013, Gibbons, 2014에서 재인용; 

Weichbold et al., 2004). IT-MAIS와 MAIS는 

17개 이상 언어로 변역되어 영어와 독일어, 폴란드어

(Weichbold et al., 2004), 히브리어(Kishon-Rabon 

et al., 2001), 중국어(Zheng et al., 2009)에서 검사

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보고되었고, 세계적으로 연구

와 임상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윤미선 

(2011)이 80명의 건청 아동을 대상으로 IT-MAIS 검

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고하였고, 김진숙 등이 

IT-MAIS 표준화 연구회를 발족하여 인터뷰 문항이 

포함된 IT-MAIS의 번역본을 발표하였으며(김진숙 

외, 2014), 현재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LittlEARS® Auditory Questionnaire (LEAQ)는 

생후 24개월 이내에 청각장애를 발견하고 보장구를 

착용하기 시작한 어린 청각장애 영유아 및 아동의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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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발달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문답지 형태의 

검사도구이다. 이 검사는 모두 3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마다 질문의 의도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예 

2 ~ 3개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LEAQ의 35개 문항

은 영유아 및 아동의 듣기 행동과 관련된 세 영역, 즉 

수용적 청각행동(receptive auditory behavior, 13문항), 

의미론적 청각행동(semantic auditory behavior, 14문항), 

그리고 표현적 발성행동(expressive vocal behavior, 8

문항)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검사 문항은 0 ~ 

24개월 사이 건청 아동들의 듣기 발달 연구를 기반

으로 선정되었으며, 검사 문항의 구성과 배열은 듣기 

발달의 순차적인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Coninx et 

al., 2009). 따라서 현재 듣기 발달 정도를 평가할 뿐 

아니라, 검사 결과를 토대로 중재 계획 설정에 필요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LEAQ은 검사자의 개입 여

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t = 1.93, p = 0.64), 

부모가 단독으로 검사지를 읽고 질문에 대답하는 부

모보고 형태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Coninx et 

al., 2009). 아동의 부모(주양육자)는 검사지에 제시

된 질문과 예를 읽어보고 ‘예/아니오’로 기록하는데, 

아동이 한 번이라도 질문에 해당하는 행동을 보였으

면 ‘예’로 한 번도 보이지 않았으면 ‘아니오’로 표시하

도록 하였다. ‘예’라고 응답한 질문의 총합이 아동의 

듣기 발달을 평가하는 총점으로 최고점은 35점이다. 

LEAQ은 전세계 15개 언어로 번역되어 3309명의 

24개월 이하 건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검

사 문항의 적절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었으며, 검사 문

항에 대한 내적일치도(크론바하 알파, 범위 .93 ~ 

.98)와 신뢰도(스피어만 반분 신뢰도, 범위 .88 ~ 

.96), 예측력(거트만의 람다, 범위 .85 ~ .94)이  입

증되었다(Coninx et al., 2009). Coninx et al. 

(2009) 이후 발표된 히브리어와 아랍어 연구까지 17

개 언어 모두에서 연령과 총점간 높은 상관관계( .8 

~ .93)가 나타났고, 서로 다른 언어간에 거의 비슷

한 발달 패턴을 보여, LEAQ이 언어에 관계없이 보편

적으로 듣기발달 영역을 검사할 수 있는 평가도구임을 

증명하였다(Coninx et al., 2009; Gear-Dor et al., 

2011). Coninx et al.(2009)은 3,309명의 건청 아동

을 대상으로 한 LEAQ 연구를 바탕으로 각 월령별로 

표준화된 점수를 제시하고 있다.

건청아동 뿐 아니라,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LEAQ의 효용성이 보고되었다. May 

-Mederake et al.(2010)은 만 2세 이전(4 ~ 23개

월)에 인공와우 시술을 한 독일어 사용 아동 63명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에서, LEAQ이 순수청각장애 

아동 뿐 아니라, 청각중복장애 아동들의 듣기발달 진

전도를 추적 평가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Gear- 

Dor et al.(2011)은 12 ~ 59개월 사이에 인공와우를 

시술한 히브리어와 아랍어 사용 아동 42명을 대상으

로 한 종단 연구에서, LEAQ이 24개월 이전에 인공

와우를 시술한 아동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수술한 아

동의 듣기 발달 정도를 추적 평가할 수 있음을 보고

하였다. 

이처럼 LEAQ은 이미 17개(Coninx et al., 2009;  

Gear-Dor et al., 2011) 언어로 번역되어 건청아동과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검사의 신뢰

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었고, 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10 

~ 15분 내외로 비교적 짧을 뿐 아니라, 검사자의 개

입없이 아동의 주 양육자가 혼자 작성할 수 있기 때

문에 바쁜 임상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최근 벨기에의 HEARING 

Network에서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어린 아동들의 

수행을 평가하는 국제표준검사로 LEAQ을 제시하기

도 하였다(Punte & van de Heyning, 2013).  

국내에는 아직 LEAQ이 소개되지 않았다. 국내에 

언어이전시기 영유아 청각장애 아동들의 듣기 발달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도구가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LEAQ이 국내에 소개된다면 청각장애 아

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와 임상가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청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한글로 번역된 LEAQ 

(이하 LEAQ-K)를 소개하고 검사의 신뢰도를 검증하

며, 건청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듣기발달 변화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건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검증이 중요한 것은 청각장애 아동들이 보청기나 인

공와우를 사용한 이후 듣기 발달이 건청 아동의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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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단계를 따르기 때문이다(김진숙 외, 2014). 그

리고 LEAQ-K를 이용해 청각장애 아동들을 대상으

로 듣기 연령에 따른 발달 정도를 평가하여 직접 검

사가 어려운 어린 청각장애 아동들의 듣기 발달 평가

도구로써 타당한지 검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듣기 연

령, 생활 연령, 청각장애를 발견한 시기와 LEAQ-K

의 총점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아동의 듣기 발달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MATERIALS AND METHODS

1. LittlEARS® Auditory Questionnaire의 

한국어 번역

LEAQ를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MED-EL의 사용허

가를 얻은 후, 저자들을 포함한 청능사 2명과 언어재활

사 4명(Appendix 1 참조)이 영어로 된 LEAQ의 각 문

항을 질문의 의도에 맞게 한국어로 바꾸었다. 이 작업

에 참여한 청능사와 언어재활사는 모두 대학원에서 청

각학 또는 언어병리를 전공하였으며 5년 이상의 청각재

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연구에 사용된 LEAQ-K 질문

지를 LEAQ-K의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MED-EL 

Korea의 허락을 받아 Appendix 1에 소개하였다. 

2. 연구대상

서울, 경기,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건청 아동 108명

(남아 54명, 여아 54명)과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청각장애 아동 31명(남아 20명, 여아 11명)이 이 연구

에 참여하였다. LittlEARS®  Auditory Questionnaire

가 0 ~ 24개월 사이의 듣기 기술 발달을 측정하기 위

한 것이므로 해당 연령 아동 중, 부모와 교사가 신체적 

정서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

다. 실험에 참여한 건청 아동의 생활연령은 0 ~ 24개

월(M = 11.14개월, SD = 6.71개월)이었다. 청각장애 

영유아는 생후 24개월 이내에 청각장애를 진단받은 아동 

중 부모가 모두 건청이고, 청각장애 이외의 동반 장애가 

없으며, 연구에 참여할 당시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사용하

고 있고, 보장구를 사용한 듣기연령이 0 ~ 24개월 사

이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듣기 시작한 후 24개

월까지의 듣기 발달을 평가하기 위해, 선행논문(Geal- 

Dor, 2011; May-Mederake, 2010)의 예를 따라 생활

연령이 아닌 듣기연령을 건청 아동의 생활연령에 일치

시켜 검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청각장

애 아동들은 모두 선천적으로 청력 손실이 있는 것으로 

진단 받았다. 청각장애 아동들의 평균 생활연령은 8 ~ 

44개월(M = 27.45개월, SD = 8.91), 청각장애를 진단받

은 연령은 5 ~ 24개월(M = 17.55개월, SD = 4.65), 듣

기연령은 0 ~ 24개월 (M = 10.13개월, SD = 6.66)이었

다. 대상 영유아 중 24명은 인공와우를, 7명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인공와우를 시술한 연령은 13 ~ 24개월 

사이(M = 18개월, SD = 3.4)였고, 보청기 착용 아동은 

모두 ABR 검사 결과 중고도의 청력 손실(50 ~ 70dB)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실험에 참여한 건청아동의 생

활연령과 청각장애 아동의 듣기 연령 분포를 Table 1에, 

청각장애 아동의 개별 정보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1. 연구대상 건청아동과 청각장애 아동의 듣기 연령별 분포

건청아동의 생활연령

청각장애아동의 듣기연령

건청아동

(N)

청각장애아동

(N)

건청아동의 생활연령

청각장애아동의 듣기연령

건청아동

(N)

청각장애 아동

(N)

0 ~ <1 1 - 12 ~ <13 4 1

1 ~ <2 4 1 13 ~ <14 6 1

2 ~ <3 4 2(1*) 14 ~ <15 4 3

3 ~ <4 6 4(1*) 15 ~ <16 2 -

4 ~ <5 3 1 16 ~ <17 4 1

5 ~ <6 3 - 17 ~ <18 3 2

6 ~ <7 8 4(3*) 18 ~ <1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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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청아동의 생활연령

청각장애아동의 듣기연령

건청아동

(N)

청각장애아동

(N)

건청아동의 생활연령

청각장애아동의 듣기연령

건청아동

(N)

청각장애 아동

(N)

7 ~ <8 7 1* 19 ~ <20 - -

8 ~ <9 9 2(1*) 20 ~ <21 4 1

9 ~ <10 4 1 21 ~ <22 4 1

10 ~ <11 5 2 22 ~ <23 6 -

11 ~ <12 6 1 23 ~ 24 6 2

Note. *는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아동의 수이다. 예를 들어 3(1*)는 해당 연령에서 3명의 아동이 연구에 참여했고, 이 중 1명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시가 없는 것은 인공와우를 사용하고 있는 아동의 수이다. 

Table 2. 청각장애 아동의 개별 정보 

대상자 성별
생활연령

(개월)

듣기연령

(개월)
보장구

청각장애1 여 8 3 HA

청각장애2 남 14 6 HA

청각장애3 남 18 7 HA

청각장애4 남 19 4 CI

청각장애5 여 20 2 HA

청각장애6 남 20 6 CI

청각장애7 여 21 1 CI

청각장애8 남 21 6 HA

청각장애9 남 21 6 HA

청각장애10 남 22 3 CI

청각장애11 남 22 8 CI

청각장애12 남 23 9 CI

청각장애13 여 24 3 CI

청각장애14 남 25 2 CI

청각장애15 남 25 10 CI

청각장애16 남 25 14 CI

청각장애17 남 26 11 CI

청각장애18 여 27 3 CI

청각장애19 여 29 14 CI

청각장애20 남 29 14 CI

청각장애21 남 31 8 HA

청각장애22 여 31 10 CI

청각장애23 여 33 13 CI

청각장애24 남 35 12 CI

청각장애25 남 37 16 CI

청각장애26 여 38 20 CI

청각장애27 남 38 24 CI

청각장애28 남 40 17 CI

청각장애29 여 42 17 CI

청각장애30 여 43 21 CI

청각장애31 남 44 24 CI

3. 자료수집 및 점수기록

서울, 경기, 대구 지역의 어린이집, 종합병원 소아

과, 청각장애 특수학교, 사설 언어치료실, 교회 등을 

통해 검사 자원자를 모집하였다. 아동의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성별과 연령, 작성날짜를 기록하게 한 

후, 설문지의 내용을 직접 읽고 ‘예/아니오’ 중 해당하

는 부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원본에 제시된 검사진행

과정 설명에 따라 해당 질문에 대해 아동이 한 번이라

도 확실하게 행동하였다면 ‘예’로, 한 번도 관찰되지 않

았거나 확신할 수 없으면 ‘아니오’로 표시했다. 12개월 

이하의 건청 아동인 경우 6개의 질문에 연속해서 ‘아니

오’가 나오면 검사를 중단하고 남은 문항은 ‘아니오’로 

간주하였다. 청각장애 아동과 13개월 이상인 건청 아동

은 이후 문항에서 ‘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문

항을 다 읽고 해당되는 문항에 표시하도록 했다. 청각

장애 아동은 주 양육자가 설문지 작성을 끝낸 후 검사

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청각장애 진단 연령, 보청기 착

용 시기, 인공와우 수술 및 첫 맵핑시기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LEAQ –K총 35문항 중 ‘예’라고 대답한 문

항의 수를 모두 합산하여 총점으로 기록하였다.  

4. 자료분석

각 검사 집단의 아동들이 넓은 연령대에 분포하고 

있어서 3개월 단위로 집단의 평균을 제시하였다. 건

청아동의 연령과 듣기 발달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 검

사에 참여한 모든 아동의 연령과 총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청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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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집단에서 듣기 연령 외에 아동들의 생활연령이나 

청각장애 진단연령이 LEAQ-K의 총점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

사문항의 내적일치도와 신뢰도 분석에는 크론바하 알

파와 스피어만-브라운 반분 신뢰도계수를 이용하였

고, 일원분산분석으로 각 검사 집단에서 남녀의 성별

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IBM사의 

SPSS (ver. 22)를 사용하였다. 

RESULTS

1. 건청 아동의 듣기 발달

1) 연령에 따른 듣기 발달

LEAQ-K가 연령에 따른 듣기 발달 정도를 평가하

는지 보기 위해 LEAQ-K의 총점과 연령과의 관계를 

피어슨 상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건청아동의 생활연

령과 총점의 상관계수는 .904(p < .0001)로 매우 높

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이 

듣기발달을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연령을 독립변수로 LEAQ-K의 총점을 종속변수로 회

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이차회귀분석 모델

이 LEAQ-K의 총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건청집단의 연령과 듣기 발달과의 관계를 나타

내는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 = 4.93 + 1.66X – 
.02X2. 회귀식에서 Y는 LEAQ-K의 총점을, X는 생활

연령을 가리킨다. 건청집단의 생활연령 변인은 총점의 

82.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 106) = 

244.535, p < .0001]. 건청 집단 108명 아동의 연령

에 따른 총점의 변화와 회귀선은 Figure 1에 제시하

였다. 

한국어 건청아동의 수행을 바탕으로 한 회귀선과 

3309명 아동의 결과에서 도출된 전세계 표준 회귀선

(Coninx et al., 2009)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r 

= .995(p < .0001)로 매우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및 전세계 표준, 그리고 각 17개 

언어(Coninx et al., 2009; Geal-Dor et al., 2011) 

연구에서 보고된 건청 아동의 연령별 듣기 발달 회귀

선 비교는 Figure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 건청 집단의 연령에 따른 총점의 변화. 검정 실선

은 회귀선, 회색 점선은 95% 신뢰구간을 뜻함.
   Figure 2. 한국, 전세계, 각 17개 언어의 건청 영유아의 듣기 

발달 회귀선 비교. 검정 실선은 한국, 검정 점선은 

전세계, 회색 실선은 17개 각 언어의 회귀선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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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와 전세계 표준 회귀선에서 도출된 각 연령

별 LEAQ-K 총점의 예측값과 95% 신뢰구간의 하위

값(최소점수)은 표 3과 같다. 전 연령에 걸쳐 약 1 ~ 

2 점의 점수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고[t (46) = - .318, p = .752], 대체로 매우 비슷

한 점수 분포를 보였다. 

2) 성별에 따른 듣기 발달

남아와 여아 사이에 성별에 따른 듣기 발달 차이

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으로 건청집단

의 남아와 여아의 총점을 비교하였다. 건청집단 남아 

54명 총점의 평균은 20.48(SD = 1.25), 여아 54명 

총점의 평균은 21.13(SD = 1.25)으로 남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1, 106) = 

.135, p = .714]. 

3) 신뢰도

검사 문항의 내적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

하 알파와 스피어만-브라운의 반분 신뢰도계수를 측

정하였다. 건청아동 집단의 크론바하 알파 값은 .96, 

반분신뢰도 계수는 .93이었다. 크론바하 알파와 반분

신뢰도 모두 .7이상이면 신뢰할만한 검사로 판단한다

(Nunnally, 1978)는 사실을 고려할 때, 검사 문항의 

내적 신뢰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생활연령

(개월)

한국어 전세계

예측점수
최소 

점수
예측점수

최소

점수

0 ~ <1 6 0 5 0

1 ~ <2 8 0 7 0

2 ~ <3 10 2 9 1

3 ~ <4 11 3 11 3

4 ~ <5 13 5 12 4

5 ~ <6 14 6 14 6

6 ~ <7 16 8 16 8

7 ~ <8 17 9 18 10

Table 3. 한국어 및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LEAQ의 

연령별 예측 점수와 최소 점수 

생활연령

(개월)

한국어 전세계

예측점수
최소 

점수
예측점수

최소

점수

8 ~ <9 18 10 19 11

9 ~ <10 19 11 21 13

10 ~ <11 21 13 22 14

11 ~ <12 22 14 23 15

12 ~ <13 23 15 25 17

13 ~ <14 24 16 26 18

14 ~ <15 25 17 27 19

15 ~ <16 26 18 28 20

16 ~ <17 27 19 29 21

17 ~ <18 28 20 30 22

18 ~ <19 29 21 31 23

19 ~ <20 30 22 31 23

20 ~ <21 31 23 32 24

21 ~ <22 32 24 32 25

22 ~ <23 33 25 33 25

23 ~ 24 33 25 33 25

 

Note.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LEAQ의 전세계 아동 듣기 발달 

예측점수는 Coninx et al.(2009)의 연구에서 인용하였다.

2. 청각장애 아동의 듣기 발달

1) 청각장애 집단과 건청 집단의 듣기 발달 비교

각 집단의 연령 분포가 1 ~ 24개월로 범위가 넓

고 연령별 LEAQ-K 총점 또한 2 ~ 35점으로 변화

가 큰 데 반해 각 연령집단에서 표집된 청각장애 아

동의 수가 적어 연령별 평균을 구하기에 적절하지 않

았다. 따라서 청각장애 아동의 듣기연령과 건청아동

의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3개

월 단위의 8개 연령집단으로 나눈 후 이원분산분석

으로 청각장애 아동과 건청 아동의 점수를 비교분석

하였다. 3개월 단위 각 연령 집단 별 평균과 표준

편차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청각장애집단

(M = 25.84, SD = .813)의 총점이 건청집단(M = 

22.167, SD = .414) 총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1, 

123) = 16.235, p < .0001]. 사후검정(Bonferroni) 결

과 6 ~ <9개월 집단[F(1, 123) = 9.775, p = .00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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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월 집단[F(1, 123) = 4.320, p = .040], 12 ~ 

<15개월 집단에서[F(1, 123) = 17.209, p < .0001] 청

각장애 아동집단의 수행이 건청 아동보다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청각장애 아동과 건청아동의 연령 집단별 

LEAQ-K 총점 평균과 표준편차

건청아동의 생활연령

청각장애아동의 

듣기연령

건청아동

평균

(SD)

청각장애아동

평균

(SD)

0 ~ <3
9.13
(1.08)

12.71
(1.58)

3 ~ <6
12.57
(1.12)

14.20
(1.87)

6 ~ <9
16.60
(0.93)

23.75
(2.09)

9 ~ <12
19.87
(1.08)

24.75
(2.09)

12 –   <15 24.50
(1.21)

34.50
(2.09)

15 ~ <18
30.17
(1.21)

30.33
(2.41)

18 ~ <21
31.50
(1.48)

34.50
(2.95)

21 ~ 24
33.00
(1.21)

32.00
(2.95)

2) 듣기 연령에 따른 듣기 발달

청각장애 아동의 듣기연령과 LEAQ-K 총점과 관

계를 피어슨 상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 

.840(p < .0001)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동의 

듣기 연령과 생활연령, 청각장애 진단 연령을 독립 

변수로, LEAQ-K의 총점을 종속 변수로 단계적 다

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

여, 청각장애 아동의 듣기 연령 외에 아동의 생활연

령과 청각장애를 진단한 연령이 듣기 발달을 예측하

는 데 유효한 변인인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아동

의 듣기 연령(β= 1.784, t (30) = 4.851, p < 

.0001)만이 유효한 변인이었고, 듣기 연령이 있을 때 

아동의 생활연령(β = .274, t (30) = 1.387, p = 

.177)과 청각장애 진단 연령(β= .193, t (30) = 

1.820, p = .079)은 듣기 발달을 설명하는 유효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 집단의 듣기 

발달 경향을 살펴보기 위한 추정선 분석에서도 역시 

이차회귀분석모델이 아동의 듣기 연령과 총점과의 관

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 

집단의 듣기 연령에 따른 총점의 변화를 가장 잘 예

측하는 모델은 다음과 같다; Y = 5.61 + 2.57X – 
0.06X2. Y는 LEAQ-K의 총점을, X는 듣기 연령을 

가리킨다. 이 모델은 LEAQ-K 총점의 73.0%를 설명

하였다[F(1, 29) = 37.867, p < .0001]. 청각장애 집

단 아동들의 듣기연령에 따른 LEAQ-K 결과와 회귀

선은 Figure 3에 제시하였다. 두 집단의 결과 비교

를 위해 건청 아동의 연령 별 총점과 회귀선을 함께 

제시하였다. 

Figure 3. 청각장애 아동 집단의 회귀 곡선

3) 성별에 따른 듣기 발달

성별에 따른 듣기 발달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으로 남아와 여아의 총점을 비교하

였다. 청각장애 집단 남아 20명과 여아 11명 총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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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은 모두 23.1(남 SD = 2.18, 여 SD = 2.944)로 

동일하였고, 건청 집단과 마찬가지로 남녀 성별에 따

른 차이는 없었다[F(1, 29) = .000, p = .998]. 

4) 신뢰도

검사 문항의 내적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

하 알파와 스피어만-브라운의 반분 신뢰도계수를 측

정하였다. 청각장애아동 집단의 크론바하 알파 값은 

.96, 반분신뢰도 계수는 .95로, 청각장애 집단을 대

상으로 한 검사에서도 건청 집단과 마찬가지로 검사 

문항의 내적일치도와 신뢰도가 매우 높았다. 

DISCUSSIONS

1. 건청아동의 듣기발달과 LEAQ-K

건청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LEAQ-K

가 생후 24개월까지의 정상 듣기발달에 충실한 검사도

구임을 보였다. 108명의 건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검

사에서 LEAQ-K 총점은 연령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아동의 생활연령은 총점의 82.3%를 설명하

였다. 이는 독일어, 히브리어, 아랍어 LEAQ연구에서 

각각 생활연령이 총점의 86%, 85.7%, 72.7%를 설명

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Coninx et al., 2009; 

Geal-Dor et al., 2011). 건청 아동의 연령에 따른 

듣기 발달 양상 또한 15개 언어 3309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Coninx et al., 2009) 결과와 비슷하였다. 비

록 통계적인 차이는 없으나 일부 연령에서 한국 건청 

아동의 연령에 따른 예측점수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예측점수 사이에 1 ~ 2점의 차이가 있었다(Table 

3). 이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표집군의 크기에 따른 차이이다. 국제적으로 표준화

된 점수는 330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반

해, 본 연구의 예측 점수는 108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일부 연령 구간에서는 표본의 수가 3 ~ 

4개에 불과했다. 이러한 차이가 표준화된 점수의 차

이로 나타났을 수 있다. 둘째, 언어 및 문화의 영향

에 따른 차이이다. Figure 2에서 볼 수 있듯이 17개 

언어로 번역되어 각 언어권의 2세 이하 건청 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LEAQ 회귀선은 언어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이는 독일어권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개발된 원검사가 각기 다른 언어권의 검사로 번역되

어 사용되는 과정에서 독일어와는 다른 각 언어와 문

화의 특성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Coninx et al.(2009)에 따르면 각 언어권 연구의 표

본 수는 48 ~ 366으로 다양하고 이들 언어의 듣기 

발달 추정선(LEAQ 회귀선)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

만, 모두 국제 표준 결과와 .988 ~ 1의 상관관계를 

보여, 서로 다른 언어나 문화에도 불구하고 듣기 발

달 평가에 동질성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

의 결과도 국제 표준 회귀선과 .995의 상관관계를 보

인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가 국제 표준 점수와 차이

를 보이는 것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점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 발달 평가에서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생후 24개월까지의 듣기 발달에 성별에 따른 차이

가 없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독일어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Coninx et al., 2009). 비록 LEAQ의 일부 

문항이 어휘를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능력과 관계가 

있지만 모두 듣기 발달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남아

와 여아의 언어발달 속도 차이가 2세 이상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Reznick et al., 1997) 24개월 

이하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성별의 차

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LEAQ-K의 문항일치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크론바하 알파와 반분 신뢰도 계수도 모두 .9 이상

으로 매우 높아, 검사 문항이 듣기 발달 영역의 평

가에 충실함을 나타냈다. 건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LEAQ-K는 다른 언어에

서와 마찬가지로 생후 24개월까지 아동의 연령에 

따른 듣기 발달을 성별에 관계없이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검사도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결과는 LEAQ가 각 언어의 번역본으로 사용되

었을 때 총점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언

어와 문화에 관계없이 듣기 영역의 발달의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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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성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

이다.

2. 청각장애 아동의 듣기발달

청각장애집단의 LEAQ-K총점을 건청아동집단과 

비교했을 때, 6 ~ 15개월 사이 연령집단에서 청각장

애집단의 총점이 건청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사용하여 듣기 

시작한 이후 청각장애 아동의 듣기 기술이 빠르게 발

달한다는 여러 선행연구의 보고와 일치한다(Purdy 

et al., 2002; Sainz et al., 2003; Robbins et al., 

2004; Meinzen-Derr et al., 2007; May-Mederake 

et al., 2010; Schramm et al., 2010). LEAQ을 사

용한 May-Mederake et al.(2010), Geal-Dor et 

al.(2010)과 IT-MAIS를 사용한 Robbins et al. 

(2004)은 연구에서 인공와우를 시술한 아동들은 듣기 

연령 9 ~ 12개월 사이에 듣기 발달 속도가 같은 듣기 

연령의(즉 생활연령이 어린) 건청 아동 듣기 발달 속도

를 능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May-Mederake 

et al.(2010)은 12 ~ 24개월 사이에 인공와우를 시

술한 아동들이 듣기 시작한 후 약 18 ~ 19개월 사이

에 LEAQ의 최고점에 도달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

구에서도 듣기 경험이 18개월 이상인 아동들은 모두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아동들인데, LEAQ-K 총점의 

평균이 35점으로 최고점에 도달하여 May-Mederake 

et al.(201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건청아동이 평균 약 22개월 이상의 듣기 경험 

후에 최고점에 도달하는 것보다 빠른 것이다. 청각장

애 아동들이 듣기 시작한 이후 듣기 발달 속도가 건

청 아동보다 빠른 것은 청각장애 아동이 보청기나 인

공와우를 사용하여 듣기를 시작하는 연령이 건청 영

유아가 듣기를 시작하는 연령보다 높기 때문에 인지

적으로 더 성숙해 있고, 어린 연령으로 인해 뇌 가소

성에 의한 빠른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Gear-Dor et al., 2010; May-Mederake et 

al., 2010). 그러나 청각장애 집단은 건청 아동과 비

교했을 때 더 큰 표준편차를 보였다. 이는 각 연령 

집단에서 청각장애 아동 개인의 점수 차이가 건청아

동들이 보이는 차이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각

장애 아동 집단에서 개인 간 수행의 차이가 건청아동

보다 큰 것은 Pisoni(2004)가 밝혔듯이 청각장애 아

동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보

고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가 청력 손실 이외에 다른 

문제가 없는 24개월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음에

도 듣기 발달에서 개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동 

개인의 인지 수준 및 발달에 따른 차이와 더불어, 듣

기 환경이나 가족의 양육 태도, 교육력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생각된다. 

청각장애 집단에서도 LEAQ-K 총점은 아동들의 

듣기 연령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듣기 

연령이 총점의 73.0%를 설명하였다. 청각장애집단의 

생활연령이 건청집단보다 다소 높았지만 역시 남녀 

성별에 따른 총점의 차이는 없었으며, 신뢰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AQ-K가 건청

집단 뿐 아니라 청각장애 아동집단에서도 듣기 시작

한 후 24개월까지의 듣기 발달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검사도구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주목할만한 결과는 듣기연령이 LEAQ-K

의 결과를 설명하는데 반해 아동의 생활 연령이나 청각

장애 진단 연령은 듣기 발달을 설명하는 유효한 변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각장애 아동들

의 생활 연령은 5 ~ 44개월로 그 범위가 매우 넓었

다. 또 청각장애를 발견한 연령은 5 ~ 24개월 사이

였으나, 아동들이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인공와우를 

시술한 시기에 차이가 있었고, 따라서 듣기 연령이 

달랐다. 청각장애 아동들의 생활 연령이나 청력 손실 

발견 시기가 아닌 듣기 연령이 듣기 발달을 설명하는 

유일한 변인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청각장애 진단 

후 조치해야 하는 청각적 조기 중재의 중요성을 시사

한다. 신생아 청력검사의 영향으로 점점 더 많은 아

동들이 더 빨리 청각장애를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조기에 적절한 청각적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아동의 듣기 발달도 그만큼 늦춰지게 될 것이

다. 듣기 발달은 이후 듣기를 통한 언어 발달이 가능

한 기본 토대가 된다. 듣기 및 언어발달이 활발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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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청각적인 경험의 결핍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중추청각경로의 발달과 청각적 경로를 통한 언

어발달을 도울 뿐 아니라, 청각적인 발달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통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Silva et 

al., 2014) 청각장애의 조기진단과 함께 적절한 보장

구를 빨리 사용하도록 하는 청각적인 조기 중재가 반

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표본이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에서 비교적 많은 수의 건청아

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자료 

수집이 3개 대도시에 한정되어 있었다. 좀 더 다양한 

지역에서 더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보강

한다면, 건청 영유아의 듣기 발달 예측값에 대한 신

뢰도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청각장애집단 또한 표본

의 수가 31개로 비교적 작아 본 연구의 결과가 청각

장애 영유아 집단의 듣기 발달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 다양한 난청 정도를 가진 아동들을 대

상으로 표본의 수를 보강한다면 난청 정도에 따른 청

각 발달이나, 듣기 연령에 따른 청각 발달을 추적하

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자료를 수집하여 청

각보조장치의 차이에 따른 듣기 발달 차이는 밝히지 

못하였다. 향후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구분하여 자료

를 수집한다면 착용보장구의 영향이나 차이점도 비교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는 청력손실 이

외의 다른 문제가 없으며 24개월 이전에 청각장애를 

진단받고 보장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아동들만 포함되

었다.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것처럼 향후 청각중복장

애 아동이나, 24개월 이후에 인공와우를 시술한 아동

들을 대상으로 LEAQ-K을 사용한 듣기 발달을 평가

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검사의 적용 대상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CONCLUSIONS

본 연구는 LEAQ-K가 건청 아동과 청각장애 아동

의 듣기 발달 정도를 평가하는데 적절한 검사도구인

지 살펴보고, 검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108명의 

24개월 이하 건청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LEAQ- 

K는 연령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국제 표준 결

과와의 상관관계도 매우 높아 듣기 발달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검사도구임을 보였다. 청각

장애 아동들의 듣기 발달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LEAQ-K 총점은 아동들의 듣기 연령과 높은 관계를 

보여, LEAQ-K가 청각장애를 발견하고 생활연령 24

개월 이전에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사용하기 시작한 

언어이전기 청각장애 아동에게 24개월까지의 듣기 

경험에 따른 청각 발달을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검

사도구임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건청 아

동의 월령별 듣기 발달 예측 값은 청각장애 아동들의 

LEAQ-K검사 결과 해석의 참고자료로서 청각장애 아

동의 듣기 발달 정도나 과정을 살펴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LEAQ 원검사의 객관성

이 검증된 만큼, LEAQ-K를 이용한 연구결과를 청각

장애 초기 듣기 발달 평가에 LEAQ을 사용한 국제적 

연구들과 비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다. 

IT-MAIS나 LEAQ 모두 청각장애 영유아 및 아동

의 듣기 발달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도구로 전세계에

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LEAQ-K를 

소개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는데 본 연구

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청력선별검사로 점점 더 많

은 아동들이 조기에 청각장애를 발견하고 중재를 시

작하지만, 청각장애 영유아의 듣기 발달을 검사할 수 

있는 도구가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LEAQ-K

는 언어이전시기에 재활을 시작한 아동들의 듣기 발

달 평가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더불어 후속 연구에서 청각장애 아동의 듣기 

발달과 함께 아동의 발성이나 언어발달에 대한 연구

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듣기와 발성, 언어발달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재활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최근 원검사의 의도에 충실하게 새로이 번역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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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MAIS(김진숙 외, 2014)나 본고에 소개한 LEAQ- 

K가 청각장애 아동들의 듣기 발달 과정을 보다 체계

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되어, 아동의 청능재활과 언

어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와 연구자 모두에게 청각장

애 아동 초기 재활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

기를 바란다. 

중심단어: LittlEARS® Auditory Questionnaire, 

청각장애 영유아, 청각장애 아동, 신생아 

청력 선별검사, 인공와우, 듣기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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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영유아 듣기 발달 평가를 위한 질문지(LittlEARS® Auditory Questionnaire-Korean, LEAQ-K)

영유아 듣기 발달 평가를 위한 질문지

LittlEARS® Auditory Questionnaire-Korean (LEAQ-K)

F. Coninx, V. Weichbold, L. Tsiakpini; 

Adapted by 김진숙, 박혜진, 손미나, 정종민, 문해란, 김정아

N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    짜:           년        월        일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이 설문지는 청력이 정상인 영유아와 인공와우나 보청기를 착용하는 청각장애 아동의 듣기 발달 평가

를 위한 것입니다. 이 검사는 청력이 정상인 아동의 경우 생후 24개월까지, 청각장애 아동의 경우 인

공와우나 보청기를 착용하고 나서 이후 2년까지의 듣기 발달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는 연령에 

따라 발달하는 듣기 반응을 반영하고 있어서 쉬운 문항에서 점차 어려운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

다. 그러므로 어린 아동일수록 “예”라고 대답하는 문항의 수가 적을 것입니다. 

 설문지를 기록하는 방법

모든 질문들은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합니다.

다음을 주의하세요.

￭ ‘예’      - 아동이 최소한 한번 이상 보였던 행동이면 ‘예’에 체크합니다.

￭ ‘아니오’  - 아동이 아직 보이지 않은 행동이거나 반응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아니오’에 체크합니다.

청력이 정상인 12개월까지의 아동의 경우 6개의 질문에 계속에서 ‘아니오’가 나오면 체크를 중단합니다. 

나머지를 다 하실 필요는 없으며 남은 문항은 ‘아니오’로 간주됩니다.

청력이 정상인 아동 중 13개월 이상인 아동과 인공와우나 보청기를 착용하는 아동은 모든 문항을 다 

체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 문항에서 ‘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ittlEARS® Auditory Questionnaire원검사의 저작권자인 MED-EL과 협의 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LEAQ-K의 판매권자인 MED-EL Korea의 동의를 얻어 LEAQ-K 검사지 전문을 공개합니다. 

LEAQ-K의 검사 설명서 및 질문지와 기록지는 MED-EL Korea를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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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청각 반응  반응 행동의 예시 대 답

1 아동은 익숙한 목소리에 반응합니까?
말소리가 들리면 웃는다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본다
소리가 들리면 뭔가 웅얼거린다

예/아니오

2 아동은 누가 말하면 그 소리를 듣습니까?
듣는다; 잠시 멈추고 듣거나 말하는 사람을 꽤 
오랫동안 쳐다본다

예/아니오

3
누군가 말하면 아동은 말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얼굴을 돌립니까?

예/아니오

4
아동은 소리나 음악이 나는 장난감에 관심을 
보입니까?

딸랑딸랑 하는 장난감(딸랑이)
삑삑 소리 나는 장난감

예/아니오

5
아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소리가 들리면 찾아보려 
합니까?

예/아니오

6
아동은 라디오나 CD, 카세트를 켰을 때 그 소리를 
듣습니까?

듣는다;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본다; 소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웃는다; 노래나 말을 
따라한다

예/아니오

7
아동은 약간 거리가 떨어지 곳에서 나는 소리에 
반응합니까?

다른 방에서 부르는 소리가 날 때 예/아니오

8
아동이 울 때, 엄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해도 
울음을 멈춥니까?

눈맞춤 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나 노래로 달래는 
소리에 아이가 진정된다.

예/아니오

9 아동은 화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까? 무서워하거나 운다 예/아니오

10
아동은 생활에서 반복되는 소리의 의미를 
이해합니까?

음악소리, 자장가, 화장실의 물 내려가는 소리 예/아니오

11
아동은 왼쪽이나 오른쪽, 혹은 뒤에서 소리가 날 때 
소리를 찾습니까?

엄마가 부르거나 말하는 소리, 강아지가 짖는 
소리 등이 나면 아동이 소리 나는 곳을 
쳐다보고 찾는다

예/아니오

12 아동은 자신의 이름에 반응합니까? 예/아니오

13
아동은 위나 아래에서 소리가 날 때 소리를 
찾습니까?

벽에 걸린 시계, 혹은 바닥에 떨어지는 물건의 
소리

예/아니오

14
아동이 슬프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때 음악을 들려주면 
진정되거나 변화가 있습니까? 

예/아니오

15
아동은 전화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전화에서 
누군가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보입니까?

할머니나 아빠가 전화했을 때 아동을 바꿔주면 
소리를 “듣는다”

예/아니오

16 아동은 음악의 리듬에 맞추어 반응합니까? 아동은 음악을 듣고 팔이나 다리를 움직인다. 예/아니오

17
아동은 특정한 소리가 특정한 물건이나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까?

아동이 비행기 소리를 듣고 하늘을 쳐다보거나,  
자동차 소리를 듣고 도로 쪽을 쳐다보거나,  
전자레인지 소리를 듣고 부엌 쪽을 쳐다본다

예/아니오

18 아동은 짧고 간단한 말에 적절하게 반응합니까? ‘그만!’ ;  ‘지지!’ ; ‘아니야’ ; ‘어부바’ 예/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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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반응  반응 행동의 예시 대 답

19
아동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안돼’같은 소리에 
반응합니까?

아동이 엄마를 보고 있지 않아도, 엄마가 큰 
소리로 ‘안돼!’, ‘그만’하고 말하면 듣고 행동을 
멈추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

예/아니오

20 아동이 가족의 호칭을 압니까? 엄마(아빠, 오빠, 언니)  어디 있어? 에 반응한다. 예/아니오

21
아동은 소리를 따라하게 시켰을 때 모방할 수 
있습니까?

‘아~’, ‘이~’, ‘우~’ 같은 소리들 예/아니오

22 아동은 간단한 지시를 따를 수 있습니까? ‘이리와’, ‘신발 벗자’ 와 같은 지시들 예/아니오

23 아동은 간단한 질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코 어딨어?’, ‘아빠 어딨어?’와 같은 질문들 예/아니오

24
아동에게 물건을 가져오라고 시켰을 때 가지고 
옵니까?

‘우유병 가져와’, ‘공 가져와’와 같은 지시들 예/아니오

25
아동은 엄마가 말한 소리나 단어를 따라 말할 수 
있습니까?

‘멍멍’ 해봐, ‘코’ 해봐 예/아니오

26 아동은 장난감에 맞는 적절한 소리를 표현합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빵빵,’ 소를 가지고 ‘음매’ 소리 
낸다

예/아니오

27
아동은 특정 동물에 맞는 의성어를 알고 
있습니까?

멍멍 =강아지; 야옹=고양이; 꿀꿀=돼지; 꼬꼬=닭 예/아니오

28 아동은 환경음 소리를 따라하려고 합니까? 동물소리; 집안에서 나는 소리; 소방차 소리 등 예/아니오

29
아동은 엄마가 짧고 긴소리가 함께 있는 소리를 
들려줬을 때 소리의 장단을 바르게 따라합니까?

‘붕붕부~~~웅’ ; ‘꼬끼오~~~~’ 예/아니오

30
아동은 여러 개의 물건 중에서 말하는 물건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동물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말이’라고 말하면 
아동이 말을 찾아낸다; 여러 가지 색의 공을 
가지고 놀다가 ‘빨간 공’하면 빨간 공을 찾아낸다. 

예/아니오

31 아동은 노래를 들으면 따라 부르려고 합니까? 익숙한 가락이나 동요 등 예/아니오

32
아동은 특정 단어들을 말하도록 했을 때 따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해야지”하면 
듣고 “안녕하세요”라고 따라한다

예/아니오

33 아동은 책 읽어주는 것을 좋아합니까? 동화책이나 그림책 예/아니오

34 아동은 복잡한 지시를 따를 수 있습니까? ‘신발 벗어서 갖다 놔’ ; ‘신발 벗고 이리와’ 등 예/아니오

35 아동은 익숙한 노래를 혼자서도 부르려고 합니까? 자장가; 익숙한 동요 등 예/아니오

총 점수 = ‘예’라고 체크한   모든 문항



62  AUDIOLOGY·청능재활 2015;11(1):45-62

이 곳은 전문가가 작성하실 부분입니다.

  

기관명: 연령: 

인공와우나 보청기를   착용한 아동만 작성하세요.

보청기 첫 착용일:   년        월          일 착용 귀: 왼쪽 / 오른쪽

CI   수술일:   년        월          일 착용 귀: 왼쪽 / 오른쪽

첫 맵핑일:   년        월          일

두 번째 CI 수술일:   년        월          일 착용 귀: 왼쪽 / 오른쪽

두 번째 CI 첫 맵핑일:                 년          월         일

듣기 나이*: 

 듣기나이*의 산출방법

건청아동: 

인공와우 시술 아동: 

보청기 착용 아동: 

생활연령과 같습니다.

인공와우 첫 맵핑일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경우, 인공와우 수술일로 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서 

한 달을 뺍니다)

보청기 첫 착용일로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추가질문

1. 이 설문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아동이 소리나 말소리에 반응한 행동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2. 최근 혹은 지난 1 ~ 2주 사이에 아동이 소리나 말소리에 놀랍거나 특별히 다른 반응을 하였다면 

적어주십시오 (예: 벌써 이런 것도 할 줄 알았나?)

질문지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