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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국내외에서는 신생아청각선별검사로 난청이 진단되면, 영아

는 청각장애 유형과 청력손실 정도에 따라 적절한 보청기를 착

용하고 말-언어 발달을 위한 청능재활(aural habilitation)에 참

여한다. 이때, 청각장애 영아의 청력이 고도(severe) 이상이고 

보청기를 착용해도 말-언어의 발달이 미비한 경우에는 인공와

우이식(cochlear implantation)의 대상이 되며, 인공와우이식

을 통해 구어 의사소통(oral communication) 발달에 필요한 

유용한 청력을 가지게 된다(ASHA, 2017; Blamey et al., 2001; 

Cole & Flexer, 2011). 선행 연구(Houston & Miyamoto, 2010; 

James et al., 2008; Lee et al., 2012)에서는 청각장애 아동의 인

공와우이식 연령이 어릴수록 더 나은 말지각(speech percep-
tion), 말-언어, 의사소통, 학업 성취를 보인다고 하였다. Burk-
holder & Pisoni(2003)는 인공와우이식 연령만으로 인공와우 

아동의 술 후 수행력을 설명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조기에 

인공와우이식을 받더라고 청각장애 아동의 수행력 발달에 개

인 간 차이가 크다고 보고하였다. 즉, 인공와우 아동 중에서 일

부는 정상청력의 또래 아동과 비슷한 수준의 말-언어 발달을 

성취하기도 하지만, 다른 일부는 말-언어 발달에 지체(delay), 

Effect of Smartphone Applications 
for Aural Habilitation 

in Cochlear Implanted Children: 
Improvement for Auditory Memory Skills

Youngmee Lee1,  Seulgi Lee2,3

1Department of Communication Disorders, Tongmyong University, Busan, Korea
2Department of Speech-Language Therapy & Aural Rehabilitation, Graduate School of Health and Welfare, Woosong University, Daejeon, Korea

3Donga Auditory Habilitation Center, Busan, Korea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중재가 인공와우 아동의 청각기억에 미치는 영향

이  영  미1·이  슬  기2,3

동명대학교 언어치료학과1,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언어청각재활학과,2 동아와우청각언어센터3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ural habilitation using the smartphone applications of auditory mem-
ory skills for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Methods: Three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CIs) between the ages of 3 and 8 yea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children attended the intervention using the smartphone applications once a week for 5 weeks. We evalu-
ated their auditory memory skills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and analyzed the data using a one-group pretest and posttest design. 
The child’s mother attended the survey for evaluating the educational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from the aural habilitation using 
the applications.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accuracy increases in the categorical items of auditory memory tasks. The intervention 
effect was not significant for auditory memory accuracy in the non-categorical items. There were individual differences in mother’s per-
ceived educational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with the intervention using the applications. Conclusion: The current study suggests 
that aural habilitation using the smartphone applications is effective and useful in improving auditory memory skills for children with CIs.

Key Words:0 Aural habilitation, Smartphone application, Auditory memory, Cochlear implants, Children.

Received: February 6, 2017 / Revised: March 15, 2017 / Accepted: April 2, 2017
Correspondence: Youngmee Lee, Department of Communication Disorders, Tongmyong University, 428 Sinseon-ro, Nam-gu, Busan 48520, Korea
Tel: +82-51-629-2135 / Fax: +82-51-629-2019 / E-mail: ymlee3060@gmail.com

RESEARCH PAPER

ISSN 1738-9399 / Audiol Speech Res 2017;13(2):176-192 / https://doi.org/10.21848/asr.2017.13.2.176

ASR



177

Y Lee & S Lee ASR
장애(disorder)를 경험하면서 통합교육 환경에서 또래와의 적절

한 상호작용과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인공와우 아동은 연령에 맞는 말-언어 발달을 성취하거나 

발달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술 후부터 듣기(listening) 중

심의 청능재활에 부모와 함께 참여한다. 청능재활 전문가는 인

공와우 아동의 개인 요인(예: 인공와우이식 연령, 내이기형 유

무, 중복장애 유무 등)과 수행력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대상 

아동 맞춤식의 장단기 목표와 세부 활동을 계획한다(Lee, 

2008b; Lee, 2016). 말-언어 습득이 완성된 후천성 농 성인의 

경우 듣기 중심으로 청능재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과 달리, 

인공와우 아동의 청능재활은 듣기, 말-언어, 화용(pragmatics), 

인지(cognition) 등의 다양한 영역의 발달을 촉진하며, 원활한 

구어 의사소통 발달이 가능하도록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다. 

임상 현장에서 전문가는 청능재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

별화된 치료(individualized therapy) 외에도 부모를 대상으로 

면담 및 상담, 강연회, 소그룹 내 시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

육을 진행하며,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듣기, 말-언어 발달

을 촉진하고 치료실에서 배운 기술을 일반화(generalization)하

는 데 도움을 주고자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선행 연구

(Barker, 2003; Fu & Galvin, 2007; Nakeva von Mentzer et 

al., 2014)에서는 청각장애 아동의 말-언어, 읽기 발달에 도움이 

되는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중재를 진행하였으며, 

중재 결과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중재(computer assisted in-
tervention)가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 아동의 

단어, 음운인식, 명료도, 읽기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렇듯 임상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는 다양한 매

체, 방법, 자료를 활용하여 청능재활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중재는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높은 구입 비

용으로 인해 청능재활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기가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예: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높은 보

급률과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앱)의 낮은 구입 비용으로 

장애인의 교육과 재활에 모바일 러닝(mobile learning)을 적용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Lee, 2016; Lee et al., 

2015). Lim & Park(2012)은 모바일 기기가 장소와 시간에 상관

없이 프로그램 접근이 쉬운 장점 외에도 컴퓨터에 비해서 작아

서 휴대하기 간편하고, 모바일 서비스(예: 음성 및 웹 서비스, 어

플리케이션 활용 등)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Yu et al.(2014)이 청능재활 콘텐츠를 스마트폰 앱

으로 구현하여 청각장애 성인(n = 1)에게 청능재활을 실시하였

으며, 청각장애 성인의 자음, 모음, 문장 수준의 어음인지력에 

향상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현재는 모바일 러닝이 청능재활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라서 모바일

을 이용한 청능재활 효과를 보고한 사례가 미비한 상태이다. 

하지만, 모바일 기기는 청능재활 콘텐츠를 그림, 글자, 음성, 동

영상, 애니메이션 등으로 구현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

문에, 청능재활에서 청각장애 아동과 성인의 흥미를 유발하고 

활동에 몰입하는 데 도움을 주어 효과적인 청능재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Lee, 2016). 

ASHA(2017)에서는 청능재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청력손실

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청각장애인이 일상생

활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Cole & Flexer(2011)는 인공와우 아동의 청능재활은 청각정보

에 대한 통합적인 듣기 발달을 강조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구

어 의사소통에 필요한 말-언어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목적이

라고 하였다. 듣기 기술은 언어적 의미를 지닌 음향학적 말소리

를 감지(detection), 변별(discrimination), 확인(identification)

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대화 상대자의 연결발화(connected 

speech)를 이해하여 대화, 토론, 학습까지 할 수 있는 광범위한 

능력을 의미한다(Cole & Flexer, 2011; Sweetow & Sabes, 

2006). 높은 수준의 듣기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의 언어 단위(예: 음절, 단어, 문장)의 청각 자극을 듣고 차

례대로 회상할 수 있는 청각기억(auditory memory)의 발달이 

필요하다(Sweetow & Sabes, 2006). Spencer & Delk(1989)는 

고도 이상의 청각장애 아동은 구어 및 비구어 과제에서 모두 

순차적으로 기억하는 항목의 개수가 정상청력 아동에 비해서 

적다고 하였으며, 청각장애 아동의 기억용량과 읽기 기술과 관

련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Jutras & Gagné(1999)는 학령기 청각

장애 아동의 청각순서화 능력이 정상청력 아동에 비해서 낮다

고 보고하면서, 낮은 청각기억 능력은 청각정보처리 능력의 결

함(auditory processing deficits)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Jang 

(2012)은 정상적인 말-언어 발달을 하고 있는 인공와우 아동

은 정상청력 아동과 동일하게 단어와 의미 간의 지식을 활용

하여 청각기억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으며, 높은 수준

의 듣기 기술과 의사소통 능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청능재활 프로그램에 청각기억에 초점을 맞춘 세

부 활동을 계획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

한  Wood(2013)는 청각장애 아동의 청각기억 발달 특성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청각장애 아동의 청각

기억 발달을 뇌 가소성(brain neuroplasticity)의 측면에서 연구

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볼 

때, 청각기억을 촉진하는 청능재활은 궁극적으로 청각신경 시스

템 발달의 성숙에 중요하며, 청능재활 전문가는 청각단서(audi-
tory only)만으로 진행되는 청각기억 활동을 통해 청각장애 아

동의 전반적인 청각정보의 이해(comprehension), 조작(manip-
ulation), 회상(recall)의 통합적 발달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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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아동의 부모는 자녀와 가정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아동이 습득해야 하는 듣기, 말-언어를 촉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인공와우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이 정상청력 아동에 비

해서 낮은 경우, 아동이 부모의 의사소통 시도에 부적절한 반

응을 보이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기도 하며, 부모도 인공와우 

아동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진행하기도 

한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지니는 아동의 발달에는 부모의 반

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동과 적극적으로 상호작

용하고 가정 내에서 중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필

요하다(Cheon & Yim, 2016). 인공와우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

로 한 부모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Lee, 2008b; Lee & Seok, 

2006)에서는 부모교육을 통해서 가정에서 부모와 인공와우 아

동 간의 상호작용 빈도뿐만 아니라 인공와우 아동의 상호작용 

능력도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청능재활 전문가의 직접적인 

중재 외에도 가정에서 부모가 인공와우 아동의 청각기억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 부모에 의한 가정 중재가 진행된다면, 청각기

억 중재에 대한 일반화 효과로 더 나은 수행력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임상 현장에서 청각장애 아동은 구조화된 상황에서 제공되

는 청각기억 향상을 위한 반복적인 활동과 자료에 피로감과 지

루함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므로, 청각장애인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청능재활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중요

하며(Baek & Lee, 2016), 스마트 시대로 인해 모바일 러닝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청각장애 아동의 청각기억 향상

을 위해서 개발한 콘텐츠를 앱으로 구현하여 중재 효과를 살펴

보는 것은 의의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청능재활을 인공와우 아동에게 실시하여 인공와우 아동의 청

각기억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부모의 앱

을 이용한 청능재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앱을 이용한 중재 동안 인공와우 아동의 회기별 청각

기억 점수는 어떠한가? 

둘째, 앱을 이용한 중재 전후에 따라 인공와우 아동의 청각

기억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앱을 이용한 중재에 대한 인공와우 아동의 부모의 교

육 효과와 만족도는 어떠한가?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에 거주하는 인공와우 아동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를 선정한 구체적인기준으로는 1) 선천성 농

(congenital deaf)이며, 2) 3세 이전에 첫번째 인공와우이식을 

받고, 3)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등과 같은 중복장애(mul-
tiple disabilities)가 없으며, 4) 구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5) 통

합교육 환경에 배치되어 있으며, 6) 부모 보고에 의해 스마트폰

의 조작에 어려움이 없다고 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 아동의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인공와우 아동 A의 배경정보

아동 A는 중재 당시 39개월로, 2세 11개월에 좌측에 인공와

우이식을 받고 술 후부터 청각구어법(auditory verbal appro-
ach)의 청능재활을 주 2회 받고 있다. 수용 및 표현어휘력 검사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에서 수용점수는 15점, 표현점수는 20점이었다. 

REVT 검사 결과 수용과 표현 언어에서 언어발달 연령이 30개

월 미만으로 언어발달지체를 보이고 있었다. 아동용 발음평가

(Assessmen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for Children, 

APAC) (Kim et al., 2007)에서 자음정확도가 50.0%, 백분위수 

1%ile 미만으로 말소리장애(speech sound disorders)로 진단되

었다. 보기가 없는 조건의 단음절단어검사(Lee et al., 2009)에

서 단어수준은 70%, 음소수준은 74%였다. 부모 보고에 의하

면, 본 아동은 어휘 표현에 어려움이 있으며, 말 산출시 음도

(pitch)가 높고 말속도가 빠르며, 말명료도(speech intelligibili-
ty)가 낮아서 친숙하지 않은 사람과는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하

였다. 

인공와우 아동 B의 배경정보

아동 B는 중재 당시 97개월로, 1세 4개월에 우측에 첫 번째 

인공와우이식을 받았으며, 7세 9개월에는 좌측에 두 번째 인공

와우이식을 받았다. 중재 당시, 양측에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ree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Characteristics Child A Child B Child C
Chronological age (months) 39.0 97.0 75.0
Sex M M M
Age at fitting hearing aids (months) 03.0 04.0 12.0
Age at the first implantation (months) 35.0 16.0 31.0
Duration of an implant use (months) 04.0 81.0 44.0
Phoneme score of the MW test (%) 74.0 74.6 83.1
PCC (%) 50.0 44.3 41.1
REVT-R (score) 15.0 44.0 16.0
REVT-E (score) 20.0 32.0 10.0
Adapted from Korean Journal of Otorhin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Lee et al., 2009). Adapted from Community Reha-
bilitation Center (Kim et al., 2009). M: male, MW: monosyllabic 
word (Lee et al., 2009), PCC: Percentage of Consonants Correct, 
REVT-R: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Kim 
et al., 2009), REVT-E: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Expressive (Kim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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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구어법의 청능재활을 주 2회 받고 있었다. REVT (Kim et 

al., 2007)에서 수용점수는 44점, 표현점수는 32점으로 평가되 

었으며, 언어발달 연령은 수용언어는 44개월, 표현언어는 30개

월 수준으로 나타나서 언어발달장애를 보이고 있었다. APAC 

(Kim et al., 2007)에서 자음정확도가 44.3%, 백분위점수가 

1%ile 미만을 보여서 말소리장애였다. 보기가 없는 조건의 단음

절단어검사(Lee et al., 2009) 결과, 단어수준은 46%, 음소수준

은 74.6%였다. 본 아동은 일반 초등학교 통합학급에 배치되어 

있으며, 의사소통과 학습의 어려움으로 보조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부모의 보고에 따르면, 말 산출 

시 음도가 높고, 말명료도도 낮아서 또래와의 의사소통에 어려

움이 있다고 하였다.

인공와우 아동 C의 배경정보

아동 C는 중재 당시 75개월로, 1세 6개월에 우측에 인공와우

이식을 받았으나 내부 기기의 결함(device failure)으로 2세 7개

월에 같은 측에 인공와우이식을 다시 받았다. 본 아동은 첫 번

째 인공와우이식 후부터 지속적으로 청각구어법의 청능재활을 

주 2회 받고 있다. REVT (Kim et al., 2009)에서 수용점수는 

16점, 표현점수는 10점이었으며, 언어발달 연령이 두 영역에서 

모두 30개월 미만이어서 언어발달장애를 보이고 있었다. APAC 

(Kim et al., 2007)에서 자음정확도 41.1%, 백분위수 1%ile 미

만으로 말소리장애를 보이고 있었다. 보기가 없는 조건의 단음

절단어검사(Lee et al., 2009) 결과, 단어수준은 68%, 음소수준

은 83.1%였다. 부모 보고에 따르면, 본 아동은 조사를 생략하

는 전보식(telegraphic) 형태의 문장으로 대화를 하며, 낮은 말

명료도로 어린이집 선생님과 또래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한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구글플레이(Google play)에 ‘청각장애 재활훈

련(아동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앱으로 중재를 실시하였으며

(Figure 1), 연구자는 중재를 위해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

폰(LG Optimus G2, F302; LG Electronics, Pyeongtaek, Ko-
rea)에 앱을 설치하였다(Lee, 2017).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앱의 

콘텐츠는 청능재활 전문가의 임상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개발되

었으며, 앱의 에피소드는 청각장애 아동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반영하였다. 본 앱에서 

사용할 어휘에 대한 점검은 친숙도와 교육 적절성의 두 가지 측

면으로 진행되었다. 어휘의 친숙도는 유치원 교사에 의해서 정

상적인 말-언어 발달을 하고 있다고 보고된 취학 전의 정상청

력 아동을 자녀로 두고 있는 어머니 3명에게 진행하였으며, 해

당 어휘에 대해서 5점 Likert 척도(1점: 매우 친숙하지 않음, 2

점: 친숙하지 않음, 3점: 보통, 4점: 친숙함, 5점: 매우 친숙함)로 

평정하게 하였다. 어휘의 언어치료 적절성은 임상경력이 5년 이

상인 언어치료사 3명에게 어휘가 교육용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5점 Likert 척도(1점: 매우 적절하지 않음, 2점: 적절하지 않음, 

3점: 보통, 4점: 적절함, 5점: 매우 적절함)를 이용하여 평정하도

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머니와 언어치료사에게 친숙도

와 교육 적절성 모두 4점 이상으로 평정된 어휘만을 어휘 목록

에 포함시켰으며, 해당 어휘 중에서 앱 시나리오에 적절한 것만

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앱은 취학 전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

을 고려하여 문자 없이 진행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간단한 프레

임(듣기-기억하기-선택하기-확인하기)으로 앱을 구현하여 청

각장애 아동도 짧은 시간 안에 쉽게 앱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재에 사용한 앱은 총 6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에피소드에는 난이도가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난이도는 

아동이 기억해야 하는 중심어(key word)의 개수(예: 사과, 귤-

수박, 사과-딸기-키위)에 따라서 1, 2, 3단계로 구분된다. 아동

이 참여한 에피소드의 청각기억 점수가 80% 이상으로 연속 3

Figure 1. Applications used in this study. Adapted from Lee. Audiol-
ogy and Speech Research 2017;13(1):50-61, with permission of Au-
diology and Speech Research.

Figure 2. Examples of the application’s 
screen. Adapted from Lee (2017). Audi-
ology and Speech Research, 13(1), 50-
61, with permission of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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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이상 수행하였을 때에 자동적으로 난이도가 다음으로 이동

된다. 중재에 사용된 앱에서는 아동이 흥미를 가지고 집중력 

있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기가 있는 조건(closed-set 

condition)에서 청각기억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Figure 

2와 같은 화면이 스마트폰에 제시된다. 아동은 에피소드에 따

라 제시되는 6개의 단어 이미지를 먼저 본 후에 청각단서만으

로 제시되는 목표 단어를 듣고 해당되는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선택(예: 터치, 드래그)하며, 아동은 정오반응에 대한 피드백을 

캐릭터의 애니메이션과 효과음으로 받을 수 있다. 이때, 단어 

이미지는 랜덤방식으로 제시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서, 

아동이 다양한 단어와 이미지로 청각기억 중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정반응의 피드백은 제시된 단어와 그 순서가 아동의 

반응과 일치한 경우에, 오반응의 피드백은 제시된 단어와 그 

순서가 일치하지 않거나 5초 이상 반응이 없는 경우에 적절히 

제공되도록 프로그래밍되었다(Figure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부산 소재의 청능재활 기관에서 2016년 3월 28일

부터 5월 9일까지 진행되었다. 연구 절차는 앱 중재에 대한 부

모 오리엔테이션, 청각기억의 사전-사후 평가, 앱 중재, 부모 만

족도 평가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중재와 사전-사후 평가 과

정을 디지털캠코더(HDR-SR7; Sony Corporation, Tokyo, Ja-
pan)로 촬영하였다. 연구절차의 각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부모 오리엔테이션

인공와우 아동의 부모에게 앱 중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개

별적으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앱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중재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의

사를 전달받고 연구참여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연구자는 스

마트폰의 앱에 로그인, 에피소드 선택, 청각기억 활동 진행, 점

수 이력 확인 등 앱을 활용하는 방법을 부모에게 설명하고 충

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시연을 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는 가정에

서 앱을 사용하여 자녀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안과 아이디어

에 대해서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전-사후 평가

청각기억 과제는 Jang(2012)의 의미 단기기억검사를 수정, 보

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길이효과(word length 

effect)가 대상 아동의 말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

전-사후 평가 문항을 1~3음절 단어로 균형화하였으며(Badde-
ley, 2003), 단어 친숙도가 아동의 말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해서 문항의 단어의 친숙도에 대한 타당도 점검을 

청능재활 전문가 1인에게 실시하였다. 평가에 사용될 단어가 

청각장애 아동에게 친숙한지에 대해서 청능재활 경험이 5년 이

상인 전문가에게 5점 Likert 척도(1점: 매우 친숙하지 않음, 2

점: 친숙하지 않음, 3점: 보통, 4점: 친숙함, 5점: 매우 친숙함)를 

이용하여 평정하게 하였으며, 4점 이상으로 평정되지 않은 단

어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단어를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사전-사후검사는 Jang(2012)의 검사에서 구분된 의미 범주 

Figure 3. Examples of correct and incor-
rect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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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categorical items)과 비범주 목록(non-categorical items)

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각 목록의 문항을 5개씩 구성하고, 

각 문항에는 5개의 단어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범주 목록(예, 

과일, 탈것 등)의 문항에는 의미적으로 공통적 속성이 많은 단

어만으로 구성하였으며, 비범주 목록에는 의미적으로 공통적 

속성이 없거나 매우 적은 단어만으로 구성하였다. 사전-사후 평

가에서 사용한 청각기억 검사는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사전-사후 평가에서 외부와 내부의 소음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서 청능재활기관 내 가장 조용한 공간에서 대상 아동에게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습문항을 통해서 아동에

게 5개의 단어를 듣고 나서 들은 순서대로 단어를 회상해서 말

해야 한다는 것을 숙지시켰다. 본 검사에서 연구자는 보기가 

없는 조건에서 문항 내 5개의 단어를 청각 단서만으로 아동에

게 1초 간격으로 들려주었으며, 아동이 단어를 들은 순서대로 

회상(serial recall)하여 말하도록 하였다. 

중재 프로토콜

연구자는 중재를 치료실 내 독립된 공간에서 아동과 나란히 

앉아서 진행하였으며, 중재 과정을 캠코더(HDR-SR7, SONY)로 

촬영하였다. 연구자의 직접 중재는 총 5주 동안, 매주 1회씩, 

15~20분 동안 진행되었다. 중재 동안, 연구자는 부모가 가정에

서 진행한 앱 중재에 대한 피드백을 부모교육을 통해서 제공하

였다. 본 연구에서 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 소지하고 언어병리학 

석사를 수료한 연구자 1명이 중재를 진행하였으며, 중재를 실시

하기 전부터 학사와 석사 과정에서 청능재활과 관련된 교과목 

이수와 청능재활 임상경험을 통해서 청각구어법 등의 재활 접

근법을 숙지한 상태에서 중재를 진행하였다. 중재 프로토콜은 

Figure 4에 제시하였다. 

중재는 회기마다 도입, 시연, 중재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도입 

단계에서 연구자는 아동과 인사를 나눈 후, 착석하여 5분간 간

단한 일상 대화를 나눴다. 연구자는 아동에게 앱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재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시연 단계에

서는 ‘듣기-기억하기-선택하기’의 프레임으로 연습을 진행하여 

아동이 앱의 기능과 연습방법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도입과 시연 단계에서 아동이 앱 조작과 참여방법을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였으며, 아동이 완벽하게 숙지했다고 판

단된 후에 중재를 시작하였다. 

중재 단계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앱 로그인하기, 에피소드 선

택하기, 앱 중재에 참여하기, 결과 보기, 부모교육으로 진행되었

다. 연구자는 아동이 스마트폰을 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스마

트폰과 아동의 거리를 조절하였으며, 로그인하여 아동이 선호

하는 에피소드의 아이콘을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중재 동안, 

아동의 미숙한 조작으로 앱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다시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연구자는 아동에게 정답을 요구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았으며, 아동 스스로 앱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하지만, 아동이 잘못 수행했을 경우에는 잠시 활동

을 중단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아동이 정확하게 앱 

진행 규칙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아동이 2개의 중

심단어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2단계 난이도에서 1개의 단어 

이미지만 선택하는 것과 같이, 아동이 앱 진행 규칙 이해에 혼

동이 왔을 경우에 연구자는 ‘두 개를 들었어요. 두 개를 고르세

요.’라고 말하였다. 외부 소음 등으로 아동이 음성을 듣지 못하

여 반복청취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연구자가 목표 단어를 다시 

들려주고 선택하도록 하였다. 에피소드 활동이 종료되면, 아동

의 앱 수행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구자는 아

동에게 결과를 보여주면서 칭찬과 격려를 하였다. 

부모교육은 매 중재 회기를 마친 후에 약 10분 동안 진행하

였다. 연구자는 앱에 저장된 아동의 청각기억 수행력, 아동의 

태도 및 반응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부모

가 가정에서 아동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부모가 관찰한 아동의 반응과 학습 

이력을 확인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부모가 아동에게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공하는 상호작용 기술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앱 중재에 대한 부모의 교육 효과와 만족도에 대한 평가

본 연구에서는 설문을 통해서 인공와우 아동의 부모가 앱 

중재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설문 문항은 선행 연구(Jang 

& Song, 2015; Kim et al., 2014; Lee et al., 2014)를 참조로 하Figure 4. Protocol of intervention used in the present study.

Introduction
• Greeting with the child
• Having the daily conversation for 5 minutes
• Explaining about the intervention for child

Demonstration
• Practicing with the frame of ‘listening-remembering-selecting’
• Repeating until the child understands the rule of how the application 
• is manipulating and participating

Intervention
• Login the application on the smartphone
• Selecting the application’s episodes
• Participating in the intervention
• Identifying the results
• Parent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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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육 효과성(11문항)과 교육 만족도(11문항)의 22문항으로 

개발하였다. 설문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 효과성에서는 

교육 목표의 명확성, 교육적 가치, 적절성, 위계성, 어휘의 적절

성, 활동의 다양성, 유희성, 경험과의 연결 등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교육 만족도에서는 학습 내용의 전달 정확성, 학

습 동기의 유도, 학습의 만족감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5점 Likert 척도를 통해 1점에서 5점까지(1

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

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제시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앱 중재에 대한 부모 만족도 평가에 관한 설문 문항은 Appen-
dix 2에 제시하였다.

자료 분석

앱을 이용한 중재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중재 동안 앱 활

동 결과로 회기별 청각기억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중재 전과 후

에 청각기억 점수를 산출하였다. 중재 동안 회기별 청각기억 점

수는 문항별로 정반응 1점, 오반응 0점으로 자동적으로 채점, 

저장되는 앱의 기능을 활용하여, 매주 청각기억 점수를 0~ 

100%의 정확도로 산출하였다. 사전-사후 검사의 청각기억 채점

은 Jang(2012)이 제시한 청각기억의 채점 기준에 따라서 연구자

에 의해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청각기억 사전-사후검사가 진

행되는 동안 아동의 반응을 기록지에 모두 기록하였으며, 아동

의 반응이 연구자가 들려준 문항의 단어와 순서가 모두 일치하

면 정반응(1점), 단어와 순서가 일치하지 않으면 오반응(0점)으

로 채점하였다. 사전-사후 평가에서 청각기억 점수는 목록(범

주 목록, 비범주 목록)에 따라 채점하였으며, 각 범주에 따라 

0~100%의 정확도(%)로 산출하였다.

신뢰도 및 중재 충실도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에 대한 신뢰도는 검사자 내 신뢰도

(inter-rater reliability)를 통해서 산출하였다. 신뢰도 산출을 

위해서 중재에 참여한 인공와우 아동 3명의 평가 동영상 자료

를 재분석하여 일치도(agreement)를 분석한 결과, 대상 아동의 

점수 신뢰도는 모두 100%로 나타났다. 

중재가 계획된 대로 잘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재 

충실도를 평가하였다. 중재 충실도 문항은 Park & Yim(2015)의 

연구에서 사용된 체크리스트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

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중재 충실도 체크

리스트는 중재 계획(2문항), 중재 실행(6문항), 중재 평가(2문항)

에 대해서 묻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중재 계획에는 일정과 내용 구성에 관한 문항이, 중재 

실행에는 부모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연구 목적 및 앱에 관한 설

명, 중재 전략 방법에 관한 문항이, 중재 평가에는 중재 일반화

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자는 매 회기마다 자기 평

가 방식으로 중재 충실도 문항에 ‘예(1점)-아니오(0점)’로 응답

하였다. 중재 충실도의 점수는 세 개의 영역별로 따로 산출하

여, 해당 영역의 점수를 총점으로 나누어서 100을 곱하여 0~ 

100점으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진행한 회기에서 중재 계획, 중

재 실행, 중재 평가 영역에서 모두 100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중재 충실도의 체크리스트는 Appendix 3에 제시하였다.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사전-사후 비교 설계(pretest-posttest de-
sign)를 사용하여, 사전 평가, 중재, 사후 평가 단계로 구성하였

다. 사전 평가 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적절성 판단, 부모에게 중재

에 대한 설명 및 동의를 얻은 다음에 청각기억에 대한 사전평

가를 실시하였다. 중재 단계에서는 청능재활 전문기관 내 언어

치료실에서 연구자가 대상 아동에게 개별적으로 앱 중재를 진

행하였다. 이때, 회기별 앱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저장되는 청각

기억 평가 결과를 수집하였다. 사후 평가 단계에서는 청각기억 

검사를 중재 종료 후 일주일 안에 실시하였으며, 사전 평가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였다. 

통계 분석

앱을 활용한 중재 전후의 청각기억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비모수 통계 방법인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였으며, 중재 동안

의 회기별 청각기억 점수와 앱 중재에 대한 부모의 교육 효과

와 만족도에 대해서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2 (IBM Co.,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다.

RESULTS

인공와우 아동의 청각기억 중재 효과 

앱을 이용한 중재가 인공와우 아동의 청각기억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중재 동안 인공와우 아동의 회기별 청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from auditory memory accu-
racy (%) weekly evaluated by the smartphone application for chil-
dren with cochlear implants (n = 3)

Child A Child B Child C Mean (SD)
Session 1 06.7 26.7 33.3 22.2 (13.9)
Session 2 11.1 60.0 88.9 53.3 (39.3)
Session 3 15.5 68.9 86.7 57.0 (37.1)
Session 4 28.9 60.0 97.6 65.1 (34.4)
Session 5 26.7 82.2 86.7 56.5 (33.4)
SD: standard deviation



183

Y Lee & S Lee ASR

각기억 점수와 중재 전후의 청각기억 점수를 산출하였다. 

중재 동안 아동이 참여한 앱에서 자동적으로 저장되는 청각

기억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대상 아동의 회기별 청각기억의 평균 점

수를 살펴보면, 22.2%[standard deviation (SD) = 13.9], 53.3% 

(SD = 39.3), 57.0%(SD = 37.1), 65.1%(SD = 34.4), 56.5%(SD = 

33.4)로 나타났다. 아동 A의 청각기억 점수는 6.7, 11.1, 15.5, 

28.9, 26.7%로, 마지막 회기의 점수가 첫 번째 회기에 비해서 약 

20% 향상되었다. 아동 B의 청각기억 점수는 26.7, 60.0, 68.9, 

60.0, 82.2%였으며, 청각기억 점수의 향상이 두 번째 회기부터 

두드려져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아동 C의 청각기억 점수

는 33.3, 88.9, 86.7, 97.6, 86.7%였으며, 두 번째 회기부터 청각기

억 점수의 향상이 두드러진 경향을 보였다(Figure 5).

중재 전후의 청각기억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서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청각기억 검사의 범주 목록과 비범주 목록

의 청각기억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 및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의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범주와 비범주 목록을 합친 청각

기억 점수의 사전 점수가 9.3%(SD = 9.24), 사후 점수가 17.3% 

(SD = 11.02)로 나타나서, 중재 후의 청각기억 점수가 중재 전

에 비해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Z = -2.214, p ＜ 0.05). 목록별

로 살펴보면, 범주 목록에서 청각기억의 사후 점수가 26.7%(SD 

= 25.40)로, 사전 점수인 12.0%(SD = 17.44)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Z = -2.214, p ＜ 0.05). 비범주 목록에서 청각기억의 사후 점

수는 8.0%(SD = 4.0)로 사전 점수인 6.7%(SD = 1.6)에 비해 향

상되기는 하였으나, 청각기억 점수의 사전-사후에 대한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Z = -1.857, p ＞ 0.05) (Figure 6). 

중재에 대한 부모 평가

본 연구에 참여한 인공와우 아동의 부모에게 앱을 이용한 중

재에 대한 교육 효과와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4

에 제시하였다. 교육 효과의 평균점수는 3.7점(SD = 0.85), 교육 

만족의 평균점수는 3.3점(SD = 0.98)으로 나타나서, 인공와우 

아동의 부모는 앱을 이용한 중재에 대해서 교육 효과성을 교육 

만족도에 비해서 높게 평가하였다. 대상 아동별로 살펴보면, 아

동 B와 C의 부모가 아동 A에 비해서 교육 효과와 만족도에서 

높은 평가를 하였다(Figure 7). 

DISCUSSIONS

청능재활 전문가는 청각장애 아동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

해서 청각장애 진단 후의 보청기 및 인공와우 착용과 함께 청

능재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족에게 강조하며, 청각장애 아동

은 장기간 동안 가족과 청능재활에 참여하여 듣기, 말-언어 능

력을 습득한다. 최근 들어, 청능재활 분야에서는 청각장애 아

동 및 성인의 재활 참여의 흥미와 몰입을 증가시켜 중재 효과

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와 도구 개발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의 어음인지 향상을 위한 가로세로판 개발

(Baek & Lee, 2016),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중재(Yu 

et al., 2014) 등과 같은 다양한 청능재활 도구에 대한 사례가 

1st                    2nd                   3rd                    4th                    5th
Test intervals (session)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0

A
cc

ur
ac

y 
( %

)

A Test intervals (session)
1st                    2nd                   3rd                    4th                    5th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0

A
cc

ur
ac

y 
( %

)

Child A Child B Child C

B
Figure 5. Auditory memory accuracy from the aural habilitation sessions. A: Mean accuracy of auditory memory for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B: Accuracy of auditory memory for three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Table 3. Pre-post comparisons of auditory memory accuracy on 
categorical and non-categorical items for children with cochlear im-
plants (n = 3)

Categorical type Accuracy (%) SD Z p
Categorical items -2.214* 0.027

Pre 12.0 17.44
Post 26.7 25.40

Non-categorical items -1.857* 0.063
Pre 06.7 01.60
Post 08.0 04.00

*p < 0.05.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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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어, 청각장애인이 청능재활에서 느낄 수 있는 피로도 및 

지루함이 감소되고, 어음인지력 향상에도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소개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이 광범위하

게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서 모바

일이 청각장애 아동의 교육과 재활 분야에서 학습 도구로 사용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인 

앱이 장애인의 교육과 재활의 다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측하고 있다(Jang & Song, 2015; Lee et al., 2015; Lim & 

Park, 201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중

재가 인공와우 아동의 청각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연

구에 참여한 아동 부모의 앱을 이용한 중재에 대한 교육 효과

와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공와우 아동의 회기별 청각기억 점수를 살펴

본 결과, 대상 아동 모두 마지막 회기에서 청각기억 점수가 첫 

번째 회기에 비해서 향상되었으며, 청각기억 점수의 향상 정도

에는 개인 간에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개인 간 차이는 부모의 

모바일 러닝에 대한 관심과 가정에서의 중재 참여의 적극성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부모가 모바일 러닝에 대

한 관심이 높고 가정에서 중재를 충실하게 진행한 경우에 아동

의 청각기억 향상 폭이 크게 나타났다. 청각기억 점수의 향상 

정도가 작았던 아동 A의 경우, 연령이 어리고 언어능력이 낮아

서 앱 활동 내 단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으며, 부모가 

모바일 러닝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가정에서 앱 중재를 적극적

으로 하지 않았다. 반면에, 아동 B와 C의 청각기억 점수는 중

재 초반에 크게 향상되어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아동 B와 C

의 부모는 오리엔테이션 당시부터 모바일 러닝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중재 기간 동안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앱을 이용하

여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청각기억 앱 활동을 했다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능재활 기관에서 진행하는 전문가에 

의한 중재 외에도 가정에서 부모가 앱과 같은 청능재활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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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re-post comparisons of auditory memory accuracy from the aural habilitation using smartphone application. A: Accuracy of cate-
gorical items in each child with cochlear implants. B: Accuracy of non-categorical items in each child with cochlear implants. C: Accuracy of 
categorical and non-categorical items in three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from mothers’ perception of educational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about aural habilitation using 
the smartphone applications (five-point scale with a maximum score of 5)

Child A’s mother Child B’s mother Child C’s mother Mean (SD)
Educational effectiveness 2.8 3.7 4.5 3.7 (0.85)
Educational satisfaction 2.3 3.5 4.2 3.3 (0.98)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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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Mothers’ perception of Effec-
tiveness and satisfaction about the aural 
rehabilitation using the smartphone ap-
plications. A: Ratings of educational effec-
tiveness and satisfaction for each child’s 
mothers. B: Mean ratings of educational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for three 
mothers. Five-point scale with a maxi-
mum score o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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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함으로써 청능재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에 의한 가정 중재의 긍정적인 효과는 선행 연구(Cheon & 

Yim, 2016; Lee, 2008a; Lee & Seok, 2006)에서 강조한 바 있

다. Lee & Seok(2006)과 Lee(2008a)는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통해서 가정에서 부모와 인공와우 아동과의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하였으며, Cheon & Yim(2016)은 앱을 이용한 

부모교육으로 부모와 자폐범주성 장애 아동과의 발화 횟수와 

반응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전문가의 직접

적인 중재와 함께 부모가 인공와우 아동에게 제공하는 중재를 

통해서 청능재활 효과는 더 높아질 수 있으며, 가정에서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청능재활 도구의 개발을 통해서 부모가 

아동의 청능재활에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앱을 이용한 중재 전과 후의 청각기억 점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중재 후의 청각기억 점수가 중재 전에 비해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각장애 및 다른 장애 아동에게 

적용한 관련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Kronenberger et al. 

(2011)은 인공와우 아동의 청각기억폭과 처리 속도가 정상청력 

아동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인공와우 

아동(n = 9)을 대상으로 가정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업기억

(working memory) 중재를 5주간 실시한 결과, 인공와우 아동

의 구어와 비구어적인 청각기억이 향상되었으며 부모도 중재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지각하였다고 보고하였다. Kim & Yim 

(2015)은 어휘발달장애 아동(n = 6)을 대상으로 작업기억 중재

를 5주간 실시한 결과, 단어회상 능력이 중재 전에 비해서 유의

하게 향상되었다. 인공와우 아동의 청각기억폭이 수용언어 능

력과 상관이 높다고 보고한 Dawson et al.(2002)의 연구를 토

대로 볼 때, 인공와우 아동에게 청각기억 중재를 실시하여 효

과가 있었다는 본 연구 결과는 임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

다. 즉, 청각장애 아동의 말-언어 발달에 중요한 청각기억이 집

중적인 중재로 향상될 수 있었으므로, 청능재활에서 청각기억

을 목표로 중재를 진행하고 말-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청능재활 전문가는 

청각기억 향상을 위해서 사용한 기존의 청능재활 콘텐츠 외에

도 다양한 청능재활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청각장애 아동이 중

재 활동에 참여하고 몰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전-사후 청각기억 검사의 점수를 목록별로 살펴보면, 범주

와 비범주 목록의 청각기억 점수는 중재 후에 모두 향상되었으

나 범주 목록의 청각기억 점수 변화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정상청력 성인과 아동의 단어회상과 관련된 선행 

연구(Monnier & Bonthoux, 2011; Poirier & Saint-Aubin, 

1995)에서 연령대에 상관없이 의미 범주의 단어를 비범주 단어

에 비해서 더 잘 회상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Jang(2012)이 

말-언어 발달이 정상 범주에 있는 인공와우 아동(n = 22)을 대

상으로 의미적 단어 기억 과제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비범주 목

록에 비해서 범주 목록의 단어에 대한 자유 회상을 더 많이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와우 아동도 정상청력 

아동과 동일하게 장기기억(long-term memory)의 단어-의미 

간의 지식을 활용하여 단기적인 청각기억을 유지하려는 경향

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장기기억에서 가지고 있는 단어 

지식이 청각적으로 제시된 단어의 단기기억이 지워지지 않도록 

단어-의미 표상(representation)과 상호작용을 하여 계속 활성

화하도록 돕는 것이다(Monnier & Bonthoux, 2011). 본 연구에

서 인공와우 아동의 청각기억의 중재 효과를 범주와 비범주 목

록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인공와우 아동의 청각기억 능

력이 발달되어 가는 과정에서 장기기억의 단어 의미의 유사성

과 단어-의미 간 지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 현장에서 청능재활 전문가가 청각기억 

중재에 필요한 단어를 준비할 때, 제시하는 단어 간의 유사성

과 범주를 고려하여 난이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앱을 이용한 청각기억 중재의 긍정적인 효과는 

모바일 러닝이 청각장애 아동의 청능재활에서도 확장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청각장애 성인의 청능재활에 모바일 러닝을 활

용한 연구 사례가 발표된 바가 있으며, 그 연구 결과에서도 스

마트폰을 매개로 진행한 중재가 청각장애인의 어음인지와 독

화(lip-reading)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Yu et al.(2014)이 어음

인지 향상을 위한 콘텐츠를 스마트폰 청능훈련 앱으로 개발하

여 청각장애 성인(n = 1)에게 4주 동안 중재를 실시한 결과, 자

음과 문장에서 유의미한 어음인지도 향상을 보였다. Lim & 

Sim(2016)의 선천성 농 성인(n = 5)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독화 지도를 3개월 동안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문장 독해 능력

이 중재 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Yu et al.(2014)과 

Lim & Sim(2016)은 모바일을 이용한 중재가 청각장애인이 시

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환경을 스스로 조성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모바일과 앱은 청각장애인이 청능재

활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효과

적인 청능재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현재까지 청각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앱을 이용한 중재가 진행되어 보고된 연

구사례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모바일 앱을 이용한 중재가 의

사소통에 어려움을 지닌 장애 아동에게 적용되어 긍정적인 효

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는 있다(Cho & Kim, 2013; Choi & 

Kim, 2015). Choi & Kim(2015)은 지적장애 아동(n = 3)에게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을 실시하여, 대상 아동이 앱에 대

한 흥미와 의사소통 자신감이 향상된 것뿐만 아니라 어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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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type-token ratio)와 내용어(content words) 사용 빈도가 향

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Cho & Kim(2013)이 지적장애 학생(n 

= 9)에게 9주 동안 동화 어플리케이션 중재를 실시한 결과, 읽

기 유창성, 독해, 읽기 태도가 향상되었다. 이렇듯 모바일 러닝

이 장애에 상관없이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시

공간의 한계성을 극복한 것 외에 교수 활동의 제약이 적으며 

유희성 증진에 도움을 주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모바일 러

닝은 일반적인 교수 학습 활동에 비해 친근하고 다양한 경험 

활동의 구성이 자유로우며 캐릭터와 애니메이션과 같은 유희성

을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Hagr et al., 2016; Kim et 

al., 2015). 본 연구에서도 모바일 러닝의 장점이 인공와우 아동

에게 앱을 이용하여 청각기억 중재를 하는 데 적용되어, 대상 

아동이 청각기억 앱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몰입하는 데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쳐서 중재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앱 중재에 대한 부모 설문에서는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가 교육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Lee & 

Kwon(2014)은 교육용으로 개발된 앱과 소프트웨어는 대상 아

동의 학습 동기를 자극시켜 학습 능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긍정

적인 교육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아동의 흥미를 끄는 캐

릭터와 애니메이션이 앱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아동이 앱의 교

육 활동에 집중하고 몰입될 수 있으므로, 부모 입장에서는 앱

을 이용한 중재가 아동의 학습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을 것

이다. 부모 설문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모바일 

러닝에 대한 인식과 경험, 가정 지도에 대한 부담이 본 연구에

서 실시한 앱 중재에 대한 교육 효과와 만족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 A의 부모는 앱을 이용한 중재에 대한 

교육 효과와 만족에서 낮은 평가를 하였으며, 아동 B와 C의 부

모는 두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하였다. 아동 A의 부모는 모바

일 러닝의 효과 외에 스마트폰 자체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었으며, 중재 동안 가정에

서도 아동과 상호작용하면서 학습 활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고 언급하였다. 반면에, 아동 B와 C의 부모는 모바일 러닝

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중재 동안 가정에서도 아동과 상호작용

하면서 적극적으로 앱을 사용하였으며, 아동 C의 부모는 본 연

구에 참여하기 전에 교육용 앱을 이용하여 아동의 학습을 촉

진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부모의 스마트미디어의 활

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관심, 경험이 앱을 이용한 중재의 교

육 효과와 만족도을 높일 수 있으므로, 모바일 러닝에서 부모

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한다. 향후 스마트 기기의 활용이 다

양한 측면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모바일 러닝이 장애 아동의 교

육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앱을 이용한 중재가 청각장애 아

동의 듣기, 말-언어,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

록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올바른 스마트폰의 사용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프로

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공와우 아동에게 앱을 이용한 청각기억 중재의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청능재활 분야에서의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러닝의 가능성에 대해 모색할 수 있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러닝의 경우 부모의 역할에 따라 

중재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

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서는 동일한 성별인 인공와우 아동 3명을 대상으로 중재를 실

시하여 실험 집단의 대상자 수가 적었다.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를 희망한 부모의 동의를 얻어 중재를 실시하여, 대상 아동의 

연령, 인공와우이식 연령, 인공와우 착용기간, 언어 능력, 인지 

능력 등의 변수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특히, 작업기억, 지능 등

과 같은 인지 능력을 측정하지 못하여, 중재 효과에서 나타난 

개인 간 차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

구는 사전-사후 평가 기간을 제외하고 5주 동안 연구자에 의

한 직접 중재와 부모의 가정 중재로 진행되었다. 대상 아동의 

교육과 치료 스케줄로 인해서 주 1회의 시간만 허용되어서 직

접 중재의 기간을 길게 진행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셋

째, 대상 아동의 낮은 언어 능력을 고려하여 중재와 사전-사후 

평가의 단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예: 참외, 바나나)

가 중복되어 사용된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는 한 집단에서 중재를 실시하고 중재 동안과 사전-사후 평가

에서의 청각기억 점수 차이를 비교하여 중재 효과를 살펴보았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특정 연령

대로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중재와 평가에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하며, 앱 중재를 실시한 실험 집단 외에 

다른 방법으로 청각기억 중재를 실시한 통제 집단을 설정하여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높임으로써 중재 효과를 확실히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후속 연구에서는 제시되는 단어의 의미 

유사성과 범주에 따른 청각장애 아동의 청각기억 특성에 대해 

진행하여, 청각장애 아동의 청각기억 특성을 반영한 청각기억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도 있겠다. 

중심 단어0:0�청능재활·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청각기억·

인공와우이식·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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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CES 

Appendix 1. Pre- and Post-Intervention Test for Auditory Memory

아동 이름: 생활연령(생년월일): 검사 날짜:

<범주 목록>

범주 목록 단         어 아동 반응 순차적 회상

과일 참외, 귤, 포도, 복숭아, 바나나 _________ / 5

의류 수영복, 목도리, 모자, 티, 잠바 _________ / 5

음식 초콜릿, 빵, 라면, 자장면, 김치 _________ / 5

탈것 버스, 기차, 자동차, 배, 비행기 _________ / 5

동물 원숭이, 새, 돼지, 고래, 고양이 _________ / 5

점수  

<비범주 목록>

단어 아동 반응 순차적 회상

지우개, 주스, 목걸이, 공, 오리 _________ / 5

비누, 연필, 젓가락, 자전거, 물 _________ / 5

토마토, 운동화, 배, 수박, 치마 _________ / 5

딸기, 밥, 색연필, 토끼, 반바지 _________ / 5

다람쥐, 파, 오렌지, 장갑, 공책 _________ / 5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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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Parent Questionnaire on the Intervention Using Applications

 교육 효과에 관한 설문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번호 설문 문항 응             답

1 앱 활동의 교육목표(‘청각기억’)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앱의 학습목표(‘청각기억‘)가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앱 활동의 교육 수준 난이도가 자녀에게 적절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앱 활동이 난이도별로 잘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앱 활동에서 나오는 어휘가 자녀에게 친숙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앱에서 의미있는 음성과 그림이 함께 제시됨과 동시에, 

피드백*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7 앱에서 자녀의 수행에 따라 적절하게 피드백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8 청각기억 목표 성취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9 자녀의 흥미 유발을 위해 게임요소(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0 앱 활동이 자녀의 경험과 연결되어 친숙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1 자녀의 활동이력을 살펴보면서 앱을 통해 자녀의 

청각기억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피드백’이란 자녀의 수행에 따라 정/오반응을 제공하는 것으로, 활동 안에서 아동의 수행이 정반응일 때는 웃고, 오반응일 때는 울

상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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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만족도에 관한 설문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번호 설문 문항 응             답

1 앱의 학습 내용 전달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앱이 자녀의 학습동기를 높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앱이 자녀의 학습시간을 늘려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앱이 자녀의 학습능력을 높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자녀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주의집중능력이 향상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자녀가 앱을 사용하면서 목표 도달에 대한 학습의 

만족감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7 아동이 본 앱을 자주 시도하려고 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8 본 앱을 다른 부모에게 추천 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9 본 앱이 유료가 된다면 구입할 생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0 앞으로도 본 앱과 같은 교육용 앱이 개발이 된다면 구매할 

생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1 스마트 티비, 컴퓨터와 같은 인터넷 학습과 비교할 때 이 앱

이 교육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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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 문                항
충실도

(예/아니오)

중재 계획 1 연구자는 중재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였는가?

2 연구자는 중재를 계획된 내용에 따라 실시하였는가?

중재 실행 3 연구자는 아동에게 앱 활용 방법을 충분히 알려주어 이해를 도왔는가?

4
연구자는 부모에게 중재 목표를 충분히 설명하고, 중재에 사용되는 앱에 대한 이해를 

도왔는가?

5 연구자는 아동에게 듣고 수행하기 전략을 충분히 알려주고 이해를 도왔는가? 

6 연구자는 아동이 앱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해를 도왔는가? 

7 연구자가 아동 혹은 부모에게 직접 시연하여 이해를 도왔는가?

8 앱 활동에서 아동의 반응을 촉진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는가? 

중재 평가 9 회기마다 아동의 앱의 활용시간과 수행력을 확인하였는가?

10 중재 후, 부모상담을 통해 아동의 수행력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