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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공와우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

: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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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zing of research trends on cochlear implant in Korea :

mainly focused on researches since 2000

Soo Jin Cho, Bo Myung Hwang, Jae Yeon Yoo
Departmen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 Audiology, Daebul University, Yeongam, Korea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suggest the trends and directions of future research in the field of cochlear implants (CIs) by 
synthesizing the related articles in the field. A total of 168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00 and 2011 was examined in light of time 
and a type of journals which have been previously published, main topics of research, research subjects and research methodolog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research on CI were published in a total of 23 journals. Especially, they were 
concentrated in Korean Journal of Otorhin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Audiology an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peech Sciences. Second, main topics of the research were auditory performance, 
articulation and phonology and language development. Third, research subjects in most studies were children. Fourth, investigational 
studies were much more than the experimental studies.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on CI were discuss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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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1)

인공와우 이식술은 와우를 대신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전자장치를 귀에 이식한 뒤 청신경에 전기적인 자극을 직

접 전달함으로써 소리를 듣게 하는 것으로 1990년대 미국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받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시술되어 왔다(임은정 외, 2009). 개개인의 

장애 특성이나 손상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인공와우를 착용하게 될 경우 전혀 소리를 듣지 못하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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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도 소리를 듣게 됨으로써 말을 통한 의사소통의 가능성

은 매우 높아진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아동들이라 하더라도 인공와우 이식 후 1년째에는 

말 인지가 매우 향상되며, 후천적 농 아동들도 6개월째에

는 말인지, 청각수용과 표현어휘 연령이 꾸준히 향상된다

(이선정 & 강수균, 2003).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도에 인공와우 이식에 대한 의

료보험이 적용되면서 시술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심한 내이 기형이나 중복장애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반

한 환자나 노인에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공와

우이식이 시행되고 있다(김리석 &박동은, 2007). 하지만 

인공와우 이식 대상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 반하여 여러 가

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첫째, 아직까지 인공와우 착

용자들을 위한 재활치료 프로토콜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

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치료를 담당하는 언어치료사나 청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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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같은 전문 치료사의 수도 인공와우 시술 대상자에 비

하여 부족한 상황이다. 둘째,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

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와우 수술과 청각평가 

및 인공와우 평가는 전문병원에서, 언어치료는 대부분 시술 

대상자의 지역 언어치료실에서, 그리고 교육은 청각장애 특

수학교나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각각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인격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시술 후 재

활치료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특히 인공와우 이식 

아동은 일반학교에 통합되어 교육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인공와우 이식의 양적 증가와 함께 인공와우 시술

을 받은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언어 및 청능 재활에 관한 연

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 언어재활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들은 대부분 또래 건청 아동과의 말 언어 특성을 비교

하거나(Schorr et al., 2008) 인공와우를 사용한 기간이나 

수술시기와 음운인식, 읽기, 언어 간의 관계를 살펴보거나

(Geers et al., 2009; James et al., 2008), 음운인식능력

(박상희 외, 2002), 음운인식능력과 단어 확인 능력의 상

관(김유경 외, 2006)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청

각장애인의 자음이나 모음 산출 특성(장선아 외, 2007; 김

유경 외, 2005), 운율 특성(박상희, 2006), 운율치료의 효

과(이은경 & 석동일, 2005) 등의 연구들도 실시되었다. 그

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청각장애 아동들의 개별적인 능력을 

또래 건청 아동들과 비교하거나 소수의 청각장애 아동들의 

특성을 살펴본 연구로, 지속적인 차이 및 효과 검증이 어렵

고 정확한 청력 평가와 청능훈련을 통한 연구 대상자들의 

변화에 대하여 거의 살펴보지 못한 단편적인 연구들이다. 

청능재활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들은 대표적으로 인공와우 

적합(mapping)과 관련된 것으로 각 전극마다 환자가 들을 

수 있는 행동반응 최소가청역치(T level)와 최적가청역치(C 

level)간의 관련성이나 신경반응 원격 측정법의 유용성을 살

펴보거나(오수희 외, 2006; Pedley et al., 2007), 인공와

우 이식 전후의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임상적인 유용성에 대

한 논문들이었고(김리석 외, 2000; 김재룡 & 신봉식, 

2010), 이 외에 인공와우 이식수술 후 사후관리와 문제점을 

다룬 연구도 있었다(문형아, 2007). 청각수행력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이 인공와우 착용 전·후의 청각적 인지능력

과 말소리 지각력의 향상 정도를 확인하여 인공와우이식의 

유용성을 검증하거나(허민정 외, 2008; 허명진, 2010; 

Colletti et al., 2011), 최근에는 인공와우이식을 하지 않은 

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거나(bimodal hearing), 양쪽 귀에 

모두 인공와우를 이식하여(bilateral hearing) 양이착용의 

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정학, 2005; 임은정 외, 2009; Yoon et al., 2011).  

이와 같이 인공와우 이식 대상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인공와우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의 내용분석연구를 통하여 전반적인 연구 경향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내용분석연구는 주로 문헌조사를 이용하

여 진행하게 되는데, 연구결과를 통해 관련 분야의 연구동

향을 파악함으로써 그 동안 축적된 지식을 확인하고 정보

를 관리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한경

근 & 장수진, 2005), 일정 기간 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바

탕으로 즉각적인 지식 기반에의 접근은 물론 현재까지의 

정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 전략적인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매우 효과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Cooper & Hedges, 1994). 

국내에서 발표된 인공와우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본 논

문으로는 인공와우 이식 후 아동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문

헌고찰(박미혜, 2002), 인공와우 아동의 음운발달과 재활

프로그램에 관한 문헌고찰(이상희, 2005) 및 청각장애아

동의 언어와 관련된 국내외 실험연구의 내용분석(황도순 

& 오혜정, 2007) 등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연구대상이

나 연구주제 측면에서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다. 이에 반해 

최근에 발표된 인공와우 연구동향 분석 논문(박은영 & 정

은희, 2011)은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 발표된 인공와우 

관련 논문을 특수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것으로 전반

적인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분

석대상 논문에 의학적인 연구와 인공와우 기기와 관련된 

연구가 제외되어 있어 다소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와우 이식 사례가 급증하고 있

는 현 시점에서 인공와우와 관련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인공와우 관련 국내 연

구 논문을 분석하여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

고, 인공와우 착용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재

활과 교육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방향에 대한 시사점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

에서 밝히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와우 관련 연구의 발행 학술지와 연도는 어떠한가?

2. 인공와우 관련 연구의 연구주제는 어떠한가?

3. 인공와우 관련 연구의 연구대상은 어떠한가?

4. 인공와우 관련 연구의 연구방법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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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세부내용

청능재활
청각수행력 청능발달, 어음변별력, 청각적 인지능력(환경음, 말소리) 등

인공와우 적합 인공와우 적합(mapping) 및 평가, 사후관리 및 문제점 등

언어재활

조음․음운 음운변동, 자․모음분석, 음운인식, 음운발달, 조음정확도 등

언어발달 수용 및 표현 언어능력, 문장이해력, 문법발달, 어휘발달, 의사소통 의도 등

음성 발성, 음질, 공명(비성) 등
의학 인공와우 수술, 의학적 검사 및 합병증 등

인공와우 기기 인공와우 기기별 특성, 전극상태평가, 어음처리 알고리즘 개선 등 

학업성취 학습능력, 학교 수행력 등

만족도․인식 환자, 부모 및 교사의 만족도와 인식, 부모의 양육태도, 삶의 질 등

정서․사회성 정서, 사회성, 장애정체성 등 

교육학 특수교육, 장애교육의 과제와 전망 등

기타 인공와우 관련 이론, 문헌연구, 실태조사 등

Table 1.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주제 및 세부내용

MATERIALS AND METHODS

분석대상 논문 

본 연구는 국내 인공와우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

한 것으로 본격적인 인공와우 이식이 시작된 최근 200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1일까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논문들은 국내 주요 

논문검색 사이트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

정보서비스(RISS), 국회전자도서관, 누리미디어(DBPIA), 

한국학술정보(KISS) 등 4개의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인공와우(이식)", "인공내이", "인공달팽이관" 및 "와우이

식"라는 중심어로 검색하여 논문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기준인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와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외에 다양한 

분야의 인공와우 관련 연구동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

하여 일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

다. 검색결과 총 537편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그 중 2000

년 이후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중복되거나, 관련성 없

는 논문을 제외한 총 168편을 분석하였다.

분석기준 및 분석내용

본 연구는 연구동향 분석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백

수진 & 한경근, 2007; 박은영 & 정은희, 2011; 정승원, 

2011)을 참고로 크게 연구주제,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에 

따른 양적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주제는 인공와우 연구동향 분석과 관련된 논문(박

은영 & 정은희, 2011)을 참고로 하여 청능재활, 언어재

활, 학업성취, 만족도․인식, 정서․사회성, 교육학 및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Table 1). 그 중 청능재활은 허명진

(2010)의 연구와 Tye-Murray(2008)가 분류한 청능재활 

서비스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참고로 하여 크게 청

각수행력과 인공와우 적합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이 때 

청각수행력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대상자가 청각적 자극을 

듣고 인지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단서가 제시된 

환경과 제시되지 않는 환경, 일상대화, 전화환경 등 다양한 

환경 속에서 검사음, 환경음 및 말소리를 지각 및 인지하

는 능력을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허명진, 2010). 그리

고 인공와우와 관련된 전 학문분야의 포괄적인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포함시킨 의학적 연구과 인공와우 기기에 

대한 공학적 연구는 독립적인 연구 분야를 고려하여 따로 

세분화해서 분류하였다. 언어재활은 조음․음운, 언어발달, 

음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그 외 연구주제와 세부내용은 

<Table 1>에 자세히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생애주기별로 분류하여 유소아(만 3세 이

하), 학령전기 아동(만 4-7세), 학령기 아동(만 8-18세), 

성인(만 19-64세) 및 노인(만 65세 이상) 등으로 세분화

하였다. 특히 최근 인공와우 이식 대상자의 연령분포가 다

양해짐에 따라 노인그룹도 분류하여 연구대상에 포함시켰

으며, 연구대상이 중복될 경우(예, 유소아+아동)는 기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인공와우 착용자가 아닌 부모와 교사나 인공와우 기기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

다. 내용분석연구는 문헌연구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을 체

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한 것으로 최근의 연구 동향을 파

악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고 할 수 있다. 조사연구는 주어진 그대로의 자연적인 상

태에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것으로 횡단연구, 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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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발행기관 논문 수(%)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의사협회 등재후보지 3(1.8)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등재지 29(15.5)
말소리와 음성과학 한국음성학회 등재지 15(8.9)
방사선기술과학 대한방사선과학회 등재후보지 1(0.6)
언어청각장애연구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등재지 11(6.5)
언어치료연구 한국언어치료학회 등재지 29(15.5)
의공학회지 대한의용생체공학회 등재지 5(3.0)
재활복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재지 2(1.2)
청능재활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등재후보지 23(13.7)
특수교육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등재후보지 1(0.6)
특수교육아동연구 한국특수아동학회 등재지 11(6.5)
특수교육연구 국립특수교육원 등재지 1(0.6)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등재지 3(1.8)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등재지 10(6.0)
특수교육학연구 한국특수교육학회 등재지 3(1.8)
한국어학 한국어학회 등재지 1(0.6)

기타* 7종류 학회지 20(11.9)
총계 168(100)

기타* : 가야대학교 논문집, 과학과 기술, 건양농촌, 나사렛논총, 난청과 언어장애, 진리논단,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Table 2. 분석대상 논문 학술지 현황 

연구, 설문지(우편, 전화, 면접)연구, 상관연구 및 사례연

구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실험연구는 변인

들 간의 함수 관계를 발견할 목적으로 엄격히 통제된 상황

에서 독립변인들을 인위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

작 또는 변화시켜서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관찰, 측정 및 분석하여 주어진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

보는 연구로 단일대상연구, 대조연구, 비교연구 등이 포함

된다.  

본 논문은 최종 선정된 168편을 대상으로 발행 학술지, 

연도, 연구주제,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에 대하여 해당 논문

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연구자들 간 

분석 기준 및 내용 일치도에 대한 확인을 거쳐 분석하였다. 

RESULTS

1. 발행 학술지 및 연도 분석

분석대상 논문들의 발행 학술지와 발행기관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분석대상 학술지는 총 23종이였으며 분석논

문이 가장 많이 포함된 학술지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와 "언어치료연구"로 전체 168편 중 각각 29편(15.5%)

이었다. 그 다음이 "청능재활"(13.7%)과 "말소리와 음성

과학"(8.9%),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6.0%) 순이

었으며, "말소리와 음성과학"의 경우 "말소리"와 "음성과학"

이라는 각각의 학술지가 2009년부터 통합되어 출판되었

으므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각각 "말소리"와 "음성과

학" 학술지에 발표되었던 논문들까지도 모두 "말소리와 음

성과학"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Table 2). 

분석 논문들을 발행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2000년 이

후부터 발표된 논문수가 점차 증가하다가 2007년에 31편

(18.5%)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2008년 이후

로 감소와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Figure 1. 발행연도별 분석대상 논문 수

2. 연구주제 분석

연구주제를 청능재활(청각수행력, 인공와우 적합), 언어

재활(조음·음운, 언어발달, 음성), 의학, 인공와우기기, 학

업성취, 만족도·인식, 정서·사회성, 교육학 및 기타 등의 



210 AUDIOLOGY •청능재활 2011;7:206-218

Figure 2. 연구주제별 분석대상 논문 수

Figure 3. 연구대상별 분석대상 논문 수

총 9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청능재활과 언어

재활 영역에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Fig. 2). 특히 청능

재활 중 청각수행력(42편, 25%)을 다룬 논문이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이 언어재활 중 조음·음운(24편, 14.3%)과 

언어발달(23편, 13.7%) 영역 순이었다. 그 외 <Fig. 2>에

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의학(21편, 12.5%)과 인공와우 

관련 이론이나 문헌·조사 연구를 모두 포함하는 기타(20

편, 11.9%) 영역을 다룬 논문들도 많았다. 하지만, 음성, 

학업성취, 정서·사회성, 교육학 등의 영역을 다룬 논문은 

총 7편(4.2%)에 불과하였다.  

3. 연구대상 분석

연구대상별 분석은 전체 168편의 논문 중 내용분석연

구를 시행한 16편을 제외한 152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

석결과, 유소아, 학령전기 및 학령기 아동이 각각 14편

(9.2%), 31편(20.4%), 25편(16.4%)으로 전체 논문의 약 

46%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성인과 노인은 각각 17편

(11.2%)과 2편(1.3%)이었다. 연구대상자가 중복된 기타

의 경우가 48편(31.6%)이었는데, 이 중 1편의 논문은 연

구대상자가 인공와우 이식아동과 부모였다. 그 외 인공와우

기기를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은 6편(3.9%)이었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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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분석

분석논문의 연구방법별 분석결과는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연구가 96편(57%)으로 가장 많았고, 실험

연구와 내용분석연구가 각각 47편(28%)과 25편(15%) 

이었다.

Figure 4. 연구방법별 분석대상 논문 수

DISCUSSIONS AND CONCLUS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의 인공와우 관련 연구들을 분석

함으로써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2000년 이후

의 인공와우 관련 연구 현황을 발표된 학술지와 연도, 연

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인공와우 관련 연구들이 발표된 학술지는 총 23

종으로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언어치료연구", "청능재

활", "말소리와 음성과학"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에서는 대부

분 인공와우이식 수술의 사례나 성공적인 인공와우이식 수

술 방법 및 인공와우이식 수술 후의 합병증 등에 관한 내

용이 주를 이루었다. "언어치료연구"와 "말소리와 음성과

학" 등에서는 언어재활과 관련된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

였고 "청능재활"에서는 청각수행력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각 학회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논문의 

주제가 정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의학 관련 

학술지일지라도 청능 및 언어재활에 관한 연구들을 다양하

게 살펴봄으로써 인공와우이식 수술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공적인 인공와우이식 수

술 후 어음변별력을 높이는 등 청각수행력이 향상될수록 

조음 명료도 및 언어발달에 이득이 있으므로 청능재활과 

언어재활 또한 분리하여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학술지에 따라 연구주제가 편향되지 않고 관련 연

구 분야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공와우 관련 연구들이 발표되는 연도에 따라 살펴본 

결과 200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7년을 정점으로 

한 뒤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인공와우 수술 비용이 초

기에는 매우 고가였으나 2005년 1월 15일부터 인공와우 

장치에 대한 건강보험의 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인공와우

를 이식한 청각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서의규

(2011)에 의하면 2005년 부터 2010년까지 총 3,351명이 

인공와우수술을 받았다. 또한 2009년 10월부터 15세 이

하 아동의 경우 양이 인공와우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

용이 확대되어 향후 학령기 아동의 양이 이식이 더욱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분석결과 인공와우 착용자

의 양적인 증가에 비하여 관련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인

공와우 착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능재활, 언어재활, 수술 

방법 및 합병증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실시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인공와우 관련 연구들을 연구주제에 따라 살펴본 

결과, 언어재활과 청능재활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들이 

50%가 넘었고 그 다음이 의학적인 측면에서 인공와우 수

술과 합병증 사례를 소개하면서 인공와우 이식 수의 유용

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약 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언어재활에 관한 논문들은 조음․음
운과 언어발달 영역이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중 조음․음운 영역에서는 인공와우 착용자들의 말명료

도를 자음정확도와 음운변동, 음운발달, 자음과 모음의 포

먼트 분석 등으로 살펴본 논문들과 언어의 소리 구조를 이

해하고 조작하는 광범위한 능력인 음운인식에 대하여 살펴

본 논문들이 대다수였다. 인공와우의 이식 시기, 인공와우 

착용기간 등에 따른 조음․음운 능력의 변화, 건청아 혹은 

보청기 착용아와 인공와우 착용아의 조음․음운 능력을 비

교하는 연구들도 실시되었다. 언어발달 영역에서는 인공와

우 이식 아동의 이야기능력, 읽기능력, 메타구문능력, 어휘

능력, 의사소통 능력, 초분절적인 요소들의 발달 등 다양한 

언어학적 영역에 걸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대부분 건청아

나 보청기 착용아와 비교한 연구들이 많았다. 음성 영역에

서는 단 한편의 논문이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박은

영 & 정은희(2011)의 연구에서는 음성에 관한 연구가 많

다고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것은 본 연구의 경우 발성, 

음질 및 공명 등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만 연구주제를 음성

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즉, 선행 문헌연구들에서는 모

음이나 자음의 포먼트 구조를 분석한 논문이나 언어의 초

분절적인 자질들을 살펴본 논문에 대하여 연구주제를 음성

으로 분류하였으나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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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자음의 포먼트 구조 분석을 통하여 발음 시 혀의 위

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인공와우 착용

자의 조음 및 음운능력을 개선할 수 있지만, 운율이나 억

양과 같은 요소들을 발성이나 공명 수준에서 살펴보는 음

성 영역으로 보기보다는 아동 언어의 초분절적 측면의 발

달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소통에 

있어 음성 영역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는데, 말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

하여 조음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말 속도, 적절한 

음성의 높낮이, 음질, 공명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청각장

애인은 음성 및 공명문제로 단조로운 억양, 목쉰 소리, 억

압적인 음성, 과도한 비음 등이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말 명료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Ling(1976)은 

보청기를 통해 아주 심한 청각장애인(deaf)을 제외한 난

청인(hard of hearing)에게 적절한 음성치료를 통해 음성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최은아 외

(2009)도 고모음에서 비성도가 높았던 인공와우 이식아

에게 음성치료를 실시하여 과대비성이 효과적으로 감소됨

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인공와우 이식으로 인하여 청각적 

피드백이 향상되더라도 과대비성과 같은 공명문제를 보이

는 인공와우 착용자를 대상으로 한 음성치료의 연구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연구주제가 청능재활인 논문은 총 49편으로 이 중 대부

분이 청각수행력(청능발달, 어음변별력, 청각적 인지능력)

에 관한 연구들이었다. 특히 인공와우 이식 전· 후, 인공

와우 착용기간 및 보청기와 인공와우 착용자 간의 청각수

행력 등을 비교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전체 분석 논문 중 청각변별 및 인지능력을 연구한 논

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박은영 & 정은희

(2011)의 연구와 비슷한 경향성을 나타내었지만, 선행 연

구의 경우 청능재활의 연구주제를 청각 변별, 인지능력 및 

재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본 연구에서의 분류기준 및 내

용과 다소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 외에 다양한 청

각적 자극조건에서 보청기 착용자와 인공와우 착용자 간 

혹은 인공와우 착용자의 환경음이나 말소리 인지능력의 특

성을 살펴본 논문들도 있었다(장현숙 외, 2007; 이재희 & 

김지희, 2011).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인공와우 착용자에 

대하여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주제는 향상된 청력을 통

한 청각 변별 및 인지능력의 개선을 확인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다만, 건청인과 인공와우의 말소리 인지 과정은 근

본적인 말소리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특

히 알려진 바대로 인공와우가 내이의 기저부에서 첨부 끝

부분까지 전극이 삽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공와우 착용자

는 건청인에 비하여 제한되거나 왜곡된 소리를 들을 가능

성이 있다(Cooper, 1991). 그리고 비슷한 조건의 인공와

우 착용자라 할지라도 개개인의 인지능력이나 주위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청각수행력을 포함한 다양

한 영역에서 개인차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인공와우 착용자들의 청각 변

별 및 인지능력의 향상에 따른 인공와우의 유용성을 확인

하기 위한 연구 외에 인공와우 착용자들을 위한 표준화된 

청능재활 프로토콜 개발에 대한 연구와 청각민감도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기 위한 청각평가, 청각행동발달평가 및 말

소리 인지능력의 평가 등을 통한 검증에 대한 연구가 병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

구주제가 청능 및 언어재활에 관련된 것으로 인공와우 착

용자의 정서·사회성, 학업성취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

는 3.6%에 불과하여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인공와우 관련 연구들을 연구대상에 따라 살펴본 

결과, 유소아를 포함한 학령전기 및 학령기 아동이 46%를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수치는 박은영 & 정은희(2011)의 

연구에서 분석논문의 연구대상 중 유소아와 아동의 비율이 

70%를 차지한다는 결과와 2005년 이후 인공와우 수술 

대상자의 64%가 10대 이하의 연령층이라는 조사(서의규, 

2011)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자 구분에서 유소아와 학령전기 및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도 다른 연구대상자 그룹과 중복될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선행연구나 조사의 결과와 다르

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연구

결과의 해석이 다소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유소아와 학령

전기 및 학령기 아동이 인공와우 이식 대상자의 많은 부분

을 차지한다는 전체적인 경향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2005년 이후부터 인공와우가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되었고, 

인공와우 기기 및 수술 기법의 발달로 인해서 선천성 난청

의 경우에도 생후 12개월 전후로 인공와우 수술이 가능해

졌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인공와우 이식대상자 범위가 성인과 65세 이상의 노인까

지 확대되었지만, 관련 연구는 전체 분석논문 중 12.5%에 

불과하여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인공와우 관련 연구들을 연구방법에 따라 살펴본 

결과 조사연구가 전체 논문 중 57% 정도로 가장 많았는데 

조사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인공와우 착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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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청각수행력과 말· 언어능력의 향상 정도를 나타

내는 인공와우의 유용성을 연구한 논문들이었고, 그 외 인

공와우 이식 대상자들의 특성이나 인공와우 이식수술과 합

병증 사례를 연구한 논문도 많았다. 실험연구는 청능재활

이나 언어재활 프로그램 중재 전·후의 인공와우 착용자들

의 수행력을 살펴본 논문들이 많았고, 인공와우기기와 관

련하여 어음처리방식의 평가 및 알고리즘 분석을 위한 실

험논문은 많지 않았지만 공학적인 학문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내용분석연구는 인공와우와 관련된 이론 및 재활 

프로그램 소개와 인공와우 관련 연구동향 및 문헌연구를 

포함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조사연구를 통하여 인공와우 

착용자의 청각수행력, 말․언어능력에 대한 특성 및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들이 활발히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와우 착용자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재활 프로

그램을 적용한 실험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

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인공와우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서의 연구경향을 주로 포괄적인 내용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연도별 세부 경

향까지는 연구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

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 학술

지에 발표된 논문만을 분석한 자료로 국내의 석·박사 논

문이나 외국의 관련 논문에 대한 분석이 더 심층적으로 이

루지게 된다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임상이나 교육현장에서

의 통합적인 재활치료 및 교육의 제공을 위한 기본 방향성

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인공와우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의 동향과 

성과를 가늠하기 위한 문헌조사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너무 

많은 정보들로 인한 정보 과부하 문제와 현존하는 기반 지식

에 접근하기 위한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심단어 : 언어재활, 연구동향, 인공와우, 청능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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