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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보청기와 인공와우는 청각장애인들이 손상된 청력을 보상하

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청각보조기기이다. 보청기는 청각

을 통해 들어오는 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장치로 청세포 손상 

시 큰 이득을 얻기 힘들다. 반면 인공와우는 와우 내의 유모세

포 역할을 담당할 전기장치를 이식하여 청신경에 직접 전기 자

극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측 고심도 감음신경형 청각장애인에

게는 매우 중요한 청각보조 장치이다. 인공와우 장치는 1972년 

단채널에서 시작하여 점차 24개의 다채널로 발전되면서 인공와

우 착용자들의 말지각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도 발전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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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에서는 1988년에 성인 대상으로 처음 인공와우이식 수

술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 인공와우이식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인

공와우이식의 양적 증가와 부모들의 기대는 통합교육의 확대를 

가져왔다(Huh, 2017). 2000년도 중후반이 되면서 일반학교로 

진학하는 청각장애 학생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Huh, 

2017), 2017년 인공와우이식 청각장애학생 1521명 중 약 

80%가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National Institute Special 

Education, 2018).

2017년에는 인공와우이식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15세에서 19

세로 확대되었고, 2018년에는 1세 이상 2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청력 기준이 90dB에서 70dB로 완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편측 인공와우이식은 소음조건에서의 말지각이나 소리의 

방향성 변별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Beijen 

et al., 2007). 건강보험 적용 범위의 확대와 기준 완화, 편측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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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와우이식의 한계는 양측 인공와우이식의 증가(Park & Jeong, 

2011)와 이식연령 범위의 확대를 가져왔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생후 12개월 이전 인공와우이식의 효과에 대한 연구(Jeong et 

al., 2018; Nicholas & Geers, 2013)가 증가하면서 인공와우이

식 연령은 점차 더 낮아지고 있다. 

인공와우이식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변화, 정책적 지원과 기

술의 발달로 인해 인공와우이식 관련 연구 분야도 변화하고 있

다. 초기 인공와우이식 관련 연구는 기기 및 청각과 언어에 관

한 것이었으나, 2004년 이후부터는 정서‧사회성, 학업성취, 통

합교육 등 연구주제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Park & 

Jeong, 2011). 최근에는 양측 인공와우이식의 필요성이 부각되

면서 양측 인공와우이식 관련된 연구(Kim et al., 2015)와 중

도 난청과 농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Lee et al., 2018b) 등

도 보고된다. 국내 인공와우이식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본 연구

는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재활 프로그램 관련 문헌고찰(Lee, 

2005), 인공와우이식 아동의 읽기능력과 관련 변인에 대한 문

헌연구(Heo & Ahn, 2010),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운인식

능력 및 음운인식 발달동향 연구(Heo, 2013) 등이 있으나 연

구 시기가 중첩되거나, 연구주제와 대상을 달리하여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하는데 다소 제한적이다. Park과 Jeong(2011), 

Cho 등(2011)는 1990년에서 2010년까지 특수교육 관련 학술

지에 게재된 인공와우이식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고, Cho 등

(2011)은 2000년에서 2010년까지 학술 진흥재단에 등재되지 

않은 국내 학술지를 포함하여 인공와우이식 관련 문헌을 모두 

고찰하였다. 두 연구 모두 인공와우이식 전반에 걸친 연구동향

을 파악하는데 이바지하였으나, 2010년 이후 연구경향은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 2010년 이후 사회적ㆍ정책적 변화에 근거

하여 변화된 인공와우이식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연

구방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동향 분석 연구는 분석대상 논문을 연구대상, 연구

설계, 연구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면밀히 파악하고, 연구 현황을 살

펴보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전통적 문헌분석은 연구

자의 주관성 통제에 한계가 있고, 분석할 학술지가 방대할 경우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최근 교육학, 사회과학, 공학 등에서

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객관적 방법으로 다양한 네트

워크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중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은 사회구조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키워드의 출

현 빈도와 관계를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연구동향을 제시하는 방법

이다(Yoon & Seo, 2016). 연구논문의 주제어는 연구자가 연구목

적과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제시하므로 주제어를 이용한 네

트워크분석은 연구 분야의 핵심 연구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Kim et al., 2017). 그러므로 논문의 주제어를 활용하는 네트워

크분석은 연구 분야의 핵심 연구주제와 학문적 흐름을 거시적 관

점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에서 2018년까지 국내 인공와우이식 관

련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키워드 네트워크분석과 전통적 문헌

분석 방법을 같이 이용하여 인공와우이식 관련 연구동향을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목

적에 따라 국내 인공와우이식 관련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새로운 

연구방법인 키워드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하여 키워드 간 관계를 규

명하고, 전통적 문헌분석 방법을 통해 계량적인 수치를 이용하

여 기술적 정보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인공와우이식 관련 최근 국내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한국교육

정보원(RISS)을 이용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중심으로 국내 학술지 논문을 검색하였다. 분석 기간은 선행연구

(Cho et al., 2011; Park & Jeong, 2011)의 연구기간과 중첩되

지 않도록 2011년에서 2018년으로 설정하였다. 논문명, 초록, 주

제어에서 검색어 ‘인공와우, 와우이식 인공내이, 인공달팽이관, 

cochlear implant’를 탐색하여 해당 논문을 일차적으로 선정하

였다. 선정된 논문 중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의학적 치료 및 평

가, 기기 성능, 수술방법에 대한 연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21개 학술지에 총 123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Table 1). 

Journal Category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Total (%)

ASR SLP  5  3  3  2  2 14 12 41 (33.3)

JSLHD SLP  3  5  2  3  1  3 17 (13.8)

JSCE SE  4  1  2  1  3 11 ( 8.9)

PSS SLP  2  1  1  2  1  1 8 ( 6.5)

CSD SLP  1  1  3  1   2 8 ( 6.5)

KJOHNS Medicine  1  1  5 7 ( 5.7)

JSE: TP SE  1  1  1  1  1 5 ( 4.1)

Etc. Etc.  3  2  3  6  4  6  1  1 26 (21.1)

Total Total 19 14 12 17 13 15 15 18 123 (100)

Note. ASR=Audiology and Speech Research; JSLHD=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JSCE=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PSS=Phonetics and Speech Sciences; CSD=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KJOHNS=Korean Journal of 
Otorhinolaryngology Head and Neck Surgery;  JSE: TP=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SLP=speech–language pathology; 
SE=special education.

Table 1. Analysis of published articles and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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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별 연구논문 발표 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연구를 

수행한 학술지는 41편(33.3%)의 논문을 발표한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이고 다음으로 언어치료연구, 특수아동 교

육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언어치료ㆍ청각 분야 학술지

에서 수행한 논문이 6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특수교육 분

야, 재활복지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발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다양한 분야의 학술지에서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2017년부터는 학술지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두경부외과학, Clinical and 

Experimental Otorhinolaryngology에서만 연구가 수행되었고 

그 중 78% 이상의 연구가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에 

발표되었다.

2. 분석기준 및 내용

인공와우 이식과 관련된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청

각장애 전공 교수 2명이 분석대상 논문 123편을 선정한 후 키

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키워드 네트워

크분석을 위해 주제어 선정 및 분석기준은 선행연구(Park, 

2018; Yoon & Seo, 2016)를 참고하여 3단계로 진행하였다. 1

단계에서 선정된 논문에서 주제어 추출 및 정제하여, 2단계에

서 KrKwic를 활용하여 선정된 주제어의 공출현 빈도를 분석하

고, 1–mode 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Park, 2005).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UciNet6와 NetDra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결중

심성을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였다. 문헌분석을 실시하기 위

해 선행연구(Cho et al., 2011; Choi et al., 2017; Park & 

Jeong, 2011; Yoon & Seo, 2016)를 참고하여, 선정된 논문 

123편을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별 요인에 따른 하위범

주로 분류하였다(Appendix 1). 

Ⅲ. 연구 결과 

1. 네트워크분석 결과   

1) 키워드 공출현 빈도 분석

총 123편에서 237개의 키워드를 추출한 후 2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를 대상으로 공출현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

공와우이식이 117회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아동, 학령기, 말지

각, 지각, 양측, 작업기억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5회 이상 

출현한 23개 키워드 Top15 중 연구대상에 해당되는 키워드는 

인공와우이식, 아동, 학령기, 보청기, 양측, 성인, 유아, 농, 청

각장애였으며 그 중 키워드 인공와우이식, 아동, 학령기의 출현

빈도가 총 159회(6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Top15 

중 연구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는 말지각, 지각, 작업기억, 듣기, 

언어, 운율, 음악, 이해, 읽기, 자음, 중재, 청각수행력, 청능재

활, 청능훈련으로 총 98회 출현되었다.

2) 연결중심성 분석

분석 대상 논문의 키워드가 연결망(network)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해 연결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Top15에 키워드 

인공와우이식, 아동, 학령기, 말지각, 보청기, 지각, 양측, 듣기/

농, 성인/유아, 언어, 작업기억, 운율/음악/이해, 자음/청각수행

력/문장/어음명료도, 청능훈련/무의미음절, 중재/정서 순으로 포

함되었다(Table 3). 연결중심성의 시각화는 빈도에 대한 단순

정보 외에도 가장 영향력 있는 중심 키워드를 제시하므로

(Yoon & Seo, 2016) 연결망을 도식화하였다(Appendix 2). 연

결망에서 연결선의 두께는 키워드들 간의 연결정도 나타내며, 

상징의 크기는 연결중심성의 크기를 나타낸다. 연결강도 수치

가 높을수록 연결선은 두꺼워지고 연결중심성 수치가 높을수록 

상징의 크기는 커진다. 또한 연결망 내의 키워드의 위치와 키

워드 간 연결강도를 파악하여 연구주제를 유추할 수 있다

(Kwon, 2016). 즉 인공와우이식–평가가 연결되고 평가는 듣기

와 연결되고, 듣기는 다시 아동과 연결되어 있다면 연결된 키

워드를 조합하여 ‘인공와우이식 아동 듣기평가’ 관련 연구가 수

행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핵심 키워드 

인공와우이식, 아동, 학령기, 말지각 중심으로 인공와우이식 관

련 연구주제를 살펴보았다.

No Keyword DC No Keyword DC
1 Cochlear implant 3.71 10 Adult, Toddler .31
2 Child  .89 12 Language .25
3 Student  .62 13 Working memory .22
4 Speech perception  .56 14 Prosody, Music, Understanding .21
5 Hearing aid  .51 17 Consonant Sentence, AP, SD .19
6 Perception  .48 21 Auditory performance, NS .18
7 Bilateral  .39 23 Treatment, Emotion .17
8 Listen, Deaf  .32

Note. DC=degree centrality; AP=auditory performance; 
SD=speech discrimination; NS=non–sense syllable.

Table 3. Degree–centrality of keywords 2011-2018

키워드 인공와우이식은 연결망의 모든 키워드와 한 단계만 거치

면 연결되어 있고(path distance 1), 연결망 내에서 다른 키워드

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 학령기, 말지각과 

강한 결속관계를 보이며 연결망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인공와우

No Keyword Freq.
 1 Cochlear implant 117
 2 Child  23
 3 Student  19
 4 Hearing aid  15
 5 Speech perception  14
 6 Perception  12
 7 Bilateral  10
 8 Working memory   8
 9 Listening, Adult, Language, Toddler   7
13 Deaf, Prosody   6
15 Music, Understanding, Reading, Consonant, 

Treatment, Auditory performance, Hearing 
impairment, Auditory rehabilitation, Auditory 
training

  5

Table 2. Frequency of keywords 201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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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을 중심으로 한 총괄네트워크는 아동, 학령기를 주로 연구대상

으로 하였고, 말지각 관련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음을 연결선을 통

해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인공와우이식과 보청기 착용자를 연구대

상으로 하거나 양측 인공와우이식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 아동

은 인공와우이식과 연결되어 듣기–언어처리, 듣기–평가, 음악–지

각, 읽기–이해, 무의미음절–모음/자음/음정/스마트기기 관련 연구

주제가 자주 등장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인공와우이식–아

동–부모를 대상으로 연구가 행해졌으며, 마지막으로 핵심 키워드 

조합인 양측–인공와우이식–아동–지각 연구가 듣기 연구와 더불어 

많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키워드 학령기는 보청기, 건청, 음

악, 중재, 이야기 등의 키워드가 하위네트워크에서 상대적으로 높

은 연결 관계를 나타내었다. 키워드 학령기 역시 같은 맥락으로 

키워드 조합을 이용하여 가능한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학령기의 특

성을 고려한 연구주제로 음악–선호도/따라 말하기, 학업–성취목표

지향성, 이야기–이해, 창의적 인성, 자기수용 등의 연구가 많이 차

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인공와우이식–학령기는 음운기

억, 음운인식, 철자, 삶의 질, 통합교육, 학업성취, 교육환경, 사회

성, 정시심리 등 등 학령기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 말지각은 인공와우이식, 

보청기, 언어, 중재, 착용연령, 유아, 듣기 조건, 양측 등과 연결강

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말지각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보청기 

착용, 유아, 양측 인공와우이식 대상자를 중심으로 착용연령, 듣기

조건, 중재에 따른 운율지각, 청지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 

등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도 키워드 양측과 연결선이 두꺼운 키워드를 조합해 보면, 

순차적–양측–인공와우이식–말지각 및 언어능력 연구가 많이 수행되

었음을 알 수 있다. 키워드 듣기는 인공와우이식–소음상황–듣기–평

가, 인공와우이식–듣기–언어처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결강

도가 낮아 연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문헌분석 결과 

1) 연구주제별 분석결과

인공와우이식 관련 연구주제를 9개의 하위범주로 분류하고 분석

한 결과, 청각수행력(30.5%)이 가장 높은 연구비율을 차지하였

다. 이어 인지ㆍ학습(11.7%), 조음음운/언어능력(11.0%), 정서

ㆍ사회성(10.2%), 만족도(8.6%), 청능프로그램(7.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연구동향 연구(3편), 통합교육 연구(1편), 인

공와우이식 후 균형능력 관련 연구(1편), 실태조사 연구(1편)가 

포함되었다(Table 4).

연도에 따른 연구주제별 경향을 살펴보면 청각수행력과 조음음

운은 2011년부터 매년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매년 연구주제의 상

대적 비율에 따라 그 비중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Figure 1). 

2012년은 인지ㆍ학습 연구, 2014년은 정서ㆍ사회성 연구가 가

장 많이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018년은 

청각재활 및 언어재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방법별 분석결과

인공와우이식 관련 연구 논문 수와 상대적 논문 비율을 이용하여 

연구방법에 따른 결과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비

교연구(43.7%), 조사연구(23.0%), 상관연구(14.3%), 실험연구

(11.1%), 질적연구(5.6%), 문헌연구(2.4%)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연구방법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비교연구는 2011년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

났다. 상관연구와 질적연구는 2014년에 가장 많이 수행되었고, 실험

연구는 발표 논문 수는 적으나 매년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연구방

법이 다양해질수록 연구방법 논문 수도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었다.

Topica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Total (%)

AR
Auditory performance  7  2  2  6  5  6  5  6 39 (30.5)
Program  2 　  2 　  2  1  2  1 10 ( 7.8)

Articulation & phonology  2  2  2  2  1  1  2  2 14 (10.9)

SR Language ability  3  3 　  　  1  3  1  3 14 (10.9)
Voice  　 　  2  1 　 　  3 　 6 ( 4.7)

Cognition & learning  2  4  2  1 　  2  2  2 15 (11.7)
Emotional & social  1  1 　  7  1  1 　  2 13 (10.2)
Satisfaction  1  3  1 　  2  2 　  2 11 ( 8.6)
Etc.  2 　  1 　  1  1  1 6 ( 4.7)
Total (%) 20 (15.6) 15 (11.7) 12 (9.4) 17 (13.3) 13 (10.2) 17 (13.3) 15 (11.7) 19 (14.1) 128 (100)
Note. AR=auditory rehabilitation; SR=speech rehabilitation.
a In the case of two or more categories in the classification of research topics, the number of duplicate papers per category is 
included. This is a value that includes all the number of duplicate papers, which is 5 more than the total number of papers 123.

Table 4. Result of analysis by research topics 2011–2018

Figure 1. Annual ratio of research papers by research topics 201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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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별 분석결과

연구대상에 따른 인공와우이식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인공와우이식 대상자 중 초등학생이 37.1%로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 유아(16.6%), 성인(13.7%), 중학생(11.4%), 고등학생

(10.3%), 노인(2.3%) 순이었다(Table 6). 연도에 따른 연구대

상별 경향을 살펴보면 2013년도는 유아와 초등학생, 중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2014년

은 고등학생과 노인으로 연구대상 범위가 확대되었고, 발표 논

문 수도 가장 많았다. 성인 대상 연구는 2011년부터 꾸준히 이

루어졌으며, 2018년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노인 대상 

연구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

을 나타내었다. 인공와우이식을 하지 않은 건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총 16편이었고, 이 중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8

편(4.6%)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특수교사와 언어치료사, 

건청유아 등이 연구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그 비중이 높지는 않

다. 건청인이 참여한 연구는 주로 인공와우 착용자에 대한 인

식(Huh, 2014; Kim et al., 2013), 검사도구 제작을 위한 예비

실험(Jang et al., 2016) 등이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인공와우이식 관련 연

구동향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문헌분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다. 다음에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키워드 네트워크분석은 저자가 제시한 주제어를 이용하여 

키워드의 출현 빈도와 연결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키

워드 인공와우이식, 아동, 학령기, 말지각, 보청기, 지각, 양측은 

출현빈도 순위와 연결중심성 순위 모두 Top7 이내에 포함되었으

며,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다. 출현빈도 Top15를 살펴

보면 Top7에 이어 듣기/성인/언어/유아, 농/운율, 음악/이해/읽기

/자음/중재/청각수행력/청각장애/청능재활/청능훈련 키워드가 위치

하였다. 출현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와 자주 사용되므로

(Park, 2018), Top15에 포함된 키워드 중심으로 인공와우이식 관

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결중심성 

Top15에 포함된 키워드는 Top7에 이어 듣기/농, 성인/유아, 언

어, 작업기억, 운율/음악/이해, 자음/청각수행력/문장/어음명료도, 

청능훈련/무의미음절, 중재/정서 순이었다. 키워드 출현빈도 순위

와 연결중심성 순위를 비교한 결과, 키워드 농, 문장, 무의미음절, 

어음명료도, 정서는 연결중심성 순위가 출현빈도 순위에 비해 두드

러지게 상위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키워드들은 출현빈도에 비해 다

른 키워드와 함께 연구주제로 자주 다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반면 

연결중심성 순위가 출현빈도 순위에 비해 낮은 순위인 키워드 언

어, 작업기억, 청능훈련, 중재, 청각장애, 읽기, 청능재활은 연구주

제로 잘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다른 키워드와 연결하지 않고 단독 

연구주제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분석 대상 논문을 살펴보

면 키워드 청능재활, 청능훈련, 중재 등을 포함하는 연구는 언어능

력, 작업기억, 읽기 등을 종속변인으로 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결중심성이 높으면 연구주제로 많이 사용되므로

(Kho et al., 2013),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와 연결망을 활용하여 

핵심 키워드 인공와우이식, 아동, 학령기, 말지각을 중심으로 연구

주제를 살펴보았다. 키워드 인공와우이식은 연결망을 총괄하는 네

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모든 키워드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되

어 있다. 특히 인공와우이식은 키워드 아동, 학령기, 말지각과 강

하게 연결되어 있다. 키워드 아동은 인공와우이식 효과와 관련된 

Subjecta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Total(%)

Cochlear 
implant

Toddler  3  1  3  2  4  7  6  3 29 (16.6)
Elementary 
school

10  9  6 10  6  7  7 10 65 (37.1)

Middle school  1  2  2  5  2  5  2  1 20 (11.4)
High school 　  3  1  4  2  5  2  1 18 (10.3)
Adult  2  1  1  5  2  2  4  7 24 (13.7)
Elder  　 　 　  2  1  　 　  1 4 ( 2.3)

Non-hearing 
impairment

Parents  2   1  1  4 8 ( 4.6)
Etc.  2  1  2  0  1  0  1  0 7 ( 4.0)

Total(%) 20 (11.4) 17 ( 9.7) 15 ( 8.6) 29 (16.6) 19 (10.9) 30 (17.1) 22 (12.6) 23 (13.1) 175 (100)

Note. a In the case of two or more categories in the classification of research subjects, the number of duplicate papers per category 
is included. This is a value that includes all the number of duplicate papers, which is 52 more than the total number of papers 123.

Table 6. Result of analysis by research subjects 2011–2018

Methodsa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Total (%)
Comparative research 10  9  6  4  4  5  6 11 55 (43.7)
Survey research  3  3  3  3  6  6  1  4 29 (23.0)
Correlation research  2  1  2  6  2  2  2  1 18 (14.3)
Experiment research  1  1  1  1  1  3  5  1 14 (11.1)
Qualitative research  1 　 　  4  1 　  1 　 7 ( 5.6)
Literature research  2 　 　 　 　 　 　  1 3 ( 2.4)
Total (%) 19 (15.1) 14 (11.1) 12 ( 9.5) 18 (14.3) 14 (11.1) 16 (12.7) 15 (11.9) 18 (14.3) 126 (100)
Note. a In the case of two or more categories in the classification of research methods, the number of duplicate papers per category is 
included. This is a value that includes all the number of duplicate papers, which is 3 more than the total number of papers 123.

Table 5. Result of analysis by research methods 201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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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평가/언어처리, 무의미음절–모음/자음, 양측–지각 등과 관련

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키워드 학령기는 

보청기, 건청과 높은 연결과계를 나타내었으며, 인공와우이식 학생

과 건청학생이나 보청기 착용학생이 참여한 비교연구를 통해 연구 

가설을 검증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키워드 학령기는 키워드 

아동과 비교하여 학교생활 및 학습과 관련된 학업–성취목표지향성

/창의적 인성, 자기수용 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주제가 다루어졌

다. 키워드 말지각은 학령기–언어–중재, 착용연령, 지각–운율–청지

각, 양측–인공와우이식–듣기조건, 양측–인공와우이식–청각수행력 

등에 관한 연구주제와 함께 많이 다루어졌다. 이는 인공와우이식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청각보상과 더불어 말지각 및 말산출과 관련

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짐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양측 인

공와우이식 관련 연구결과는 양측 인공와우이식 연구가 말지각, 소

리방향변별, 청각수행력 중심으로 수행된다는 선행연구 결과(Kim 

et al., 2013; Lee, 2019)와 일치한다.  

둘째, 문헌분석은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을 변인으로 하

여 하위 범주를 구분하였다. 연구주제별 분석결과 청각재활 및 언

어재활 관련 연구가 50% 이상 차지하였고, 이어 인지ㆍ학습, 정서

ㆍ사회성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전 시기 

선행연구(Cho et al., 2011; Park & Jeong, 2011)와 비교한 결

과, 청각재활 및 언어재활 관련 연구주제가 이전 시기부터 2018년

도까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인지ㆍ학습 연구는 

이전 시기 선행연구에 비해 두드러진 증가를 나타내었다. 2000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한 인공와우이식으로 인하여 2000년대 후반부

터 인공와우 착용자들이 학령기에 접어들게 되고 이는 인지ㆍ학습 

연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인지ㆍ학습 관련 연

구 대부분이 작업기억 및 읽기 이해와 관련된 연구주제로 수행되었

으며, 인공와우이식은 음운 및 초기 문해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고 고찰하였다(Heo & Ahn, 2010; Lee & Seo, 2017; Lee 

et al., 2018a). 반면 Moeller 등(2007)은 인공와우이식만으로 언

어능력과 문해능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보고하였다. 

이에 인공와우 사용기간, 청력손실 정도 및 기간, 지능, 부모의 교

육력 및 사회경제적 지위, 언어중재 양, 인공와우이식 전후 언어수

행력 등에 대한 개인적 편차를 고려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방법별 분석결과, 비교연구(43.7%)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어 조사연구(23.0%), 상관연구(14.3%)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연

구는 인공와우이식의 특성이나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연

구방법으로, 2000년 초는 건청인과 보청기 착용자로 연구대상이 

국한되어 있었으나, 2000년 중후반부터는 편측 및 양측 인공와우 

착용자, 인공와우이식 시기 등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2014년부터 

양측 인공와우이식 및 이식 시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

되었으며, 2018년에는 양측 인공와우이식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

발히 이루어졌다.  최근 양측 인공와우이식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그 효과를 입증하면서(Kim et al., 2015; Lee, 2010), 후천성 농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양측 인공와우이식이 아동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Peters et al., 2010).   

마지막으로 연구대상별 분석결과, 초등학생(37.1%), 유아

(16.6%), 성인(13.7%), 중학생(11.4%), 고등학생(10.3%), 노인

(2.3%)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이전 시기 인공와우이식 

관련 연구 Park과 Jeong(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Cho 등

(2011)의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Cho 등(2011)은 연구대

상이 중복될 경우 기타로 분류하여 연구대상의 연령 분포가 명확

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

다. 이전 시기 선행연구 결과(Park & Jeong, 2011)와 본 연구결

과를 근거로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인공와우이식 연구대상은 

초ㆍ중ㆍ고등학생, 유아, 성인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017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학교 과정별 인공와우와 보청기를 함께 착용하거나, 인공와우

만 착용한 학생은 초등학생(712명)이 가장 많고, 이어 고등학

생(466명), 중학생(330명), 유치원생(102명) 순이었다. 학교 

과정별 인공와우이식 재학생 수와 연구결과를 비교하면, 중ㆍ

고등학교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

다. 이에 향후 인공와우이식 청소년의 성공적 통합교육 및 사

회화를 위해 학년이 높아질수록 요구되는 상위언어능력, 교우

관계, 자기수용, 자아정체성, 진로 등에 대한 다면적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전 시기 선행연구 결과(Cho et al., 

2011; Park & Jeong, 2011)와 비교할 때 연구주제의 범위와 

논문 수 모두 급증하였다. 특히 청력회복 후 심리ㆍ정서적 연

구, 삶의 질에 대한 연구(Lee et al., 2018b)가 꾸준히 이루어

지고 있어 인공와우이식 관련 연구주제가 연구대상에 따라 다

양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노인을 대상으로 4편의 연구

가 이루어져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 

선행연구(Cho et al., 2011) 결과와 일치하였다. 우리나라가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난청진료 인원 중 60대 이상이 진료

인원의 51.5%를 차지하였고, 그 중 감각신경성 청각장애 유형

이 가장 많았다(Lee, 2019). 노인 대상 인공와우이식이 확대되

고 있으므로 향후 노인 대상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인공와우이식 관련 연구는 청각적 보상이라는 단편적

인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

에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인공와우이식과 관련하여 말지각 및 

산출 관련 연구와 더불어 정신적 건강상태, 삶의 질과 심리적 

변화에 대한 연구(Christy, 2011; Wald & Kunistoen, 2000; 

Woodcock, 2000) 등을 통해 인공와우이식으로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인공와우이식 연구동향을 키

워드 네트워크분석과 문헌분석을 활용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

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인공와우이

식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키워드 네트워크분석과 문헌분

석을 동시에 적용하여 각 분석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두 연구 방법이 상호 독립적으로 적용되어 연구결론 도출

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문헌분석을 활용한 키워드네트워크분석

을 실시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인공와우이식 관련 연구동향 

고찰을 후속연구로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의 논의 및 결론을 바

탕으로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

취, 통합교육 및 사회화 등과 관련된 활발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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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Network of the main keyword (2011–2018)

변인 하위범주

연구주제

∙ 청능재활(청각수행력, 청능프로그램)  

∙ 언어재활(조음음운, 언어발달, 음성)

∙ 인지ㆍ학습  

∙ 정서ㆍ사회성  

∙ 만족도  

∙ 기타(통합교육, 전반적 발달 및 태도, 인공와우 관련 내용)

연구방법

∙ 조사연구(서술연구, 종단연구, 사례연구, 방법론적 연구)

∙ 비교연구 

∙ 상관연구 

∙ 실험연구 

∙ 질적연구 

∙ 문헌연구

연구대상

∙ 인공와우이식 연령
– 유아(0~6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성인(19~64세)       – 노인(65세 이상)

∙ 건청
– 부모 

– 기타(건청성인, 특수교사, 언어치료사, 기관종사자, 건청유아)

Appendix 1. Examples of Korean collocation ability test framework and criteria of classifying research papers of cochlear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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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네트워크분석과 문헌분석을 통한 국내 인공와우이식 관련 
연구동향: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박희정1*

1 광주여자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인공와우이식 관련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방법: 연구목적에 따라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인공와우 관련 논문 

123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논문은 키워드 네트워크분석과 전통적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분석은 선정된 논문의 주제어를 대상으로 공출현빈도 및 연결중심성 분석을 실시하다. 또한 

문헌분석을 위해 선정된 논문을 연구 유형별로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으로 구분하여 하위 

범주별로 분석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분석은 UCINET 6.0을 활용하였고, Netdraw 프로그램으로 

시각화하였다.

결과: 첫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 빈도분석 결과, Top15는 키워드 인공와우, 아동, 학령기, 

보청기, 말지각, 지각, 양측, 작업기억, 듣기/성인/언어/유아, 농/운율, 음악/이해/읽기/자음/중재/ 

청각수행력/청각장애/청능재활 순으로 나타났다.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키워드 인공와우이식은 아동, 

학령기, 성인, 유아, 보청기 착용자를 대상으로 말지각, 듣기, 언어, 양측, 지각, 작업기억, 운율, 음악, 

이해, 청각수행력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헌분석에서 연구주제별 

분석결과는 청각재활(38.2%), 언어재활(22.6%), 인지‧학습(11.7%), 정서‧사회(10.2%), 만족도(8.6%)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별 분석결과는 비교연구(43.7%), 조사연구(23.0%), 상관연구(14.3%), 

실험연구(11.1%), 질적연구(5.6%), 문헌연구(2.4%)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 별 

분석결과는 초등학생 대상 연구(37.1%)가 가장 많았고, 유아(16.6%), 성인(13.7%) 순이었다. 

결론: 키워드 네트워크분석 및 전통적 문헌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인공와우이식 관련 연구동향을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인공와우 관련 후속 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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