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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태․이희란․박소 . 보완․ 체의사소통체계(AAC) 용을 한 언어치료사와 특수교사의 지

원요구에 한 질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2006, 제11권, 제3호, 234-254. 본 연구는 언어치

료 장에서 언어치료사와 특수교사들이 언어치료를 한 진단과 재 과정에서 보완․ 체의사소

통체계를 용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과 지원요구를 알아보기 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하여 다

양한 언어치료기 (사설, 병원, 복지 , 학)에서 재 보완․ 체의사소통체계를 이용하여 평가 

 치료를 문으로 하고 있는 언어치료 문가와 특수교육 문가 8명을 선발하여 질  연구를 

실시하 다. 선발된 문가들을 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그 자료를 사한 후 질 분석을 

한 결과 상자, 환경, 재의 세 가지 주요인과 평가, 재, 사회  환경과 련한 세 가지 지원체

계 요인이 도출되었다. 지원체계와 그에 따른 하  주제는: (1) 평가지원: 문가간 력진단 로

그램 개발, 공식  비공식 평가도구 개발, AAC 용  계속평가 기 개발; (2) 재지원: 상징

체계  어휘선  기  개발, 재 로그램 개발, 진자를 한 AAC 도구 사용  활용 교육, 

진자간 력모델 개발; 그리고 (3) 사회  지원: 화 상자 교육 로그램 개발, AAC에 한 

사회  인식 개선 로그램 개발, AAC 도구를 한 재정  지원 등과 같다.

핵심어: 질 연구, 보완 체의사소통, 언어장애, 진단, 평가, 지원체계

Ⅰ. 연구의 필요성  목

인지와 사회  상호작용의 결함으로 인한 언어장애 는 조음기 의 마비로 말장애를 보이는 도

장애 아동과 학생, 성인들에게 보완․ 체의사소통체계(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이하 AAC)의 용은 가족 는 사회와의 소통 수단을 제공한다는 일차 인 의미를 갖는다. 한 

AAC 체계의 한 활용은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상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까지도 높여주는 

요한 역할을 한다는 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의사소통장애 련 연구가 활발

해지면서 구어만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도장애 아동과 학생들을 한 AAC 체계의 용과 련된 

연구가 비교  활발히 이 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교육 장에서 AAC 체계와 련한 구체 인 도입이 시작된 것은 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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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었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물이 장에 용되기 시작한 것은 90년  후반으로 보여진다. 국내에

서 이루어진 AAC 체계를 이용한 치료와 교육의 용은 주로 특수교사가 제작한 의사소통 이나 의사

소통책 는 음성을 몇 개 녹음하는 간단한 수입 의사소통 도구들의 사용으로 비교  제한 이었다

(김정연․박은혜, 2003; 최진희, 1999). 한 그나마 사용되는 자의사소통도구 부분이 한정된 외국

의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어서 교육 장에서의 일반화를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김정연, 2004; 이명희․

박은혜, 2004).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이 지고 있는 AAC 체계의 용은 언어치료사에 의해서보

다는 특수학교를 심으로 한 특수교사에 의해 이 지고 있다는 에서 특히 흥미롭다. 실제 우리나라

의 언어치료실 장에서 AAC 체계 용 빈도와 련된 연구는 재까지 없으나, 의사소통장애 련 

학과에서의 AAC 체계 련과목의 개설이나( : 2005년 나사렛  언어치료학과), 연수회에서의 과목 

채택이 2000년  이후인 을 감안한다면( : 2001년 한국언어치료 문가 회) 언어치료사에 의한 

AAC 체계 용 빈도가 극히 낮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에는 언어치료사와 특수교사

의 력   근의 기회가 아직 우리 상황에서 활발하지 않은 이유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유아

기에서 아동기까지의 언어치료 상 아동이 학령기에 특수교육 상자로 환되지만 학교 교실 상황에

서 언어치료 문가와 특수교사 간의 력체계의 부족은 실 상황에서 주요 문제 으로 제안되고 있다

(김 태․박소 ․이희란, 2005; 이윤경, 2006).

AAC 체계를 통하여 의사소통의 부분 는 체에 해 보완 이거나 새로운 통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애군으로는 청각장애, 정신지체, ASD (Autism Spectrum Disorders), TBI (Traumatic Brain 

Injury), 말운동장애(Motor Speech Disorders), 뇌성마비, 후두 제 환자,  제 환자 등으로 다양하

다. 즉, 언어치료 상자에 한 AAC 체계의 용은 진단과 평가, 장애 역 분야를 넘어 상징체계 반

에 걸쳐 다양하게 용되고 있다. 를 들어, 의사소통 상 방을 고려할 때 가장 쉽게 받아들여지고 선

호되는 교환체계 가운데에는 문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기능 인 읽기 기술을 포함하는 문자

를 이용한 AAC 체계는 발달장애아의 소통체계 향상에 정 인 효과를 보여주기도 한다(Blischak & 

Schlosser, 2003; Koppenhaver & Erikson, 2003; Lord & Paul, 1997; Mirenda, 2003). 

AAC 체계의 용에 련된 언어치료사와 교사의 문지식과 태도는 무엇보다 요하다

(DePaepe & Wood, 2001; Loeding, Zangari & Lloyd, 1990; Soto et al., 2001). 한 이를 토 로 문

가와 상자 그리고 가족에 한 지원 네트웍의 형성 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 한국의 

언어치료 장에서의 AAC 체계의 용은 교육 장에서의 실한 요구에 비해 검사도구와 평가  

재에 련된 지원이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박은혜․김정연․김주혜(2005)는 특수학교 교

사들만을 상으로 AAC 도구 개발에 련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 장에서 AAC 체계를 용하고 있

는 교사들은 의사소통도구와 자료의 부족, 련 지식 부족을 우선 인 어려움으로 지 하 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 장면 이외의 다양한 장에서 언어치료 상자를 하게 되는 언어치료사들이 AAC 체계

를 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지원요구에 한 연구는 아직 행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태․박소 ․이희란(2005)은 학령  언어장애아동의 진단 모델 정립과 련된 연구를 통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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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복합장애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치료 문가가 도복합장애 아동의 평가  치료

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 AAC 체계 사용의 어려움을 지 하 다. 언어치료 문가나 장애아

동의 부모 모두 AAC 체계 사용에 부정 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AAC 체계를 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AAC 체계 련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한 언어치료 문가들은 

AAC 체계에 한 교육 기회의 제공을 요구하 고, 도복합장애 이외의 다양한 장애군의 치료에 

AAC를 용할 필요성을 언 하 다고 한다.

실제 1980년  이후 꾸 히 AAC 체계 용 빈도가 증가하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미국

의 경우에는 AAC 체계 용 장에서 특수교사보다는 언어치료사의 빈도가 상 으로 높다. 이는 

상자에 따른 언어 재 목표의 설정과 상징체계의 용 등에 한 언어치료사의 근 용이성이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를 들어, Mirenda & Locke (1989)에 따르면 언어치료 상자에게 

용할 수 있는 상징의 형식에 따라 복잡성의 정도와 기호성(iconicity)의 정도는 반비례 한다고 한다. 

즉, 실제 상물은 복잡성의 측면에서는 가장 단순하며, 기호성의 측면에서는 선화로 이 진 그림이나 

문자보다 가장 기호성이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AAC 체계의 구체 인 용에 활용될 수 

있으나, 언어치료사의 문성에 의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학교 장면이라면, 특수교육 

장에서 교사의 교수방법에 커다란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실제 언어치료와 특수교육 장에서 

AAC 체계를 용하는 과정에서 언어치료사와 특수교사의 력 체계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

라서 상자에 한 AAC 체계의 활발한 용을 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언어치료사에 의한 AAC 체

계 용 실태와 이와 련한 어려움에 한 연구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 아동과 학생을 장에서 하고 있는 언어치료사와 특수교육

문가를 상으로 구어 이외의 다양한 방법의 의사소통지도가 필요할 때, 그 용과 련하여 언어치료

사의 요구를 특수교사의 요구와 함께 직 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특히 언어치료실과 특

수학교에서 AAC 체계와 련한 평가와 재에서 실제 용 실태와 요구를 심층면 을 통하여 살펴보

기로 하 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장애아동과 학생, 성인을 상으로 AAC 체계를 용하거나 련 연구 경험이 있는 

특수교육 문가와 언어치료사를 상으로 실시되었다. 특수교육 문가의 경우, 학교 경력이 5년 이상

이며, 재 임상 장에서 AAC 체계를 학생을 상으로 용하고 있거나 용한 경험이 있는 문가

를 상으로 하 다. 한 AAC 련과목을 학에 개설하고 련 연구를 지속 으로 실시하고 있거

나, 언어치료사 경험이 10년 이상인 학교수를 포함시켰다. 언어치료 문가의 경우는 언어병리학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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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1  언어치료사이며, 5년 이상 언어치료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재 

언어장애아동이나 성인을 상으로 AAC를 용하고 있거나 용한 경험이 있는 문가를 상으로 

하 다. 한 AAC 용에 한  상황을 충분히 반 하기 해 다양한 언어치료기 (사설, 병원, 복

지 )에서 균형 있게 선발하 다. 선정된 8명의 문가들에 한 기본 정보는 <표 - 1>과 같다.

<표 - 1> 면담 참여자

문가 기호 성별 연령 경력기간 근무기

A1 여 48 17 특수교육과 교수

A2 여 39 14 언어치료사(복지 )

A3 여 43 14 언어치료사(사설기 )

A4 여 48 17 언어치료사(사설기 )

A5 여 41 16 특수교사(특수학교)

A6 여 48 17 특수교사(통합어린이집)

A7 여 50 20 특수교육과 교수

A8 여 34 6 언어치료사(병원)

 

2. 연구 차

가. 면담 질문지 작성

우선 연구주제와 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 고,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질문지를 개발하 다. 면

담 질문지의 구성은 Patton (1990)의 질문 유형 제안을 참조하 으며, 면담 내용에는 AAC 련 경험과 

황, 진단, 용, 련 교육  발  방향과 련된 세부 내용이 포함되었다. 구체 인 질문 내용은 

<표 - 2>와 같다. 질문지 개발을 진행시키면서 연구주제에 합한 상자 선정 작업을 병행하 다. 면

담 상자는 언어장애아동을 상으로 일회성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AAC를 용한 경험이 있는 언

어치료사나 특수교사인데,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상을 찾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결국 면담 상자 

8명을 선정할 수 있었고, 이들에게 인터뷰 동의를 받기 한 연락을 하 다.

1차 으로 제작된 질문지 내용의 합성을 확인하기 하여 언어치료학과 교수 1인과 특수교육

과 교수 1인에게 질문지 내용에 한 내용타당도를 확인하는 비연구를 실시하여 질문 내용의 일부를 

보완하고 면담 진행 방식과 차에 하여 연구자들 간의 의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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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면담 내용

AAC 련 경험( 황) 
언어장애유형/AAC 용 상/ 용인원/ 용의 원인/ 용 AAC 도구/ 

용 AAC 상징유형 등

AAC 진단 진단기 /진단체계/진단시 고려할 내용/환경요인에 한 견해

AAC 용 AAC 용에 한 태도/인식/어려움/부모 련요인

AAC 련 교육 공과정/ 련지식수용 등

AAC 발  방향 지원/ 문인력양성/국가 차원의 정책  제도/가족지원 로그램

나. 면담 실시  자료 사

면담은 본 연구의 공동 연구자 2명이 8명의 상 문가들의 직장을 방문하여 개별 면담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상 문가들이 원하는 경우 사 에 략 인 질문내용을 알려주었고, 의견을 

충분히 반 하기 하여 면담시간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60분 정도이었

으며, 면담 내용은 면담 상자들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되었다. 녹음된 면담 내용은 면담을 마친 날로

부터 일주일 이내에 녹음된 내용 그 로 사되었고, 면담을 실시한 해당 연구자에 의해 확인 작업을 

거쳤다. 완성된 사본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상자에게 추후 확인면담과정을 거쳐 결과를 정리하

다. 

3. 자료 분석

면담을 통해 얻어진 사된 자료는 질  분석 연구의 특성에 따라 구체 인 차를 거쳐 분석하

고 범주화 하 다. 이를 해 질 분석 방법 가운데 하나인 연속  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에 따라 개별 으로 도출된 여러 내용들을 각각 부호화(coding)하 고, 각 부호(codes)들 간의 

연속 인 비교를 통해 다시 하  주제들과 상  주제로, 그리고 이를 최종 으로 범주화하는 결과를 

도출하 다(신경림 외, 2004). 

먼  8개의 사본 가운데 1개를 선정하여 본 연구의 연구자 세 명이 독립 으로 읽고 각 면담 

내용에 한 개별 부호화 작업을 마친 후, 함께 모여 의견 일치를 이룬 다음, 논의를 거쳐 첫 번째 부호

집(codebook)을 작성하 다. 이후 두 번째 사본 역시 세 명이 독립 으로 읽고 첫 번째 부호집에 정

리된 부호를 이용하여 부호화하는 개별 부호화 작업을 거쳤다. 이 과정에는 새로 생성된 부호를 추가

하거나, 기존의 부호들을 취합하거나 분리하는 등의 조정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두 번째 부호집을 

작성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든 사본을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부호화한 결과, 사본 8개에 

한 코드북이 5개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체에 한 내용을 연구자들이 최종 토의하여 마지막 부호집

이 작성되었다. 이 최종 부호집에서 3개의 련변인과 3개의 지원체계 그리고 그에 따른 10개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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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가 도출되었다. 주제 도출과정에서 새로이 요성이 부각된 질문 내용에 해 일부 면담 상자에

게 추후면담을 실시하 고, 질  분석이 모두 끝난 후,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2인의 면담 참여자들을 

방문하여 추후 확인 면담을 실시하 다. 

4. 질  연구에 한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질  분석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

다. 첫째, 사  제작되는 면담질문지의 작성 과정에서 최종 면담질문지에 한 내용타당도를 련 분야 

문가인 학 교수 2인에게 검증받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 련 문가를 개별 으로 면담하 으나, 

이 과정에서 내용의 심도와 깊이를 더하기 하여 가능한 한 면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 다. 셋째, 

AAC 체계를 이용한 언어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기 에서 면담 상자를 선정하여 포함

시킴으로써 여러 기 의 특성을 골고루 반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 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의 신뢰도 확보를 하여 체 면담 자료에 하여 어도 두 명의 연구자들이 각 부호화과정에 

참여하 으며, 면 내용에 한 일 성 있는 을 확인하기 해 매주 1회의 정기  모임을 통해 

체 부호화과정을 함께 진행하 다.   

Ⅲ. 연구결과 

면담참여자와의 개별 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질  분석 차를 거쳐 다음과 같은 3개의 

련변인과 3개의 지원 체계, 그에 따른 10개의 하 주제로 정리되었다. 련변인으로 상자, 환경, 

재의 세 가지 주요인과 평가, 재, 사회  환경과 련한 세 가지 지원체계 요인이 도출되었다. 특히 

지원체계와 련하여 (1) 평가지원: 문가간 력진단 로그램 개발, 공식  비공식 평가도구 개발, 

AAC 용  계속평가 기 개발; (2) 재지원: 상징체계  어휘선  기  개발, 재 로그램 개발, 

지자를 한 AAC 도구 사용  활용 교육, 진자간 력모델 개발; (3) 사회  지원: 화 상자 교

육 로그램 개발, AAC에 한 사회  인식 개선 로그램 개발, AAC 도구를 한 재정  지원에 

한 구체 인 요구가 제안되었다. <그림 - 1>은 면담 결과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제들 간의 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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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 AAC체계 용을 한 문가들의 지원요구를 해 도출된 주제(theme)들의 
도식화

1. AAC 체계 용을 한 련 변인

AAC 체계 용을 한 련변인으로 언어치료사와 특수교육 문가는 상자, 환경 그리고 

재의 세 가지 주요인을 제안하 다.

가. 상자 변인

AAC체계를 용하는 과정에서 언어치료사와 특수교육 문가가 AAC 체계 용을 한 상자 

변인으로 제시한 내용에는 인지  능력, 신체  특성, 상징선호도  의사소통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1) 인지  능력

인지  능력은 AAC체계 용을 해 가장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부분의 면담

참여자들의 의견이었다. 한 문가는 “정신연령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는 무 시간이 많이 걸리

구요. 자칫하다가는 쉽게 포기하거든요...(A2, p.7)”라고 언 하면서 용 과정에서 인지  능력의 요

성을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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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어를 잃어버린... 그리고 기능 으로 활발하지 못한 발성이나 발음을 가진 사람들이 (

상자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뇌성마비하고 aphasia 그런 환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지 지체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지  상징보다 더 높은 그림 상징보다 높은... 구어상징 인 것

을 이해하거나 표 하는 것이 어려운 아이들이 상이 될 것 같구요(A4, p.2).

 

문가들은 AAC 체계에 사용되는 상징의 이해가 가능한 아동으로서의 인지  요성을 강조하

지만, 이와 동시에 인지  능력에 합한 소통체계로서의 AAC 용 가능성에도 을 두어, AAC 

용 상자 범 에 한 범 한 이해도 강조하 다.

(2) 신체  특성 

면담에 참여한 문가 원은 AAC 체계 용을 한 신체  특성을 강조하 다. 특히 신체  

어려움을 가진 상자의 경우 용에서의 어려움과 용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가간 력을 강조하

기도 하 다. 를 들어, 한 문가는 신체  어려움으로 용 과정이 장기간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AAC 체계를 사용하며 정 인 결과를 얻게된 사례를 들기도 하 다. 

선천 인 뇌성마비 아동들인데 주로 경직성 아동들... 그런 걸 유도하다 보면 비 형 인 움직

임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사실 물리치료사들이 제가 AAC를 한다고 그러면 아동들의 휠체어를 

받쳐  때, 부모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러면 물리치료사들은 조심스러워 하시죠. 아이

들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안되는 움직임을 제가 계속 유도하면서 아무래도 심볼을 지 해

야하니까요. 팔 움직임도 많이 있어야 하고...(A2, p.2)

의사소통 의도가 없는 최 도 아동인 경우에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부터 시작

하거든요 를 들어 가장 배고  때 이제 스 치를 르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기의 필요가 

높은 상황을 만들어줘서 연습을 시키는데 사실 최 도 아동에 한 AAC 는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을 해도 진 이 굉장히 미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밥 먹고 싶어요’라든지 

‘물먹고 싶어요’ 2가지를 한 6개월, 1년 생각하고 해야죠. 최 도 아동들은 그거만 돼도 훨씬 삶

의 질이 달라지거든요(A6, p.3). 

(3) 상징선호도

상자의 수 에 합한 상징의 선정에 한 문가들의 지 이 많았다. 특히 재 과정에서 지

속 인 진단을 통해 상징선호도를 바꾸거나 문자로 환하여 효율 인 소통체계를 만들어주는 것과 

련된 지 이었다. 한 상자의 소통에 효율 인 상황에서 효율 이 상징체계의 용과 련이 지

이 있었다.

문장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문자를 아는 아이들은 문장이 빨리 넘어가요. 자를 터득한 아이들

은 경험을 통해서 문장발화로 나가는... 고등부 아이들한테 AAC를 쓰는 것, 그림가지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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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말도 안되거든요.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많은 상징이나 가게 이름을 통해서 

근하고... 자도 자꾸 붙여서 근하고... 어릴 때 하는 AAC보다는 조  상징 단계를 높이는 

AAC를 용해야 겠다고(A2, p.9).

    

한 서구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구나 상징체계를 들여올 경우에 생겨나는 문화  차이에 

한 지 도 있었다.

아직도 그림이 문화 으로 많이 맞지 않는 것이 많아요. 아직까지 PCS에서 썹도 없고 콧구

멍도 없고... 거기서 아이들이 그 에 집착한 아이도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냐 이거죠 

(A2, p.4).  

(4) 의사소통의도

많은 인터뷰 참여자들이 의사소통 의도가 없는 경우는 AAC 용 상자가 의사소통 의도를 우

선 갖도록 하는 치료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 하 다. 즉, 무엇보다도 AAC 용에 있어 가장 

요한 기 이 상자의 의사소통 의도 여부인 것이다. 

아무래도 아이가 의사소통 의도도 있고 욕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용했을 때 결과가 빨

리 나오고... 수단을 제공해주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가 의도도 없

고 언어발달이 늦은 경우에는 훨씬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A4, p.9). 

한 기 상징 단계나 언어발달이 단계 아동의 언어 재에서도 AAC 재를 포함시키는 

최근의 경향을 강조하기도 하 다. 

제 개인 으로도 이런 식의 의도가 아직 나오지가 않는데 사실 의도부터 심어줘야 하고  그

것을 제스쳐든 발성이든 어 든 자기 의도를 표 하게끔 하는 언어이 단계의 유아로 내려

가는 것에 아주 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AAC 하고도 같이 겹쳐지는 거죠(A1, p.8).

나. 환경변인

비교  길지 않은 AAC 체계 용의 역사가 원인이기는 하지만 재정 인 지원에 덧붙여 문가 

양성과 지원에 련된 반 인 환경변인에 한 지 이 많았다. 이를 AAC 도구 지원 근성과 문

가 지원 근성으로 나 어 황과 련 지 을 분류하고 구체 이 제안과 요구를 지원체계로 연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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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AC 도구 지원 근성

AAC 체계에 한 지식 부족으로 고가의 기자재나 음성출력기기만을 AAC 련 도구로 오해하

거나 리자의 AAC 체계에 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지원의 어려움에 한 지 이 많았다. 한 우리

나라에서 이미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거나, 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AAC 도구에 한 정보가 부족

하므로 변확 를 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 이었다.

그림 을 주로 많이 써요. 기계도 학교에서 쓰긴 쓰는 데 체를 상으로 수업을 하면, 한 아

이가 부분 의사소통 없는 아이들한테 근을 하다 보면은, 무작 로 러 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바람직하기에는 무작 로 르더라도 그거에 해서 강화를 하고 올바로 를 수 있도

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교실 수업상황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니까 기계는 자꾸 빠지게 되요. 

그림  주로 수업에 방해 안 되게 그 게 하고... 지  는 이제 1:1 로 집에 가서 수업을 하

게 되기 때문에 음성이 출력이 되는 ChipTalk이라거나 이런 도구들을 써요(A5, p.7). 

리자 수 에서는 왜 그걸해야 하는지 더더욱 모르시기 때문에 커다란 지원이 없을 꺼에요. 

리자 수 에서 지원되는 학교가 사실은 많이 사용하는 학교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리자가 이해하고 인식이 좀 있고 왜냐하면 기계도 학교 돈으로 사줘야 하니까...(A1, p.4).

(2) 문가 지원 근성

AAC 체계에 한 문가 지원 근성과 련하여 AAC 인구의 확 에 한 의견이 지배 이었

다. 이를 해서는 일선 언어치료사들이 범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양성과정에서 교과목에 포함시

키는 것과 련 문가 교육과 연수회의 활성화, 문가 인식 환을 한 련 기  홍보 등이 제안되

었다.

    

이런 것들을 워크 을 해서 선생님들이 개별 으로 자료 찾아서 ‘이게 맞나?’ 이 게 의구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체 인 워크 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 게 해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A3, p.7).

언어치료사들이 안 하는 이유는, 첫째는 잘 모르는 것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철 하게 그냥 

AAC 워크샵 조  가서 보기는 했어도 실제 굉장히 그걸 쓰고 내 것이 되고 이러려면 변 확

도 있어야 되고...(A4, p.2). 

외국하고 비교하면... 증장애나 언어 의사소통장애를 가르치는 과목 안에 AAC가 부분으로 

들어있어요. 미국에서는 AAC 문가와 력하여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배워요. AAC 문가라면 언어치료사라는 뜻이에요... 보수교육이나 계속교육에 AAC가 필요하

다 왜냐하면 계속 변하기 때문이죠. 직 교육 양성과정, 직장에 나간 후의 보수과정을 다 주는 

부분이 많고 장려하고 있고...(A1,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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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변인

구체 인 재변인과 련하여 가정과 학교에서의 AAC 사용 진, 재를 한 어휘선정의 기

, 도구선정기 에 한 요인들이 요하다는 지 이 있었다. 특히 이러한 재 변인들은 사회  지원

체계로 직  이어지는 유기  계에 있었다. 양육자의 AAC 인식, 가정과 학교에서의 AAC 진에 

한 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양육자의 AAC 인식

문가들은 양육자의 AAC 체계 용과 련한 인식이 과거와 비교하여 많이 개선되었음에 동

의하고 있으나, 여 히 구어를 선호하는 경향과 련하여 양육자의 인식 환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하 다.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 엄마는 자기 아이의 말을 다 알아듣고, 얘는 구어로 해야지 

왜 이걸 하느냐고... 엄마한테 barrier를 해주고 하라고 했어요. 엄마가 못 알아듣는 거 요.. 엄

마가 “어우. 정말 놀랬다. 나는 이 게 내가 못 알아듣고 있는지 몰랐다”.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

을 했 요. “정말 난 완 히 쇼크 다. 나비... 이런 기본 인 걸... 아... 내가 못 알아듣고 있구

나” 그래서 간에 필요하다면 “그걸(AAC 체계)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했어요(A4, p.4).

(2) 가정 학교에서의 AAC 사용 진

재 통합 교육기 이 증가함에 따라 증 장애아인 경우에도 통합 상황에서 AAC 체계를 통한 

소통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과 련한 논의가 많았다.

      

일반아이들처럼 뛰놀 수 있는 신체 인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완 한 통합

이라는 것이 요원한 거에요. 그때 했던 아이가 벌써 커서 5 6학년이 는데... AAC가 일반화가 

안되서. 이 아이가 안되는 손으로 한 손 수화를 해요. 그리고 많이 연습을 해서 구어로 비슷하

게 해서 많이 들은 사람은 들어요. 구어발성이 없던 이 아이가 AAC로 인해 동기화가 되어서 

표 을 하면 반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씨연습도 하고... 뚫어지게 사람의 손짓

과 입을 쳐다보고... 나름 로 수화를 익 서 한쪽 팔의 기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통합이 잘 안돼서 재택학습을 하고 있어요(A2, p.11). 

의사소통이 안되면 일반교사가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어려워 하죠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화

장실 가고 싶어하는걸 어떻게 표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겁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역으로. AAC가 잘 제공되고 의사소통과 학습과의 연계를 잘 에서 

도와  수 있으면 통합을 진 할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있을꺼에요(A1, p.5).



김 태․이희란․박소 /보완․ 체의사소통체계(AAC) 용을 한 언어치료사와 특수교사의 지원요구에 한 질  연구

245

2. 평가 지원 체계

AAC 체계 용을 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평가와 진단이 이 지도록 구체 인 지원이 이

져야 할 것이다. 이를 문가간 력진단과 공식  비공식 평가도구 개발에 한 역으로 나 어 정

리하 다. 

가. 문가간 력진단

력진단이 재 구체 으로 이 지는 상황이 복지 이나 병원 등에 제한 이라는 지 이 많았

다. 그러나 많은 문가들이 력진단의 필요성에 해 동의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AAC 용과 련

하여 업이 잘 이 지는 들을 제안하기도 하 다. 따라서 이러한 성공 인 사례에 한 소개와 양

성이 구체 인 지원체계에 포함되는 것이 할 것이다.

체의사소통수단의 제공이나 진단에 한 지속 인 연구와 함께 의학, 작업치료, 물리치료, 거

기에다 심리치료, 특수교육, 말-언어병리학, 그 지 않으면 재활공학, 응용과학과 같은 여러 

역의 문가들의 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거 요(A7, p.4). 

검사도구에서 의 주 인 상이 더 많이 들어가구요. 물리치료사의 진단을  우선 으로 합

니다. 그 다음으로 작업치료사의 진단이 들어가서 같이 듣구요(A2, p.4).

미국같은 경우에는 웍으로... 진단이든... 법으로 되어있으니까... 부모도 들어가게 되있고. 법

으로 진단은 무조건 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하고 같이 싸인을 하게 되어있으니까... 우리도 복

지 은 그 게 하잖아요... 그런 규정이 있으면 좋은데... 그럴 때 학교 안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

이 되는데 밖의 사설 언어치료실이나 복지  사람들 까지 교육청규정까지 묶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력을 차화 시키기에(A1, p.6).

나. 공식  비공식 평가도구 개발

기존에 출 된 AAC 용을 한 도구의 변 확 에 한 지 과 함께 보다 다양한 형태의 평

가도구 개발에 한 제안이 많았다. 한 상자의 AAC 용 환경 평가에 련된 지 도 있었다.

진단단계에서 어휘도 그 고 상징이나 아니면 어떤 도구를 쓸 것인가도. 우리같은 경우에는 도

구의 기능을 먼  생각하지만 그 화상 자들은 그 환경에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경

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환경과 화상 자를 고려하라 하는 게 지극히 최근에 얘기가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구체화시킨 것은 그런 진단에 련된 언어치료사

가 얘기하지만 그 배경들은 특수교육에서 얘기하는 환경 심 생태학 인 배경... 이런데서 많이 

끌어왔어요(A1, p.9).



언어청각장애연구 2006: 11(3): 234-254

246

다. AAC 용  계속 평가 기  설정

언어치료사와 특수교육교사들의 가장 일 된 지원 요구 가운데 하나는 어떤 아동, 어떤 수 의 

학생에게 AAC를 용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선택인가에 한 것이었다. 따라서 성공 인 용 사례에 

한 구체 인 소개와 그에 따른 지속 인 평가를 한 기 을 설정하는 것에 한 요구가 있었다. 

3. 재 지원 체계

가. 상징 체계  어휘선정 기  설정

상자의 수 에 따른 개별화된 상징체계와 어휘선정기 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다양한 형식과 

다양한 상황  요인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문자와 문자 이  단계에 한 상징에 한 근으로 

면담 상자들의 심이 나눠졌으며, 각각에 따른 상징체계와 어휘선정 기 이 달라야 함을 지 하

다. 특히 인지 수 이 높은 학령기 증 장애 아동에 한 요구도 많았다. 한 PCS 이외에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림상징의 개발과 보 ,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다 높은 단계의 어휘와 문장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 용을 요구하 다. 

근데 컴퓨터를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의사소통 에 자 심으로 만들면 좋

은 건데 그 게 되지 않는 경우는 부분 인지가 떨어지는 경우니까 그 경우에는 그림이나 사

진으로 그 게 가서 아이의 수 에 맞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무래도 표 의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높구요 자처럼... 난이도가 낮은 그림이나 사진은 표 의 폭이 사실은 어

들 가능성이 많아서 그것을 잘 조 을 하는 것이 가장 요한 것 같애요. 어휘와 상징을 할 때 

무한으로  수는 없으니까 처음부터 무 많이 주면 놀래서 못 배우거든요?...(A1, p.10). 

어휘선정이 참 주 이에요. 제가 쓸려고 보면 아이의 생태환경, 아동을 둘러싼 주변환경. 아

이가 주 에서 하는 환경은 다 틀리더라구요... 아이들이 동물카드를 외워서 생활에서 얼마나 

쓰겠어요. 차라리 먹다 씻다 울다 힘들다. 실질 으로 아이들이 몸으로 느껴서 통하는 것들을 

해야하지 않나 싶고...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의 에 확 들어오는 동작어들을 꼽는 것이 동화책

이 도움이 되요... 지  도 어휘선정에 한 뚜렷한 기 은 없습니다(A2, p.8).

나. 재 로그램 개발 

면담참여자들의 재 로그램 개발에 한 요구는 많은 경우 그에 한 교육과 련되어 있었

다. 성공 인 AAC 용 사례에 한 소개나 그 밖의 성공 인 력 재 사례에 한 활발한 교육이 

일선 언어치료사와 특수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 이었다. 한 장에 있는 언어치료사와 

특수교사가 직  참여하는 재 로그램 개발 연구도 할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다.



김 태․이희란․박소 /보완․ 체의사소통체계(AAC) 용을 한 언어치료사와 특수교사의 지원요구에 한 질  연구

247

어휘를 썼을 때 강화가 되는... 그런 것은 개인 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에는 그런 것 심으로 

하고 선생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단어는 뒤로 좀 빼고... 선생님들은 색깔 다양한 발음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을 원할텐데. 우선 기능 인 것을 먼 하고 다음에 학습을 한 어휘나. 그런 것으로 

늘여가는 거죠(A1, p.10).

언어치료사는 학교에서 진도를 어디를 나가는지를 악해서 거기에 련한 학습 인 언어치료

도 같이 하는 그런 의사소통 력이 되어야 하니까 력의 방법도 그 고 도 그 고 조  

달라지는 것 같고... 성공 인 재 로그램 에 한 소개가 무엇보다 필요하죠(A4, p.6).

다. 진자를 한 AAC 도구 사용  활용 교육

AAC 사용자가 합한 도구를 갖고 있고, 메시지의 달 방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 

의사소통 기회가 증가하거나 삶 체가 의미있게 변화될 것이라고 기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화

에 참여하고 소통을 효과 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진자를 통한 AAC 체계 사용 방법에 한 한 

지도가 이 지지 않는다면 AAC 도구 사용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면담에 참여한 언어치료 문가와 

특수교육 문가들은 진자를 한 AAC 도구 사용  활용교육에 모두 동의하고 있었다.  

교원 양성에 일단 도 장애아동. 도 의사소통아동이 포함되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사실

은 교육정책 쪽으로 근이 되는 것도 요하구요, 언어치료사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고 특수학

교에서도 인지가 안 되든 말이 안 되든 모든 아이를 교사가 지도를 하듯이 언어치료사의 역할

이 확 가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 인식도 필요하구요(A5, p.12).

특히, 과  등으로 수를 나 고, AAC 유형(aid, unaid)이나 상징사용등과 련하여 세

분화된 용 기법을 심으로 한 심층 인 활용 교육을 원하고 있었다. 한 자신들의 공과정에서 

다 지지 않았던 경험에 비추어, 문가 양성과정에서 공과목으로 설정하여 기본 교육이 이 지기를 

요구하 다. 

   

라. 진자간 력모델 개발

면담에 참여한 부분의 언어치료 문가들 경우 통합에 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에 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소수 문가들은 앞으로 아동의 언어평가에 학교환경에 한 정보

가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 다. 를 들어, 그룹 상황에서 보이는 아동에 한 여러 정보를 유치원 교

사로부터 얻은 경험이 있는 문가의 경우, 아동의  수행에 한 평가나 아동이 필요한 기능 인 어

휘사용에 한 평가 등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 다.

력과 련해서... 어디까지를 역할로 규정하고 어디까지 서로 력해야 하는가 왜냐면 언어치

료사는 치료실에서 나와서 교실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수교사는 특수교사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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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input을 어디까지 고집하고 력 해야 하는지... AAC체계를 사용해서 일반학습에 통

합되는 것이 쉽지는 않고. AAC를 사용할 정도의 도장애학생자체들이 아  통합이 체 으

로 안되는 것이 한국의 문제인데 그건 앞으로 고쳐가야 할 부분이고... AAC를 사용한 아이가 

통합이 안돼서 AAC를 통합에 못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AAC가 제공이 안 기 때

문에 통합이 어려운거죠(A1, p.6). 

언어치료실에 제일 많이 가는 연령층이 유아인 것 같아요. 유아들은 통합교육을 통하지 않으면 

치료만 갖고는 그 아이의 온 한 발달을 진하거나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치료사선생님들이 결

국은 력 인 계로 이런 통합 상황에 있는 특수교사 선생님들, 어린이 집 선생님들과 긴

한 조를 하셔서 “치료실에서 AAC가 부 AAC다.” 하기보다는 력 인 계하에서 치료실

에서 배운 게 어린이 집에서도 용돼서 발 되고 더 넓은 사회에 통합시키고...(A6, p.8).

  

4. 사회 지원 체계

가. 화상 자 교육 로그램

면담에 참여한 문가들은 데화상 자 교육 로그램의 요성에 동의하 다. 특히 AAC 용과 

련하여 상자의 주요 화상 자인 부모의 반  는 부모의 력정도가 재의 결과에 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는 에도 동의하고 있었다. 따라서 치료 과정에 부모를 참여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

을 모색함과 동시에 부모와 화상 자에 한 교육 로그램 개발이 제안되었다.

       

이제는 부모님을 자꾸 트 이닝시키고 치료사도 그러면서 더 공부하고... 용하는 범 가 부모

의 것이 크다는 거에요. 부모님이 조 하지 않으면 AAC는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되요. 특히 

뇌성마비 아이들은 방 피곤을 느끼니까 집에 가면 엄마들이 안쓰럽고 애처로우까 “그래, 피곤

하지? 자라” 하거든요. 물리치료자들이 시킨다고는 하지만 선생님들한테 “치료시간에 같이 엄마

한테 가르쳐주죠?”라고 물어보면 가르쳐 데요. 수치료를 맡기고 작업치료 맡기고, 물리치료 

맡기고 언어치료 맡기면 그러면 얘가 하루에 어도 4시간은 공부한다. 사실은 집에서 엄마와 

아빠와 용하는 것이 필요한데...(A2, p.6)  

많은 경우, AAC 사용자가 화에서 반응자가 되기 쉽고 타인과 의사소통을 시작하는 경우가 드

물며, 화를 시작하더라도 화를 유지하기 한 정보 요청보다는 단순한 사물이나 행 요청에 그치

는 수동 인 화자가 되기 쉬우므로, 화 상 자 교육을 통한 극 인 AAC 활용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는 주장이었다.

AAC 사용 장애유아가 의사소통을 하는 빈도수라든지 참여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래들... 희 같은 경우는 래들하고 가정에서 어머니, 가족들... 간단히 화 상 자가 지녀야 

할 화 기술들을 가르쳐 드립니다(A6,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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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고려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넣어야하는지 구체 으로 나온 것은 별

로 없어요 옛날에는 화상 자에 한 것은 말로만 하고 진단차원에서는 별로 안했어요 그러

고 나 에 아동에게 가장 좋은 체계를 갖추어주면 그 다음은 재 들어갈 때 아이들을 불러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정도 는데 최근에는 진단자체에서 아이들에게 인풋도 받고 어떤 어휘를 

넣어줘야 하는가에 해서 선생님보다 친구들에게서 더 많이 얘기해 수 있고 어머니가 얘기

해  수 있기 때문에 진단단계에서도 화상 자와도 같이 얘기하는 것이 요하다고 말해요

(A1, p.9). 

나. AAC에 한 사회  인식개선 로그램

AAC 사용자들이 갖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잠재 인 화상 방이 자신들의 의사소

통 시작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그 결과,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었던 의사소통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있다. 따라서 면담에 참여한 모든 문가들이 외 없이 이러한 환경 인 원인의 요

성에 동의하 으며, AAC 체계의 변확 와 함께 AAC 체계에 한 사회  인식을 바꾸고 정 인 

시선으로 유도하기 한 사회  인식개선 로그램의 개발이 제안되었다.

일반 교사 연수할 때 AAC를 소개하면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이죠.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통합 장에도 도장애아동들이 통합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아동들에

게 AAC를 용하면 굉장히 참여도가 높아지고 유아의 사회  지 가 올라가거든요(A6, p.3).

다. AAC 도구를 한 재정지원

이미 환경변인의 지원 근성에서 지 되었듯이 AAC 체계 용과 련한 재정은 국가 인 지

원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할 부분임이 면담에 참여한 모든 문가들에 의해 강조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임상 장에서 구체 인 재원 지원이 이 지도록 AAC 문가들의 활발한 정책과정에 한 참여와 요

구가 이 져할 것이다.

부모님들의 자 에 한 부담감은 역시 커요. 그리고 뇌병변 아동일수록 휠체어를 자동 휠체어

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그나마 체력유지. 포지셔닝이 잘 는데 이것 때문에 비틀어질 수 

있고 하다보니까 우선 휠체어가격만 100만원이 훌쩍 넘어버리고(A2, p.7). 

    

의사소통 보조 도구 에 한 지원에 련된 것들이 하나도 법으론 없어요. 보조 공학 쪽으로... 

그리고 원래 보조공학이라는 것 자체가요 휠체어나 이런 게... 아직은 지원이... 교육법으로 지원

되는 건 한 개도 없어요(A5,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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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결론

보완․ 체의사소통체계의 용과 련한 황  요구에 하여 언어치료 문가와 특수교육

문가를 상으로 실시한 면담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AAC 체계 용에 요구되는 련 변인들이 상자, 환경, 재의 역으로 나뉘어 제안되

었다. 상자변인으로는 AAC 체계를 용할 때 상자의 인지  능력과 신체  특성, 상징선호도 그

리고 의사소통의도 여부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었다. 환경변인에는 AAC 도구 지원 근성과 문가 지

원 근성이 황으로 지 되었다. 한 재변인에는 양육자의 AAC 인식과 가정 학교에서의 AAC 

사용 진, 재를 한 어휘선정의 기   도구선정 기 의 요성이 부각되었다. 

둘째, AAC 체계 용을 한 세 가지 련 변인들과 연결지어 그에 따른 세 가지 지원체계가 

평가와 사회, 재 차원에서 제안되었다. 우선 평가지원체계와 련해서는 AAC 체계를 용하고 있는 

문가간 력진단 로그램 개발이 시 하 으며, 공식  비공식 평가도구의 개발과 함께 AAC 체계

를 용할 때 반드시 이 져야 할 계속평가에 한 기 개발 필요하다는 지 이었다. 재를 한 지

원 체계 확립을 해 제안된 내용으로는 상징체계와 어휘선정 기 의 개발, 다양한 재 로그램의 개

발, 진자를 한 AAC 도구 사용과 활용 교육 그리고 진자간 력모델이 개발에 한 것이었다. 특

히 AAC 체계를 이용한 평가와 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  지원체계와 련해서는 AAC 상자

의 화 상자 교육 로그램 개발이 제안되었으며, 그밖에도 AAC에 한 사회  인식 개선 로그램 

개발, AAC 도구를 한 재정  지원과 련된 구체 인 요구가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세 가지 지원체계가 이미 제안된 련변인들 각각의 하 요인과 역동 으로 

연계되어 각각의 지원 로그램과 교육 형태로 개발되어야 함이 제안되었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언어치료사와 특수교육 문가들이 AAC체계의 용과 련하여 

평가, 재, 사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구하 다. 이러한 원인과 련된 논의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AAC 체계에 한 구체 인 도입과 연구의 역사가 짧으므로 그에 한 보

과 지원체계 수립에 한 비 기간은 실제 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 다. 따라서 평가와 재, 사회지

원 반에 걸친 요구들이 도출된 것이 당연한 우리의 실이다. 본 연구에서 밝 진 바와 같은 장에

서의 다양한 요구가 모여 지원을 한 정책 수립 등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에

서도 장애와 그에 한 다양한 교육 , 치료  서비스에 한 일반의 인식을 개선하기 한 노력이 계

속되고는 있으나 AAC 체계에 하여 일반에 한 소개는 거의 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

서 각종 매체나 장에서의 AAC 련 문가들을 통한 개별 인 인식 확산 노력도 이 질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장에서의 요구에 비하여 문가 양성에서의 지원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았다. AAC 

교과목의 개설이 최근 2, 3년 사이에 진행이 되었으며, 재까지도 일부 학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 유아기 단계부터 AAC 체계에 한 구체 인 근이 가능하도록 언어치료사 양성 과

정에서 AAC 교과목 개설과 연수가 필수 으로 이 져야 할 것이다. 

AAC 체계를 통한 언어치료교육서비스의  상황을 개선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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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 인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미 언 된 AAC 체계 

용의 활성화와 지원체계 로그램의 개발에 덧붙여 문가 개개인의 노력이 우선 요구되지만 그에 

따른 문가 재교육이나 자문 로그램의 제공, 특수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개선도 병행되어야만 할 것

이다. 연구에 참여한 일부 면담 상자들은 AAC 체계에 한 고정 념에 해 지 한 바 있다. 언어치

료사들이 언어장애 아동들에게 AAC 체계를 용할 때, 일정수  이상의 지 능력이 요구된다는 생각

이나, AAC 체계는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언어치료 장에서는 

증 장애아동들에게 제스처를 통한 의사소통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자폐아동들에게는 사진자료를 병행

한 언어치료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치료방법들이 사실상 AAC 체계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다만, 보다 체계 이고 지속 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 이다. 한 구어사용을 시하고 있는 

언어치료 실에서는 AAC 체계를 구어를 체하는 방법으로 인식하여 기피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구어사용과 병행하여 보완 인 치료방법으로서 AAC체계를 사용할 필요성에 한 지 도 있었다. 일

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문가 재교육이나 자문 로그램을 통해서 문가들이 갖고 있는 AAC에 한 

견해가 쉽게 바 고 있다는 경험들을 일부 면담 상자들이 언 하기도 하 다. 둘째, 상자 심의 

AAC 체계 용을 한 언어진단을 시행할 수 있도록 문가와 가족 간의 력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김 태․박 주․민홍기, 2003; Beukelman & Mirenda, 1998; Rossetti, 2001). 재 우

리나라에서도 일부 복지 에서는 근에 의한 언어평가와 진단  치료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제

한 인 수 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여러 문 역이 존재하고 있는 센터나 병원에서 련 문가들

로 구성된 소모임을 규칙 으로 소집하여 AAC 체계 용에 한 근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한 언어 역만 존재하는 사설치료실에서도 가까운 곳의 다른 언어치료사나 특수교육 문가들과 

을 이루어 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AAC 체계 용을 한 력 의 구성에 

상자의 부모나 가족, 주 화상 자가 포함된다면 보다 질높은 언어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AAC 체계 용의 활성화를 해서는 문가가 장에서 AAC 체계 용을 한 문 서

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연결시켜주는 조정자(coordinator) 는 문 수련자(supervisor) 역할을 

할 수 있는 문가 양성이 시 한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AAC 용 상자와 그 가족에 한 

사회의 이해와 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입안자들의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 으로 개함으로써 구

체 인 사회 , 재정  지원이 이 질 수 있는 지원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언어치료  에서 이 진 AAC 체계 련 연구는 부분 AAC체계

의 용 효과에 련된 연구들이었다. 따라서 언어치료사들에 의한 AAC 체계 용 실태를 밝히고, 실

제 용에서의 어려움과 구체 인 지원요구를 제안한 것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을 보완하기 한 후속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AAC 체계 제공자인 교사와 치료사같은 문가만을 상으로 하 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의 부

모나 사용 상자인 아동  성인을 상으로 보다 세부 이고 직 인 지원 요구에 한 연구가 이

어져야 할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개별 면담을 이용한 방법만을 사용하 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련 문 분야마다의 집단내 심층 면 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에 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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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토 로 설문조사와 같은 양 연구를 실시하여 보다 많은 

련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실질 인 지원 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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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pport Needs Perceived by the Speech Therapists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on AAC Application: 

A Qualitative Inquiry 

Young Tae Kim
(Dept. of Special Education &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Hee Ran Lee
(Dept. of Communication Disorders, Hyejeon College)

So Hyu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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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upport needs by the speech therapists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on the AAC application in Korea. Interviews with 8 AAC specialists (speech 

therapists,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professors) from 3 different clinical settings and 

universities were conducted and analyzed by using a qualitative constant-comparative design. 

Three themes emerged from the qualitative analysis: (1) the AAC user, (2) the environment, and 

(3) intervention. In addition, three support needs were assessment support, social support, and 

intervention support. The subthemes from the first support need were a program of collaborative 

team approach, the development of informal and formal tests, and the development of criterion of 

on-going assessment for the AAC. Four subthemes from the second support need were the 

criterion of symbol and word selection, the intervention program, the AAC method of education for 

the facilitators, and the program of the collaborative team approach for the facilitators. Three 

subthemes from the third support need were the education for the communication partners, the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social acceptance, and the economic support for the AAC.

Key Words: qualitative study, AAC, language disorders, language therapist, special education 

teac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