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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연․박은혜․표윤희. 보완․대체의사소통체계(AAC) 사용자의 문해력 중재에 대한 연구문헌 분석. 

언어청각장애연구, 2008, 제13권, 제2호, 308-327. 배경 및 목적: 장애아동에 대한 AAC 중재연

구는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최근에는 문해력 중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학습 효과

성이 강조되고 중도장애학생의 문해력 학습에 대한 권리가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AAC

를 사용하는 아동들의 문해력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중재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문해력 중

재 관련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는 국내외 문헌들을 통해 그 동향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문해력 중재 

요소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방법: 이를 위하여 2000년 이후에 발표된 논문을 

체계적으로 검색하여 논문 선정 기준에 맞는 총 30편의 국내외 연구 논문을 선정하였고, 연구 대상

자의 장애 유형과 연령, 연구방법, 중재 방법, 종속변인 유형을 바탕으로 하여 AAC 사용자의 효과

적인 문해력 중재 요소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과: AAC 사용자의 문해력 교수의 중재 요소는 크게 

적절한 반응과 촉진 교수(4편), 환경의 질 높이기(4편), 직접교수법(5편), 통합적 AAC 중재(11편), 

대화상대자 훈련(1편), 컴퓨터 활용 교수(5편)를 통한 중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재 요

소들을 AAC 의사소통체계를 기반으로 분석해본다면 30편의 논문 중 음성출력 도구(VOCA)를 이

용한 연구는 14편, 그림카드와 낱말카드 등의 상징을 이용한 연구가 모두 15편이었고, 이야기책을 

사용한 연구가 5편, 컴퓨터를 활용한 연구가 5편이었다. 논의 및 결론: 연구 결과 나타난 효과적인 

교수변인별의 종합적 논의와,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AAC 사용자의 문해력 연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중도장애, 보완대체의사소통, 문해력, 음성출력의사소통도구, 읽기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문해력은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읽고 쓰는 활동을 통해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

를 표현한 글을 읽고 쓰기 위한 최소한의 능력을 말한다. 이것은 문자로 쓰여진 글의 내용을 추측하

여 이해하는 단순한 읽기, 쓰기와는 다르다. 메시지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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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생성해내는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며(Harris & Hodges, 1995), 사회적으로는 개

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능력이다. 문해력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고, 

정보 수집을 통해 이해하고 비판하며 분석하여 사고과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

이다(Beukelman & Mirenda, 2005).

이러한 문해력은 학습 요소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 조직하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중도장애 아동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문해력 학습의 어려움을 가진다. Beukelman & 

Mirenda (2005)는 중도장애아동의 문해력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을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설명하

였다. 내적 방해요인은 신체, 인지, 언어, 동기의 문제이다. 신체장애가 있는 아동은 주변 환경에 대한 

경험과 탐색활동의 기회가 부족하며(Blischak, Lombardino & Dyson, 2003), 이러한 어려움은 읽고 쓰

는 내용이 되는 경험의 제한으로 이어지며 타인과의 상호작용할 기회가 제한된다. 또한 구강주변의 

근육조절, 협응의 문제로 인한 표현 언어문제를 나타낸다.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의 장애는 사

회․정서적 발달에 매우 큰 영향요인이 되며, 학령기 동안에 겪었던 입원과 치료, 수술 등의 경험은 

장애 아동의 성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신체장애가 있는 아동은 말을 하더라도 단어의 조합이나 짧

은 구를 사용하게 되어 문장구조를 익힐 기회가 제한되고 서투르게 되어 불완전한 문장, 덜 복잡한 

문장, 문법적으로 부정확한 문장 구조를 습득하게 된다(Beukelman & Mirenda, 2005).

보완․대체의사소통체계(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system: AAC, 이하 AAC) 

사용자의 문해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으로는 문해 활동에 접근할 수단의 부족, 제한된 기

회, 부정적 태도와 낮은 기대가 있다. 중도장애아동은 학교에서 발표할 기회와 질문할 기회, 대답할 

기회 등이 일반아동들에 비해 적게 주어지며(Katims, 2001), 또래들보다 읽고 쓰는 교수의 양이 적고 

문해 활동에 대한 학습 환경에 덜 노출되고 문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덜 제공받게 된다

(Beukelman & Mirenda, 2005). 또한 문해력 기술을 교수해도 향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예측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을 장벽으로 지적하고 있다(Downing, 2005). 그러므로 중도장애아동의 문해력 

신장을 위해서는 아동의 신체적, 언어적, 인지적,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장벽이 되는 요인

을 파악하여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AC 중재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중도장애 아동의 문해력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

안되고 있다. AAC 중재는 지난 20년 동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다양하게 

응용되어 왔으며(Loncke, 2003), 국내에서도 중도장애 아동의 대안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확대되고 있다(김정연․박은혜, 2006). 그리고 최근에는 학령기 장애아동의 교육과정과 연계

한 학습지도전략으로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전 영역에 걸친 체계적인 지도의 중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Downing, 2005). 

AAC를 사용하는 아동들은 그림상징을 이용하여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 전통적인 쓰기와 유사

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글자를 습득하기 이전에 쓰기학습을 전혀 도입하지 않는 것보다 그림상징을 

이용하여 의미를 연결하여 표현하는 AAC의 지도는 문해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박은혜 외, 2007). 

Hetzroni (2004)는 조기에 AAC를 사용하는 아동은 그림상징을 통해 생각과 그림상징을 연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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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우게 되므로  문해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전통적인 문해력과도 유사

한 과정으로 구어 표현을 할 수 없더라도 읽기 기술의 발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Bishop, Byers-Brown & Robson (1990)은 AAC 사용아동은 1) 그림상징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의미

를 가진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이러한 이해는 추후 그림상징 뿐 아니라 글자가 무엇을 나타낸다는 

것을 쉽게 학습할 수 있으며, 2) 상징을 연결하여 의미를 표현하는 것을 통해 글의 방향성

(directionality) 개념을 배울 수 있고, 3) 거의 항상 그림상징과 글자가 같이 제시되므로 글자와 단어, 

글자의 소리 등의 관계가 있다는 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Hetzroni (2004)도 그림상징

을 통해 의미 있는 의사표현을 하면서 단어지식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고, 그림 상징을 연결하여 문

장 형태를 표현하면서 구문론적 인식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문해력 기술은 언어의 접근성을 높여 학습과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는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인 상황에서 더 많은 참여와 선택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Foley, 1993). 또한 

문해력의 습득은 학령기 아동의 자기 표현력과 독립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새로운 환

경에 적응하거나 일반학교로의 통합을 앞두고 있는 장애 아동에게는 학문에 접근할 수 있고 학업과 

원활한 학교생활의 참여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임미화․박은혜․김정연, 2006). 또한 문해력 기술은 

AAC 사용자에게 진단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과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자기표현과 독립

생활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AAC 도구를 활용하여 문해력 습득을 도와주며, 인터넷 등 일반인들

이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하게 하고 교육이나 직업의 기회를 확장해주므로 중요하다. 특히, 중도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의사소통에의 문을 열고, 좀 더 완전하고 이해 가능한, 자기 주도적인 상

호작용에의 접근을 제공”하며(Koppenhaver et al., 1993), 이러한 능력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학습에 

중요하다. 또한 이들이 가진 신체적인 손상으로 인해 신체적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으로부터 제외될 

가능성이 많지만, 문해력 능력은 학업기술, 레저기술, 독립적 생활기술, 개인적 충족의 기회를 증가시

킨다(Heller, 2005). 

비교적 최근에 들어 이러한 중도장애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읽고 쓰는 문해력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Erickson, Koppenhaver & Yoder (2002)는 중도장애학생들도 읽고 쓰는 문해력 교수

를 받아야 하며,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문해력 권리헌장(A Literacy Bill of Rights)을 국제보완

대체의사소통학회의 공식 출판물인 Waves of words에 게재하였다. 그 내용은 장애의 정도에 상관없

이 모든 사람은 1) 읽고 쓰기를 학습할 기회를 가질 권리, 2) 접근성, 명확성, 의미성, 언어 및 문화적 

적절성을 가진 출판물에 대한 권리, 3) 출판물을 읽고 쓰거나 들을 때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권

리, 4) 읽고 쓰는 능력을 통해 생활 속에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 5) 문해력 교수와 사용을 포함

하는 생애주기에 걸친 교육 기회에 대한 권리, 6) 문해력 교수방법과 원칙에 대한 지식이 있는 교사와 

서비스 제공자들을 가질 권리, 7) 인쇄물 사용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제공하는 환경에서 살고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문해력 권리장전은 문해력 교수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문해력에 대한 권

리가 AAC를 사용하는 장애학생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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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습득의 중요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모든 보완대체의사소통 사용자들이 일생에 걸쳐 문해력 발달을 

지원하는 중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AAC사용자의 의사소통 및 문해력 교수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최근의 특수교육 및 언어치료의 동향을 통해 중도장애아동들의 문해력 교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교수방법적인 측면에서도 구어 이외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실제적 

의사소통 능력의 확대 및 생활 속에서의 읽고 쓰기 능력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AAC관련 연구들의 대부분이 의사소통의 초기 중재에 해당하는 의사소통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문해력에 대한 연구는 최근 몇 년 전부터 보고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AAC를 활용한 문해력 중재에 대한 최근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AAC를 사용하는 아

동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어떠한 중재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중재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문헌 선정 기준

문헌 선정 기준은 1) 2000년 이후의 논문 중 AAC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 중재 연구로, 2) 

중재는 AAC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중재에 사용된 보완대체 의사소통 방법은 도구와 비도구 사용 모

두를 포함하였다. 3) 종속변인은 Koppenhaver et al. (1993)의 연구에서 제시된 문해력의 4요소인 의사

소통, 듣기, 읽기, 쓰기를 독립변수로 다룬 실험논문을 선정하되 단순한 발성, 발화 증진이나 의사소통 

기능만을 종속변인으로 한 연구는 포함하지 않았다.

2. 문헌 분석 절차

이상의 기준에 의해 2000년 이후에 국내와 해외에서 이루어진 중재에 대한 논문을 검색하였다. 

1차로 논문 검색을 위해 literacy, AAC, reading, word, written, communication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

여 ERIC, ProQuest, EBSCOhost와 같은 검색엔진을 통해 필요한 연구 논문들을 찾아냈다. 2차로는 

literacy, AAC 등에 대한 문헌 자료로부터 참고 문헌 목록을 검토하였다. 3차로는 한국 교육학술 정보

원(KERIS)의 자료검색과 특수교육 관련 학회지를 검색하여 10편의 국내 관련 논문을 선정하였다. 위

의 과정을 통해 검색한 논문들의 초록 및 연구방법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총 30편을 본 연구에서 비

교 분석할 논문들로 선정하였다. 

30편의 논문은 연구 대상자, 연구방법, 중재방법, 종속변인의 유형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각 연구에서 사용된 AAC 중재요소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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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 대상 논문 목록

논문
대상

연구방법 중재방법 독립변인 종속변인
장애명 연령 N

김현주(2002) CP
a) 6.5～

7.0
3

대상자간 
중다간헐 
기초선설계

전문가에 
의한 1:1 지도

핵심어휘의 직접교수를 
통한 상호작용적인 
이야기책 읽기

읽기 행동과 
글자인식 능력

김정연․박은혜
(2006)

CP
16.5
～
17.5

3
대상자간 
중다간헐
기초선설계

수업상황에서
의 교사의 
지도

수업상황에서의 
그림글자상징 대화책, 
손짓기호를 이용한 
말하기, 읽기 지도

그림상징, 낱말을 
이용한 수업관련 
의사소통 행동의 
발생빈도

고진복․전병운
(2006)

CP
9.3～
11.5

3
대상자간 
중다간헐
기초선설계

교사에 의한 
1:1 지도

VOCAe) (Kids 
voice)를 활용한 지도

어휘 확장, 
어휘표현의 적절성, 
어순 표현의 적절성

박나리․채수정
(2007)

CP 8.4 1
상황간중다간헐
기초선설계

전문가에 
의한 1:1 지도

시간 지연 및 요구-
모델 방법을 이용한 
AAC 중재

의사소통 행동과 
통문자 습득 

이경순․박은혜
(2006)

MR
b) 6.0～

7.0
7

대상자간 
중다간헐
기초선설계

수업상황에서
의 교사의 
지도

교사훈련과 
그림글자상징을 이용한 
표현하기 훈련

의사소통행동의 
빈도와 기능적 
사용능력, 그림 
상징의 사용빈도

임미화․박은혜
․김정연(2006)

CP 
중복
장애

5.8～
8.11

3
대상자간 
중다간헐
기초선설계

전문가에 
의한 1:1 지도

VOCA를 이용한 
읽기지도: 최대촉진법, 
소거절차

VOCA를 이용한 
읽기행동과 글자인식 
능력

주연진․박은혜
․표윤희(2007)

CP
8.6～
9.5

3
대상자간 
중다간헐
기초선설계

교사에 의한 
1:1 지도

낱말변별을 위한 
이야기책 읽기중재: 
그림책의 삽화카드와 
낱말카드 이용

단음절, 다음절 낱말 
변별 능력

표윤희․박은혜
(2002)

CP
6.7～
8.3

3
대상자간 
중다간헐기초선
설계

수업상황에서
의 교사의 
지도

문자의사소통판을 
이용한 직접 교수

문자를 이용한 
수업관련 자발적 
의사소통 행동의 
발생빈도

표윤희․박은혜
(2007)

CP
8.0～
10.0

3
대상자간 
중다간헐
기초선설계

수업상황에서
의 교사의 
지도

VOCA를 이용한 
보완적언어체계 접근 
(SALf))을 통한 중재

의사소통행동의 
발생빈도, 다양성, 
양식의 형태 변화, 
상징조합 빈도

여광응․박현옥
․박선애(2007)

CP
11.5～
12.0

3
교대중재
설계

교사에 의한 
1:1지도

VOCA(Cheap Talk)를 
이용한 AAC 중재

의사소통 행동과 
낱말 읽기 능력

Basil & Reyes 
(2003)

다운
증후군
PMDc)

MR, 
자폐 

8.8～
14.11

6 사전사후 검사
전문가에 
의한 1:1 지도

음성출력도구(Delta 
Messages)와 
발판교수를 이용한 읽기, 
쓰기활동 중재

낱말, 문장 받아쓰기, 
완성하기, 짧은 글 
읽고 질문에 답하기, 
간단한 질문에 어휘나 
문장을 선택하여 
답하기

Bedrosian et 
al. (2003)

자폐 14.10 1 AB설계
전문가에 
의한 1:1 지도, 
또래 교수

음성출력도구(Light 
WRITER)를 이용한 
비장애 또래 중재 
(공동계획, 쓰기, 
수정하기, 완성하기)

이야기 계획 관련 
행동, 쓰기 행동

Bosseler & 
Massaro
(2003)

자폐 7～12 8
사전사후
검사

수업상황에서
의 교사의 
지도

Language Wizard를 
이용한 어휘지도

어휘 습득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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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계속)

논문
대상

연구방법 중재방법 독립변인 종속변인
장애명 연령 N

Brandy (2000) 자폐 5～6 2 사례연구
교사에 의한 
1:1지도

VOCA를 이용한 
어휘지도

사물관련 어휘 
습득능력, 요구하기 
기술

Coleman-
Martin et al.
(2005)

CP, 
자폐
뇌손상

11～
16

3
상황간중다
기초선설계

수업상황에서
의 교사의 
지도

CAIg)를 활용한 
비구어읽기접근 
(NRA

h)
)

CAI를 이용한 
비구어 읽기 능력, 
읽기 이해력과 
독립적 단어 
인식능력

Drager et al.
(2006)

자폐 4～5 2
상황간중다
기초선설계

전문가에 
의한 1:1 지도

놀이 활동을 통한 
보완적 언어 모델링

상징이해와 산출 
능력

Fallon et al.
(2004)

MR, CP

다운

증후군

9.5～

14
5

대상자간 

중다간헐

기초선설계

수업상황에서

의 교사의 

지도

직접 교수를 이용한 

음소와 단어의 첫소리를 

짝지어 읽기

음운 인식능력, 

단단어 읽기 능력

Hetzroni & 
Shalem(2005)

자폐
10～

13
6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설계

교사에 의한 

1:1 지도

컴퓨터를 활용한 철자 

상징의 지도(소거절차 

이용)

철자 인식 능력

Foley & 
Stalpes (2003)

자폐
22～

35
5 사례연구

집단상황에서

의 전문가의 

지도

문해 중재 프로그램 

(환경수정, 주제 

중심접근, 다중양식 사용)

의사소통 기술과 

문해 기술의 수준 

Harris & 
Reichle (2004)

다운

증후군

3.10～

5.4
3

활동간중다기초

선설계

전문가에 

의한 1:1 지도

그림의사소통상징 

(PCS
i)
)을 이용한 

도구적 언어자극

상징의 이해와 산출

Koppenhaver 
& Erickson
(2003)

자폐, 

PDDd)
3.3～

3.7
3

사전사후

검사

집단상황에서

의 전문가의 

지도

문해 중재 

프로그램(환경수정, 

문해 자료 제공, 

쓰기공학도구 활용)

독립적 책 탐구, 

활동선택, 이름쓰기

Lund & Light
(2003)

CP
29～

30
2

행동간중다기초

선설계

전문가에 

의한 1:1 지도

직접교수(문법규칙 

설명, 맞는 것과 틀린 것 

고르기, 틀린 것 

교정하기)

형용사구, 조동사, 

소유대명사, to 

부정사 학습능력

Millar, Light & 
McNaughton
(2004)

CP 7～10 3

대상자간 

중다간헐

기초선설계

교사에 의한 

1:1 지도

직접 교수(의미 있는 

쓰기, 쓰기 관련 활동)
받아쓰기 성취율

Ottem(2001)
언어

장애
9 1 사례연구

교사에 의한 

1:1 지도

컴퓨터를 활용한 블리스 

상징, 그림문자, 

조음상징의 지도

철자 읽기 능력

Schlosser & 
Blischak
(2004)

자폐 8～12 4 교대중재설계
전문가에 

의한 1:1 지도

음성출력장치를 이용한 

철자 

교수법(구어/구어와 

문자/문자 피드백)

철자, 글자의 순서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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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계속)

논문
대상

연구방법 중재방법 독립변인 종속변인
장애명 연령 N

Skotko, 
Koppenhaver 
& Erickson
(2004)

레트

증후군
3.6～7 4

변수간 

상관분석/ 

다중회기 분석

부모에 의한 

1:1 지도

PCS와 보조공학을 

이용한 자녀와의 

책읽기에 대한 부모교육

아동의 의사소통 

행동, 부모의 

읽기전략 수정 행동

Soto, Yu & 
Hennenberry
(2007)

PMD 8 1 사례연구
교사에 의한 

1:1 지도

VOCA를 이용한 

교사와의 1:1 책읽기,  

이야기 쓰기, 그림 

이야기 만들기 지도

이야기 기술의 변화, 

이야기 구조의 이해

Trudeau, 
Cleave & 
Woelk (2003)

지체

장애 

다운

증후군

5.5～

5.10
2

사전사후

검사

부모에 의한 

1:1 지도

VOCA와 발판교수를 

활용한 엄마 아동간 

상호작용적 책읽기 교수

이야기 책읽기 참여 

행동

Tumlin & 
Heller (2004)

지체

장애

16～

21
4 반전설계

교사에 의한 

1:1 지도

단어예측 

프로그램(Co-Write)을 

이용한 개별교수

타이핑 속도, 철자 

오류 빈도

Vedora & 
Stromer (2007)

MR
14～

17
2

중다간헐

기초선설계

교사에 의한 

1:1 지도

컴퓨터 기반 학습을 

통한 철자 교수

그림이름 말하기, 

목록읽기, 분류하기, 

철자의 정확성

a)CP: Cerebral Palsy, b)MR: Mental Retardation, c)PMD: Pelizaeus-Merzbacher Disease, d)PDD: Pervasive Devel-

opmental Disorders, e)VOCA: Voice Output Communication Aids, f) SAL: System for Augmenting Language, 
g)CAI: 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h)NRA: Nonverbal Reading Approach, i) PCS: Picture Communication 

Symbol  

Ⅲ. 연구 결과

1. AAC 사용자의 문해력 중재에 관한 연구 동향

연도별 연구를 분석해보면, 총 30편의 연구 중 해외연구에 비해 국내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의 수가 많았다. 본 문헌 검색에서 확인한 30개 연구 자료의 대상자를 분석해 본 결과, 연구에 참

여한 대상자는 총 99명이었는데, 조사대상은 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수준의 아동들로 이들 중 대

부분은 자폐와 뇌성마비를 대상으로 하였다. 0～5세 아동을 한 명 이상으로 한 연구는 6편(20.0%), 

6～11세는 19편(63.3%), 12～17세는 12편(40.0%), 18세 이상은 3편(10.0%)이었다. 뇌성마비 아동 한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자료는 15편(50.0%), 자폐성장애 10편(33.3%), 정신지체 6편(20.0%), PMD와 

전반적 발달장애 각 2편(6.7%), 언어장애와 레트증후군이 각 1편(3.3%)이었다. 

연구방법별로는 단일대상연구가 21편(70.0%),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연구가 4편(13.37%), 변

수간 상관분석 및 다중회기 분석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1편(3.3%), 사례연구가 4편(13.3%)이었다.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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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구에서의 종속변인은 주로 관찰에 의한 양적 자료수집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또한 단일대상연

구방법을 사용한 21편 중 17편이 중다기초선설계를 사용하였다.   

중재방법별로 분석해보면 중재자와 아동의 1:1교수가 21편(70.0%)이었고, 수업시간이나 집단 

상황에서 실시된 연구가 9편(30.0%)이었다. 중재자는 교사에 의해 실시된 연구가 17편(56.7%), 언어치

료사나 전문가에 의해 실시된 연구가 9편(30.0%), 부모훈련을 통한 중재가 2편(6.7%), 또래를 활용한 

연구가 1편(3.3%), 전문가와 또래중재가 같이 실시된 연구가 1편(3.3%)이었다. 

종속변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철자, 단어 읽기 등의 문해력 기술 향상에 대한 연구가 19편

(63.3%)으로 대다수였으며(고진복․전병운, 2006; 김현주, 2002; 임미화․박은혜․김정연, 2006; 주연

진․박은혜․표윤희, 2007; 표윤희․박은혜, 2002; Basil & Reyes, 2003; Bedrosian et al., 2003; 

Bosseler & Massaro, 2003; Brandy, 2000; Coleman-Martin et al., 2005; Fallon et al., 2004; Hetzroni 

& Shalem, 2005; Foley & Stalpes, 2003; Lund & Light, 2003; Millar, Light & McNaughton, 2004; 

Ottem, 2001; Schlosser & Blischak, 2004; Tumlin & Heller, 2004; Vedora & Stromer, 2007), 그림과 

철자가 포함된 상징읽기를 증가시키는 연구가 7편(23.3%)이었으며(김정연․박은혜, 2006; 박나리․

채수정, 2007; 여광응․박현옥․박선애, 2007; 이경순․박은혜, 2006; 표윤희․박은혜, 2007; Drager et 

al., 2006; Harris & Reichle, 2004), 책에 대한 관심, 초기 문해 행동의 증가, 이야기 관련 행동 증가 등 

초기 문해력 기술에 대한 연구가 4편(13.3%)이었다(Koppenhaver & Erickson, 2003; Skotko, 

Koppenhaver & Erickson, 2004; Soto, Yu & Hennenberry, 2007; Trudeau, Cleave & Woelk, 2003). 

2. AAC 사용자의 문해력 중재에 대한 분석 결과

각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도입한 다양한 중재요소들은 크게 여섯 가지 범주로 살펴보았다. 이 

범주는 1997년～2003년까지 중도장애아동의 AAC 중재연구 34편에 사용된 중재요소를 분석한 Snell & 

Hoover (2003)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AAC 사용자의 문해력 교수의 중재 요소는 크게 적절

한 반응과 촉진 교수(4편), 환경의 질 높이기(4편), 직접교수법(5편), 통합적 AAC중재(11편), 대화상

대자 중재(1편), 컴퓨터 활용 교수를 통한 중재(5편)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들이 도입한 

다양한 중재요소들은 <표 -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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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AC 사용자를 위한 문해력 중재의 요소와 내용

중재요소 내용 논문

적절한 

반응과 

촉진 교수

언어적 자극, 모델링, 신체적 촉진을 통한 

교수, 구어피드백, 구어와 문자 피드백, 문자 

피드백

이경순․박은혜, 2006; 임미화․박은혜․김정연, 

2006; Drager et al., 2006; Schlosser & Blischak, 2004

환경의 질 

높이기

이야기 책 읽기 중재,  상호작용적 책읽기 

교수, 선호하는 물건, 활동 제공

주연진․박은혜․표윤희, 2007; Skotko, 

Koppenhaver & Erickson, 2004; Soto, Yu & 

Hennenberry, 2007; Trudeau, Cleave & Woelk, 2003

직접

교수법

요구하기를 통한 학습 유도, 음소와 단어의 

첫소리를 짝지어 읽기, 문법규칙 설명, 맞는 

것과 틀린 것 고르기, 틀린 것 교정하기

김현주, 2002; 표윤희․박은혜, 2002; Fallon et al., 

2004; Lund & Light, 2003; Millar, Light & 

McNaughton, 2004

통합적 

AAC 중재

다중양식, VOCA를 활용한 체계적 촉진 

절차, 강화, 시간 지연, 요구- 모델링 

등의 환경교수법, 주제 중심접근, 

환경수정, 문해 자료 제공, 쓰기공학도구 

활용

고진복․전병운, 2006; 김정연․박은혜, 2006; 

박나리․채수정, 2007;  여광응․박현옥․박선애, 

2007; 표윤희․박은혜, 2007; Basil & Reyes, 

2003; Bosseler & Massaro, 2003; Brandy, 2000; 

Foley & Stalpes, 2003; Harris & Reichle, 2004; 

Koppenhaver & Erickson, 2003

대화상대

자 중재

또래 중재(공동계획, 쓰기, 수정하기, 

완성하기), 대화상대자를 통한 훈련
Bedrosian et al., 2003

컴퓨터 

활용 교수

컴퓨터 기반 학습을 통한 철자 교수, 

단어예측 프로그램(Co-Write)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철자 상징 및 

문해력 지도

Coleman-Martin et al., 2005; Hetzroni & 

Shalem, 2005; Tumlin & Heller, 2004; Ottem, 

2001; Vedora & Stromer, 2007

적절한 반응과 촉진은 인지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연령이 어린 아동들에게 새로운 행동을 습

득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며, 구두 언어와 제스처 등을 보여주고 모델링하도록 하거

나 신체적인 촉진 방법을 통한 중재가 사용되었다. 이야기책 읽기 등의 환경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가르치고자 하는 글자에 색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주고 목표 낱말을 연구자가 강조

하여 읽어주면서 해당하는 낱말 카드를 제공하여 각 글자마다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주는 과정을 거

쳐 낱말카드와 그림카드를 연결하는 단음절 낱말에 대한 교수를 중재에 포함하였다. 직접교수법을 사

용한 연구에서는 그림카드와 같은 로우테크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기술과 같은 하이테크를 이용하더

라도 교사의 직접 교수 절차가 포함되었다. 새로운 AAC 방법에 대한 초기 중재를 위해 사용된 직접 

교수의 사용은 아동이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중재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많은 

연구들은 여러 가지 중재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통합적 AAC 중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AAC 사용

자가 중도장애아동일 경우 적용되었다. AAC 중재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통합된 형태의 중재를 선호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Lonck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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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중재를 통한 대화상대자 훈련을 실시하여 또래와 함께 이야기쓰기 과제를 협력하여 공동

으로 계획하고 글을 쓰고, 수정하여 완성하는 중재방법도 사용되었다. 컴퓨터 교수 프로그램을 이용

한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절차 속에서 단어나 그림 상징 등을 인식하는 것을 지도한 후 훈련단계를 거

쳐 점진적인 촉진과 피드백으로 어휘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다양한 음성 피드백과 여러 가

지 상황에서의 반복학습과 비구어 읽기학습 상황을 제공하여 교사와 학생, 학생과 컴퓨터 보조교수, 

교사와 컴퓨터 보조교수와 학생 등의 상황에서 실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AAC를 기반으로 하는 중재 요소들을 분석해 본다면 30편의 논문 중 음성출력 도구(VOCA)를 

이용한 연구는 14편(46.7%), 그림카드와 낱말카드 등의 상징을 이용한 연구가 모두 15편(50.0%)이었

고, 이야기책을 사용한 연구가 5편(16.7%), 컴퓨터를 활용한 연구가 5편(16.7%)이었다. 음성출력 도구

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단서주기 전략을 사용하여 그림과 글자를 함께 제시한 후 그림을 삭제하고 글

자만을 제시하여 고정시간지연 방법과 촉진 절차를 사용하여 읽기를 지도하였다. 그림이나 낱말카드 

등의 상징을 이용한 연구는 몇 개의 그림을 선정하여 구어로 말한 후 각 음소를 발음하게 한 뒤, 각 

그림에 이름을 붙이고 교사가 읽고 아동이 따라 말하게 한 후 혼자서도 읽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단어 

읽기를 지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상징을 사용한 문해력 중재는 철자 인식 능력(print 

awareness), 글의 방향성(directionality) 개념과 글자와 단어, 글자의 소리의 관계(Bishop et al., 1990)

의 학습을 촉진하였다(Basil & Reyes, 2003; Bedrosian et al., 2003; Hetzroni & Shalem, 2005; Lund & 

Light, 2003; Millar, Light & McNaughton, 2004; Ottem, 2001; Schlosser & Blischak, 2004; Vedora & 

Stromer, 2007). 그림이나 낱말카드 등의 사용은 AAC 사용자의 단어 지식의 발달을 촉진하고, 그림 

상징을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어봄으로써 구문론적 인식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AAC 사용자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방안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전

제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AAC 사용자 문해력에 대한 30편의 연구 참여자를 분석해 본 결과 뇌성마비아를 대상으

로 한 연구가 15편(50.0%)으로 가장 많았고, 자폐성장애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0편(33.3%), 정신지체

가 6편(20.0%)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의 AAC 사용자의 문해력 연구만을 분석해 볼 때 10편 중 9편

(90.0%)이 지체장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폐 및 정신지체, 뇌성마비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의 동향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AAC 문해력 중재 방법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중재자와 아동간의 1 : 1 교수가 21편

(70.0%)이었고 수업시간이나 집단 상황에서 실시된 연구는 9편(30.0%)에 불과하다. 이는 AAC 중재가 

일반적으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의도에 맞추어 통합적인 환경에서 자연적인 절차를 포함

하는 자연주의적 언어중재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문해 학습과 관련한 지도는 교사, 언어치료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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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 의한 개별적 중재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연령이 어린 AAC 사용자의 문해력 지도

는 읽고 쓰는 과정에 아동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의미에 중점을 두고, 생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

로 구어와 문어 모두를 포함하는 언어기술의 통합을 강조한다(Smith & Blischak, 1997). 총체적 언어

교수 접근의 맥락에서 구어 능력이 부족한 장애아동들을 위한 총체적 보조적 언어 교수 접근(whole 

aided-language approach)에서는 언어교수의 모든 원리에 추가하여, 1) 구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모

든 아동들에게 의사소통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2) 하루의 모든 

활동에 걸쳐서 보완적 언어자극 방법(aided language stimulation techniques) (Goossens, Crain & Elder, 

1992)이 사용되어야 하고, 3) 초기 구어 발달이나 일과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교수해야 한다고 하였다(Musselwhite & King-DeBaun, 1997). AAC 사용자의 문해력 교수는 자연주

의적인 언어중재를 통한 기능적인 읽기(functional reading)에 초점을 두어야 하나, 문해력에 대한 선

행학습 및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경우 1 : 1의 직접교수를 통한 문해력 중재는 아동의 

읽기 및 쓰기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AAC 사용자의 문해력 중재요소로서 아동의 읽기수준에 따른 적절한 반응과 촉진 교수는 

효과적이었다. 아동의 읽기 수준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Snow et al. (1998)이 제시한 독립적

인 읽기 수준, 교수적인 읽기 수준, 좌절스러운 읽기 수준의 세 수준 중 아동이 성공적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도의 독립적, 또는 교수적 수준의 읽기 과제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문해력 관련 

활동 중의 의사소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과, 접근성 있는 문해력 자료를 제시해줄 것과 

문해력 사용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Smith & Blischak, 1997). 구어 사용에 제한이 있는 중

도장애아동들에게도 이러한 질 높은 교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수

준의 내용과 인쇄물의 형태(글자, 그림 상징 등)를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기대와 성공 가

능성을 높이고 아동의 참여를 보다 많이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넷째, AAC 사용자의 문해력 교수를 위해서 환경의 질을 높이는 교수적 수정 전략이 효과적으

로 사용되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풍부한 문해 환경을 구성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

고, 또래나 부모 등 대화상대자와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은 문해 활동의 참여를 높인다

(Bedrosian et al., 2003; Downing, 2005). 아동 초기일수록 그림이 포함된 읽기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

도록 환경을 구조화해주고 제공해 줄 경우에는 아동의 읽기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문해력 학

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교수 환경에서 신체능력 및 잔존 감각, 학습 특성을 고

려하여 환경을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Downing, 2005). 장애아동의 읽기 능력을 방해하는 인지, 

신체 및 감각 요인을 먼저 밝히고 신체적인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교수적 수정을 통해 환경의 질을 

높이는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지체장애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환경, 방법, 전략 등 교수적 수정

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효율적인 손 기능과 눈과 손의 협응을 위한 최적의 자세와 아동의 특성에 따

라 필요한 도구와 자료 제시 방법, 읽고 쓰기를 위해 대안적인 방법, 보조 도구의 제공 등이 중재절차

의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다섯째, 연구에 포함된 문해력 중재요소들은 하나의 단일 요소보다는 통합적 AAC 중재로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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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 접근 방법이 효과적임을 지적하였다. 문자 이외에 보완적인 상징이나 그림 등을 통한 문해력의 

지도는 시각적 상징체계를 사용하는 AAC 사용자들이 시각적 분석능력이나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기 때문에 추후 읽기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분석적인 읽기 

이해력을 중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AAC를 사용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Ratcliff & Little, 1996, Smith

(2005)에서 재인용). 또한 AAC 도구를 사용하여 문해력을 지도하게 되면 AAC 사용자에게 구어의 이해

를 도울 수 있다. 이는 주요 어휘를 수화나 그림상징으로 보여주게 되면 장애아동의 관심도 더 끌 수 

있게 되고 성인의 말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효과도 있으며 중요한 단어가 강조되어 추가적인 시각적 정보

를 가지게 되므로 아동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도 있다. 또한 구어사용

이 거의 어려운 경우에는 대안적인 표현방법이 되기도 하며, 글자로 프린트가 되는 경우는 특히 운동능력

에 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 매우 유용하다(박은혜 외, 2007). Cockerill & Carroll-Few (2001)은 그림 중심

의 AAC가 제한된 구어능력을 가진 아동의 경우 문해력 향상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합된 환경에서의 문해력 중재 시 컴퓨터 및 공학을 활용한 중재가 효과적이다. 

컴퓨터 기반 학습을 통한 쓰기 지도는 장애 아동에게 문해 활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다양한 언

어경험에 기초한 총체적 언어교육을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 또래교수, 녹음테이프 사용, 컴퓨터 보조

학습 등의 방법은 좋은 중재 전략이 된다(Coleman-Martin et al., 2005; Hetzroni & Shalem, 2005; 

Tumlin & Heller, 2004; Ottem, 2001; Vedora & Stromer, 2007). Hetzroni (2004)는 언어 표현의 어려움

과 함께 문해력 활동의 기회가 제한적인 장애아동들에게는 컴퓨터, 철자점검프로그램 등과 같은 보조

공학적 접근이 도움이 되며, 문해력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초기 능력 수준 

및 능력 기능 단계에 대해서 별도로 평가하거나 분석하지 않았다. 즉, 대상자별 의사소통 기능과 학습 

능력에 따른 차이를 분석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둘째, 2000년 이후의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능력에 따른 AAC와 어휘 수준, 기능성 측면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 않았다. 대부분

의 연구들은 문해력 중재 요소에 다양한 중재전략을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절차의 효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바탕으로 한 향후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해력 중재전략에 대한 개

별적인 절차와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양한 장애 유형과 특성, 개개

인의 아동의 내적 외적 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문해력 중재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

며, 이러한 문해력의 지도는 자기 표현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중도장애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문해력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한 단어 위주나 실용적인 면에서의 기

능성을 강조하다보니 어순,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문법적인 접근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읽기 능력의 초기 문해력 수준을 벗어나서 체계적인 문해력 지도를 통해 어휘의 확장이나 문

법적 요소의 습득 등 좀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장기간 중재하는 연구들로 확장되

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도장애 아동들의 읽고 쓸 권리와 문해력 학습 등의 학업 성과 중심의 

중재연구에 대한 양적연구가 추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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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view of Literacy Interventions for AAC Users
Jeongyoun Kima, Eunhye Parkb,§, Yunhui Pyoc 

a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b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cSamyook Rehabilitation School, Seoul, Korea

Background & Objectives: The importance of literacy intervention has recently been emphasized in 
various literature on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ive intervention elements used to improve the literacy skills of AAC users.  
Methods: Thirty intervention studi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based on the intervention methods 
as well as the type of participant disability, the experimental design, and the types of dependent 
variables. Both domestic and foreign articles were included. Results: The components of AAC 
literacy intervention derived from the literature review included 1) using appropriate responses and 
prompts, 2) enhancing the quality of the communication environment, 3) direct AAC skills 
instruction, 4) multi-faceted comprehensive AAC intervention, 5) conversation partner training, and 
6) computer-assisted instruction. In terms of the AAC system used in the intervention, 14 studies 
using VOCA, 15 studies used picture (or word) cards, 5 studies using storybooks, and 5 studies using 
a computer system. Discussion & Conclusion: The effective instruction variabl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30 studies are discussed. Furthermore, the implications of this review for further studies on 
the literacy of AAC users are suggested.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8;13; 
308-327)

Key Words: severe disabilities,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literacy, 
Voice Output Communication Aid (VOCA),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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