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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자폐범주성장애학생들이 가정이나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대화상대자와 상호
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AAC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AAC 사용자들의 가정이나
지역사회 내에서의 AAC 중재와 AAC 전용 기기가 아닌, 보편적 설계기반의 기기들을 이용한
AAC 중재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blet PC를 이용한 AAC 중재가
무발화 중도 자폐범주성장애학생의 의사소통 시도(initiation)와 의사소통 단절(breakdown)시
복구(repair) 빈도, 그리고 의사소통 시도 양식 체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학령기 무발화 중도 자폐범주성장애학생 3명을 대상으로 중다간헐기초선 설계로 실시하였다.
참여 학생의 가정에서 주방놀이와 아이스크림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Tablet PC를 이용하여
AAC 중재를 실시하였고 Tablet PC에 ‘마이토키(가칭)’를 탑재하여 사용하였다. AAC 중재
는 총 20회기 동안 실시되었고 참여 학생의 의사소통 양상 및 시도 양식 체계 변화가 가족 구
성원들과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에서도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상 일반화를 실시하였다.
대상 일반화는 총 3회기 동안 이루어졌고 일반화 기초선과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졌다. 결과:
Tablet PC를 이용한 AAC중재는 무발화 중도 자폐범주성장애학생 중 두 학생의 의사소통
시도하기 빈도를 뚜렷한 추세로 증가시켰으나 한 학생의 의사소통 시도하기 빈도는 약간 완만
한 추세로 증가시켰고, 두 학생의 의사소통 복구 빈도를 증가시켰다. 또한, 중재 후 의사소통
시도 양식 체계에서 학생 1은 주로 AAC 사용이 증가하였고, 제스처는 유지 되었으며, 학생
2는 주로 발성 빈도가 증가하였고 AAC, 제스처, 발성 등 다양한 양식 체계 사용이 증가하였다.
학생 3은 중재 회기 후반에 AAC 체계 사용이 시작되는 추세를 보였다. 논의 및 결론: Tablet
PC를 이용한 AAC중재는 세 명의 무발화 중도 자폐범주성학생의 의사소통 시도를 증가시켰고,
두 학생의 의사소통 복구 빈도를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소통 시도 양식 체계에서
AAC 사용과 발성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2;17:92-106.

핵심어: 보완대체의사소통, 자폐범주성장애, 의사소통 시도, 의사소통 복구, Tablet PC

고 모호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대화 상대자가 그들의 요

Ⅰ. 서 론

구를 잘못 이해하거나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Houghton,
언어 및 의사소통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데 중

Bronicki & Guess, 1987). 따라서 의사소통 단절의 빈

요한 기술이다. 자폐범주성장애학생들은 그들의 독특

도가 높을 뿐만아니라, 의사소통 단절 시 의사소통을

한 의사소통 특성상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의사소통 복구 전략

용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중도 자폐범주

을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 의사소통 단절을

성장애학생들은 그들의 언어적 특성상 반향어가 많고

자주 경험하는 학생들은 좌절, 분노 등과 같은 의사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스처, 음성과 단 단어로 애매하

통 단절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람

*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기술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10036459, QoLT 산업기술기반 지원센터 구축사업]
* 이 연구는 2011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Ewha Global Top 5 Project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게재 신청일: 2012년 1월 17일 ■최종 수정일: 2012년 2월 20일 ■게재 확정일: 2012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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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의 상호작용을 시도자체를 하지 않게 되거나 자

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Pippin & Fernie,

신의 의사소통 목표가 실패했을 경우 상대방을 공격하

1997),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쓸 수 있는 보편적 설계

는 등 문제 행동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자폐범주성

기반의 기기를 제시하여 많은 의사소통 옵션들 때문에

장애학생에게 의사소통 시도 및 단절 시 복구하는 전

발생하는 의사소통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략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중요하다. 중도 자폐범주성장

(Higginbotham, 2007). 따라서 보편적 설계기반의 기

애학생들은 명확성이 떨어지는 제스처나 음성 같은 비

기를 이용한 AAC 중재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언어적 수단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의 효율적인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가정환경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모두 쓸 수 있는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이하 AAC)

Tablet PC를 이용한 AAC 중재를 실시하여, 이러한

체계를 사용하여 아동의 말을 보완하거나 대체하여 의

AAC 중재가 무발화 중도 자폐범주성장애학생의 의사

사소통 할 수 있는 방법을 훈련시켜야 한다. 다수의 연

소통 양상(의사소통 시도와 의사소통 단절(breakdown)

구들을 통해 자폐 AAC 중재가 자폐 범주성 장애학생

시 복구(repair)) 빈도, 그리고 의사소통 시도 양식 체

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점은 명백하고 더 나아가

계(제스처, 발성, AAC)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AAC 중재를 통해 학생들이 더욱 가정이나 사회에 통

하였다.

합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AAC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AAC 체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에서 사용된 도구

Ⅱ. 연구 방법

들은 대부분 언어 장애인을 위한 AAC 전용 기기였다.

AAC 전용기기 사용자들은 AAC를 사용함으로서 의

1. 연구 참여자

사소통하는데 효과적이었지만, 사회에서 분리되는 감
본 연구 참여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학령기

정을 가지게 되고,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
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Parette & Scherer, 2004).

무발화 중도 자폐범주성장애학생 3명이다. 본 연구에

따라서 AAC 사용자들이 사회에서 의사소통을 더 활

참여 한 학생의 특징은 <표 - 1>에 제시하였다.

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AAC 체계가 사

<표 - 1> 연구 참여 학생의 특성
학생1

학생2

학생3

연령(성별)

11세 11개월(남)

11세 7개월(남)

10세 10개월(남)

학교 및 학년

서울시
T초등학교 5학년

서울시
Y특수학교 5학년

서울시
Y특수학교 4학년

38점

42점

a)

자폐 중증도

39점

진단명

발달장애 1급

인지 능력
수용 언어b)
의사소통
능력c)

Piaget 2단계(2～4세)
19개월

요구 하기
요청 하기
거부 하기

21개월

12개월

손 뻗기, 눈 응시, 손 끌기
손 끌기, 응시하기,
물건 건네기

손 끌기, 물건 건네기

손 끌기, 응시하기,
물건 건네기

밀치기, 소리내기

밀치기, 소리내기, 꼬집기

밀치기, 소리내기

운동능력

그림 상징을 8개를 제시 했을 때 오른손 집게손가락으로 5x5cm그림 상징을 지적할 수 있음.

상동행동

손, 팔, 머리, 물건 흔들기, 입 자리에서 점프하기, 책상이나 손이나 몸 흔들기, 자리에서
으로 바람 불기, 자리에서 점 바닥 두드리기, 손 빨기, 딸깍 점프하기, 눈 비비기, 손 빨기
프하기, 소리내기
딸깍 소리내기

a)

아동기 자폐증 평정 척도(CARS)(김태련․박랑규, 2001)
영유아언어발달검사(SELSI)(김영태 외, 2003)
c)
의사소통 및 상징행동척도(CSBS)(Wetherby & Prizant, 2003)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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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환경

은 형태로 만들어 키보드나 마우스 입력을 최소화하여
문장을 빠르고 쉽게 생성한 후, 음성을 산출시켜 효율

가. 실험 장소 및 시간

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멀티플 키스트로크

평가 및 관찰기간에는 검사도구와 다양한 놀이 활

타입의 AAC 프로그램이다. 마이토키는 8고정판, 15고

동을 제시하기 위하여 ○○대학교 언어병리학과 실습

정판, 45가변판으로 되어있고, 고정판은 한 화면에 상

실에서 실시하였다. 기초선, 중재 및 일반화 단계를 위

징이 8개, 15개로 고정되어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

해서는 참여 학생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소에

에서는 8고정판을 사용하였다.

서 오후에 실시하였다. 참여 학생 1과 3은 안방에서,

(2) AAC 어휘

2는 놀이방에서 실험을 하였다. 실험 장소에는 바닥에
앉아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낮은 책상과 실험에 필요

대상 학생들은 AAC 중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초기

한 장난감과 도구들 및 마이토키를 탑재한 tablet PC

AAC 사용을 위한 어휘 선정을 위해 가장 동기를 잘

를 준비하였다. 참여 학생들이 tablet PC를 사용하여

유발할 수 있고 즉각적인 보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선

의사소통하는데 필요한 움직임의 접근성을 높여 의사

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학생들은 문자 습득 이전

소통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PC는

단계이기 때문에 놀이 활동에서 반복 될 수 있는 문장

우세 손 방향 쪽으로 배치하였다.

형태의 메시지를 선택하여 효율성을 고려하였다. 아이
스크림 만들기와 주방 놀이를 위한 문장 선정은 각 놀
이상황에서 필요한 어휘를 수집한 후 가정에서 자주

나. 중재 활동 선정

쓰이는 어휘와 아동이 이해하고 있는 어휘를 아동의

본 연구에서는 아이스크림 만들기(빙글빙글 아이스

어머니와 논의 후 문장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

크림 만들기, Play-Doh)와 주방놀이(뽀로로 주방놀

2>와 같다.

이, (주)유진로봇 지나월드)가 선정되었다. 1차 중재
활동 선정 기준은 1) 부모 면담을 통해 예비 조사된 활

<표 - 2> 최종 선정된 문장 목록

동 중에서 참여 학생이 선호하는 활동, 2) 문헌들을 참
고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언어적 교환을 촉진하는 놀이

아이스크림 만들기

주방 놀이

활동 중에 선정하였다(Beckman & Kohl, 1984). 1차

플레이 도우 주세요,
케잌 만들어요,
아이스크림 만들어요,
팥빙수 만들어요,
숟가락 주세요,
컵 주세요,
칼 주세요,
뚜껑 주세요

메뉴판 주세요,
켜주세요,
당근 주세요,
오이 주세요,
계란후라이 주세요,
케찹 주세요,
칼 주세요,
접시 주세요

로 선정된 놀이 활동 중에서 관찰 기간 동안 각 아동에
게 제시하고 아동의 반응 정도에 따라 선호도를 평가하
였다. 장난감 선호도 선정 기준은 최진희(1999)에 따
랐고, 선호도 평가에서 선정된 장난감 중 아동이 특정
사물 하나만 고집할 경우나 너무 좋아하는 장난감의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3. 실험 설계 및 절차

다. 실험 도구
(1) AAC 체계

가정환경에서 tablet PC를 이용한 AAC 중재를 실

본 연구에 사용된 AAC 체계로는 한국형 음성산출

시하였을 때 자폐 범주성 장애 학생의 의사소통 양상

소프트웨어인 마이토키(가칭) 프로그램이 설치된 tablet

변화는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대상자간 중다 간헐 기

PC Villiv Duo SSD((주)에이티아이)를 이용하였다.

초선 실험설계(multiple probe baseline across par-

Villiv Duo에 탑재되어있는 ‘마이토키(가칭)’는 지식

ticipants design)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예비 관찰,

경제부 산하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Quality of

기초선, 중재, 일반화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회기는 주

Life Technology: QoLT)’사업과제로 한국형 의사소통

2회기 실시되었고 총 연구기간은 약 4개월이 소요되

콘텐츠 및 프로토콜로서 음성합성 기능을 가진 AAC

었다.

프로그램이다. 마이토키는 언어 장애인들을 위해 일상
생활에 필요한 단어나 문장들을 아이콘이나 심벌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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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 참여 학생에게 적용한 기능적 언어 중재
비구어적 맥락
(상황적 맥락)

요구하기

⦁아동이 좋아하는 활동 도구를 아동 앞에서 보여주고, 아동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후에 5초간 기다림. 아동의 반응이 없을 경우 신체적 촉진(손
가락으로 AAC를 누르게 함)을 통해 요구하도록 함.
⦁활동 시 필요한 도구를 부족하게 준비해 놓고 아동이 필요한 도구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한 후에 5초간 기다림. 아동의 반응이 없을 경우
신체적 촉진을 통해 요구하도록 함.

구어적 맥락 수정모델 후 재시도 요청하기 ⦁아동이 잘못 누른 부분을 수정한 후 다시 누르도록 요구함.
자기 교정 요청하기

⦁아동이 누른 어휘를 말해줌으로서 학생이 스스로 교정하도록 함.

이해하지 못했음 표현하기 ⦁“응?” “어?”와 같이 말하면서 아동이 다시 수정하여 누르도록 함.
이해했음 표현하기
아동의 요구 들어주기
모방

⦁아동이 누른 것에 대해 “그래” “응”과 같은 표현을 해주면서 이해했다는
것을 알려줌
⦁아동이 요구한 사물이나 행동을 수행해 줌
⦁아동이 누른 어휘를 그대로 모방함으로서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려줌

출처: 김영태(2002)

비한 것 외에는 기초선 기간에는 어떠한 중재나 상호작

가. 예비 단계

용에 개입하지 않았다.

무발화 중도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AAC 중재를
위한 예비 단계에서는 대상 아동에 대한 기초 자료 수

다. 실험 처치 단계

집과 비디오 적응 훈련이 이루어 졌다. 대상 아동에 대
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대상 아동과 연구자의 놀이

실험 처치단계는 평가 단계 10분, 중재 단계 20분으

관찰과 대상 아동의 부모와의 면담으로 자료를 수집

로 실시하였다. 평가 단계에서는 전 중재 시 활동하였

하였다. 참여 학생이 선호하는 놀이 활동을 부모 면담

던 것과 같은 활동을 선택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기초

을 통해 목록을 수집하고, 참여 학생들은 ○○대학교

선과 같은 조건에서 해당 장난감 및 도구들과 AAC

언어병리학과 실습실에서 선호목록에 제시된 놀이 활

도구를 제시하고 어떠한 중재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동과 실습실에 구비되어 있는 장난감을 제시하고 반응

연구자와 놀이 활동을 하였다. 중재 단계에서는 20분
동안 AAC를 사용하여 참여 학생의 의사소통 양상을

을 분석하여 놀이 활동을 선택하였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중재를 구성하였다. AAC 중재의
목적은 상징이나 도구의 기술적인 사용이 목표가 아

나. 기초선 단계

니라 반드시 ‘의사소통’ 자체여야 하고, 습득한 상징과

기초선 기간 동안에는 연구자와 참여 학생이 가정에

사용 기술들을 상호작용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서 10분 동안 2가지 활동 중 학생이 선호하는 활동을

기능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 학생의 AAC

한가지 씩 선택하여 자유놀이를 하였다. 이때, 참여 학

중재에서는 AAC 대상자에 맞게 수정한 기능적 언어

생에게 AAC 도구만 제시했을 뿐 특별한 촉진이나 중

중재를 사용하였다(Kaiser, Alpert & Warren, 1987).

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일반화 기초선을 위 AAC 중재

구체적인 기능적 언어 중재법은 <표 - 3>에서 제시하

참여 학생들과 그들의 어머니나 형제자매와 10분간 아

였다. 참여 학생이 의사소통을 시도할 수 있도록 비구

이스크림 만들기 놀이나 주방놀이를 선택하게 하여

어적 맥락을 사용하였고, 구어적 맥락에서 ‘이해했음

자유놀이를 1회 실시하게 하였다. 학생 1은 어머니와,

표현하기’, ‘아동의 요구 들어주기’, ‘모방’을 실시하였

학생 2는 여동생, 학생 3은 누나와 자유 놀이 활동을

다. 의사소통 복구를 위한 중재에서는 참여 학생이 의

하였다. 연구자는 놀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아동의

사소통을 시도 하였을 때 연구자가 학생의 의사소통

어머니나 형제자매에게 장난감과 도구, tablet PC, 탑

의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의사소통 단절(예:

재된 마이토키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놀이 활동

학생이 AAC를 눌러서 요구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물

에 필요한 도구와 마이토키를 탑재한 tablet PC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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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해당 상징을 누른 것이 아니라 잘못 눌렀을 때,

소통 시도 빈도의 총 합으로 의사소통 빈도수를 계산

연구자가 요구한 물건을 제시했을 때 학생이 ‘거부하

하였다. 학생이 의사소통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지

기’를 표현)이 나타난다. 이러한 의사소통 단절이 일어

않는 행동(예: 가져가기, 누르기 등)과 상동행동은 기록

났을 때 ‘이해하지 못했음 표현하기’, ‘자기 교정 요청하

하지 않았고 반복적 의사소통 시도(예: 연속으로 상징

기’, ‘수정모델 후 재시도 요청하기’를 실시하여 복구를

2번 누르기)가 나타날 경우에는 1회로 표기하였다. 의

하도록 중재하였다. 언어발달 연령 기간 안에 중재의

사소통 복구 빈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의사소통 시도

효과를 검증하고자 중재 회기는 각 학생마다 20회기

빈도 측정과 마찬가지로 전사지와 녹화된 비디오를

를 실시하였다.

보며 학생의 의사소통 시도가 연구자가 이해하지 못하
거나 간과하거나 했을 때와 같은 의사소통 단절 시 복
구가 나타났을 때 빈도를 측정하고 각 회기 10분 동안

라. 일반화 단계

발생하는 복구 빈도의 총 합으로 계산하였다. 의사소

본 연구에서는 AAC 중재를 통해 변화된 의사소통

통 양식 체계는 의사소통 시도에서 양식 체계의 하위

양상이 가족 구성원과의 활동에서도 일반화 되는지

범주로 제스처, 발성, AAC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일반화를 실시하였다. 일반화

의사소통 시도와 복구 빈도 측정과 마찬가지로 의사소

기초선 검사는 본 연구의 기초선 검사 기간에 함께 실

통 양식 체계를 분석하기 위해 평가기간 10분 동안에

시되었으며 일반화는 20회기의 중재 회기 종료 후 3

발생하는 녹화된 비디오와 전사지를 보며 각 의사소통

회에 걸쳐 의사소통 대상자를 달리하는 대상 일반화

양식 체계가 나타난 빈도를 측정하고, 각 양식 체계마

를 실시하였고 기초선과 같은 조건과 절차로 이루어

다 총 빈도수의 합을 계산하였다.

졌다.

5. 신뢰도

4. 자료의 처리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관찰 기록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양상이란 의사소통 시도와

연구자 외 1명을 제 2 평가자로 하였다. 제 2 평가자는

복구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 시도의 조작

자폐범주성장애학생 치료 경력이 있는 언어 병리를 전

적 정의는 김정연(2001)를 참고하여 ‘참여 학생이 자

공으로 하는 대학원생으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발적으로 의사소통 상대자에게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학생 3명의 학생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고, 각 학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제스처, 발성, PC를 사용하여 의

생의 행동 및 의사소통 특징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사소통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요구하기, 사

그 후, 의사소통 코딩 정의 및 부가 코드와 상호작용 주

물 또는 사건 명명하기, 감정 표현하기 등이 포함된 것’

기표를 설명하고 사전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발화

이라고 정의하였다. 의사소통 복구의 조작적 정의는

를 전사한 것을 비디오와 함께 보며 분석하는 연습을

Wetherby et al. (1998)를 참고하여 ‘의사소통 단절이

하여 참여자의 반응에 대한 관찰자간 일치도가 90%

일어났을 때, 아동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거

이상이 될 때까지 훈련하였다. 훈련이 종결된 후 전사

나 원하는 의도를 전달할 때까지 계속 자신이 원래 했

지, 기록지를 제시하고 실제 비디오 자료를 보며 각 의

던 말이나 행동을 반복하거나 대치하거나 수정하는

사소통 양상 및 양식 체계 빈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구를 시작한 후의 관찰자간 신뢰도는 기초선, 중재, 유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의사소통

지 단계마다 비디오로 녹화된 전체 회기 중 기초선 1회,

코딩 정의 및 부가코드(Golinkoff, 1986)과 의사소통 양

중재 4회, 일반화 1회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연구자가

식 분류 체계(Clarke & Kirton, 2003)를 사용하여 빈도

발화를 전사하면 제 2평가자가 비디오와 연구자가 전

와 양식 체계 변화를 측정하였다. 의사소통 시도 빈도

사한 기록지를 보며 독립적으로 분석한 후에 자료를 대

를 분석하기 위해 평가기간은 비디오로 녹화되었다.

조하여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관찰자간 신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를 보며 전사 후 다시 비디오를

뢰도는 각 의사소통 양상발생 빈도로 측정하였다. 관찰

보며 연구자는 의사소통 시도가 발생하였을 경우 마다

자간 신뢰도의 평균과 범위는 <표 - 4>와 같다.

빈도를 측정하였다. 각 회기 10분 동안 발생하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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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 관찰자간 신뢰도의 평균과 범위
(단위 : %)

참여 학생1

참여 학생2

참여 학생3

기초선

100
(100)

100
(100)

100
(100)

중재

94
(95.83～87.77)

84.9
(77.8～91.87)

100
(100)

일반화

100
(100)

95.3
(95.3)

100
(100)

Ⅲ. 연구 결과
1. 의사소통 양상의 변화
Tablet PC를 이용한 AAC 중재가 참여 학생의 의
사소통 시도와 복구 빈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세 명
의 학생 중 두 명의 학생의 의사소통 시도하기 빈도를
뚜렷한 추세로 증가시켰으나 한 학생의 의사소통 시
도하기 빈도를 약간 완만한 추세로 증가시켰다. 의사
소통 복구 빈도의 경우, 세 명의 학생 중 두 명 학생의
의사소통 복구 빈도를 증가시켰고, 한명의 학생은 복
구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가. 의사소통 시도 빈도의 변화
Tablet PC를 이용한 AAC 중재 후 <표 - 5>와 <그

<그림 - 1> 참여 학생의 의사소통 시도 빈도 변화

림 - 1>과 같이 세 학생 중 두 명의 학생은 모두 기초선
에 비하여 중재에서 높은 의사소통 시도 발생빈도를
보였으나 한 학생은 완만한 변화로 시도 발생 빈도가

<표 - 5> 참여 학생의 의사소통 시도 발생 빈도 평균,
범위, 중복비율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중재가 종료된 후에 가족 구
성원과의 대상 일반화시에도 일반화 기초선보다 발생

기초선(회)

빈도가 높았다.

나. 의사소통 복구 빈도의 변화

중재(회) 중복비율(%) 일반화(회)

학생1

1.5 (1-3)

25

13.3 (10-18)

학생2

2.75 (1-4) 10.25 (3-17)

6.5 (0-15)

5

6 (3-8)

학생3

0.14 (0-1)

35

1.33 (0-3)

2.35 (0-7)

일반 휴대용 PC를 이용한 AAC 중재는 <그림 - 2>

<표 - 6> 참여 학생의 의사소통 복구 발생 빈도의 평균
및 범위와 중복비율

와 <표 - 6>과 같이 참여 학생의 의사소통 복구 발생
빈도에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3명의 학생 모두 기초선
에서 의사소통 복구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AAC

기초선(회)

중재(회) 중복비율(%) 일반화(회)

중재 후, 세 학생 중 두 학생의 의사소통 복구 발생 빈

학생1

2.15 (0-8)

40%

4.67 (3-6)

도가 증가하였으나 한 학생은 복구가 거의 나타나지 않

학생2 0.75 (0-2) 7.85 (1-24)

20%

3.67 (1-7)

았다. 참여 학생 1, 2는 모두 중재가 종료된 이후에도

학생3

70%

0 (0)

기초선보다 높은 수준으로 대상 일반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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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사소통 시도 양식 체계의 변화
Tablet PC를 이용한 AAC 중재를 통해 대상 학생
들의 의사소통 시도 양식 체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아보기 위해 제스처, 발성, AAC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AAC 중재는 <표 - 7>과 <그림 - 3>과 같이 참여 학
생의 의사소통 시도 양식 체계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참여 학생 1은 중재 전에 제스처를 주로 사용하여 의사
소통 시도를 하였으나, AAC 중재 후 AAC를 주로 사
용하여 의사소통을 시도하였고 제스처 사용 빈도는 유
지하는 수준이었다. 학생 2는 AAC 중재 전에는 제스
처를 주로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시도하였으나 AAC
중재 후 발성 사용 빈도가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학생

2는 제스처, 발성, AAC로 다양한 양식 체계를 사용하
여 의사소통을 시도하였다. 학생 3은 중재 전에는 거의
사용하는 양식이 없었으나, 중재 후반에 AAC 양식 체
계 사용이 약간 증가하였다.

<표 - 7> 참여 학생의 의사소통 시도 양식 체계 평균
및 범위와 중복비율

학생

학생1

양식 체계 기초선
(회)

중재
(회)

제스처

1.5
(1∼3)

1.2
(0∼6)

45

3.33
(1∼5)

발성

0

0.15
(0∼2)

90

0

AAC

0

5.2
(0∼14)

5

10
(8∼13)

제스처

2.5
(0∼4)

5.25
(1∼12)

40

2.3
(1∼5)

발성

0.25
(0∼1)

2.4
(0∼9)

50

3
(0∼6)

AAC

0

2.8
(0∼11)

5

2.33
(2∼3)

제스처

0.14
(0∼1)

2.47
(0∼3)

75

1.33
(0∼3)

발성

0

0.4
(0∼2)

70

0

AAC

0

0.9
(0∼4)

55

1.33
(0∼3)

<그림 - 2> 참여 학생의 의사소통 복구 빈도 변화

다. 의사소통 시도와 복구 빈도의 일반화
일반화 기간에는 학생들의 가족 구성원 중 한명과 놀
학생2

이 활동을 하게 하는 대상 일반화를 실시하였다. 학생 1
은 학생의 어머니와, 학생 2는 학생의 여동생과 학생 3
은 학생의 누나와 놀이를 하였다. 대상 일반화는 중재
종결 후 3회기에 걸쳐 실시하였다. 대상 일반화시기에
나타난 아동의 의사소통 시도 빈도는 <그림 - 2>와 같
고 그 평균과 범위는 <표 -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의

학생3

사소통 시도 빈도는 참여 학생마다 차이는 있지만 학생
모두 대상 일반화 시기 동안에 중재 기간과 비슷한 수준
의 빈도수가 나타났고 기초선보다 높은 수준의 시도수
가 나타났다. 따라서 세 명의 학생 모두 의사소통 시도는
일반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사소통 복구
는 학생 1, 2만 일반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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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비율 일반화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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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는 자폐 범주성 학생의 의사소통 능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AAC 중재가 효과적이라는 연
구들(Dyches, 1998; Ganz & Simpson, 2004; Kravits

et al., 2002), 학교나 치료실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환
경이자 의사소통이 많이 발생하는 가정환경에서도 자
폐 범주성 장애 아동에게 AAC 중재가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다(김인학, 2002;
이상복․Tasi․김정일, 2002; Stebel, 1999). 또한 가
정에서 기능적 의사소통 중재 전략이 가족 구성원들과
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Derby et al.,

1997), 보편적 설계 기반의 기기인 PDA를 이용한 AAC
체계가 중도 장애 아동들에게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

(강우정․한경임, 2010; 정명철, 2009)들과도 일치한다.
각 학생의 의사소통 시도 빈도는 회기마다 상승과 하
강을 반복하는 등 변동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중도 자
폐범주성장애학생은 약물 복용 여부, 날씨, 하루 일과
일정 등 학생들 주변 환경과 발생한 사건에 따라 학생
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이다. 세 명의 학생은
모두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언제 약을 먹었는지
에 따라 학생의 수행율에 크게 차이가 있었다. 또한 중
재는 대부분 학생의 하루 일과가 끝나는 오후에 진행
되었고, 따라서 학생이 학교나 치료실 등에서 어떻게

<그림 - 3> 참여 학생의 의사소통 시도 양식 체계

하루를 보냈는지에 따라 수행률이 현저히 달라졌다.
실험에 참여한 무발화 중도자폐학생들은 학교를 포함
한 외부 환경에서 일어난 일이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

Ⅳ. 논의 및 결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의 양육자들은 학생의 기분
이나 감정의 원인과 이유를 추측할 수밖에 없었고, 예

본 연구에서는 tablet PC를 이용한 AAC중재가 무

측한 것이 맞지 않았을 경우 학생들을 폭발하게 만드는

발화 중도 자폐 범주성 장애 학생의 의사소통 시도와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무발화 중도 자폐범주

복구 및 시도 양식체계(제스처, 발성, AAC)에 미치는

성장애 학생들에게 AAC로 요구하기 외의 자신의 감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정을 표현하거나 사건이나 일과를 서술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상징이나 어휘를 구성하여 AAC 중재의 필요성
이 요구되어진다고 본다.

1. 의사소통 양상(시도, 복구)

Tablet PC를 이용한 AAC 중재 후 학생 1, 2는 의

가. 의사소통 시도 빈도의 변화

사소통 시도 빈도가 뚜렷한 증가 변화를 보였고 학생

연구에 참여한 3명의 무발화 중도 자폐 범주성 학생

3은 완만한 증가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은 가정에서 tablet PC를 이용한 AAC 중재 후 두 명

각 학생의 의사소통 시도 빈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의 학생의 의사소통 시도하기 빈도를 뚜렷한 추세로

여러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증가시켰으나 한 학생의 의사소통 시도하기 빈도를 약

첫째, tablet PC를 이용한 AAC 중재가 참여 학생의

간 완만한 추세로 증가시켰다. 중재 종료 후 변화된 의

의사소통 시도 빈도를 증가시켰다는 결과는 AAC 중

사소통 시도와 복구의 빈도는 가족 구성원들과의 놀이

재 전 평가 및 놀이 활동 선정, 마이토키에 탑재될 어휘

활동 시에도 일반화 기초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일반화

와 상징 선택 등 전 과정을 참여 학생의 가족 구성원을

되었다.

참여시켰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는 가족의 참여가 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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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과 일반화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Bailey et al.,

가되었다. 이는 음성산출기기를 사용한 AAC 중재 후

2006)와 일치한다. AAC 사용자를 위한 적절한 상징과

에 의사소통 단절시 복구율 증가되었다는 선행연구 결

어휘의 선택은 AAC 중재 성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과와 일치한다(Sigafoos, 2004). 하지만, 선행연구에

(박은혜, 2000), AAC 사용자를 위한 최선의 활동, 어

서는 의사소통 단절을 통제하여 단절 기회수당 복구

휘 및 상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 제공자

를 한 비율을 측정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자연스러운

와 상담해야 하는데, 가장 명확한 정보 제공자는 배우

놀이상황에서 의사소통 시도, 단절, 복구 양상은 어떻

자, 부모, 형제 및 보호자들이라고 한다(Yorkston et

게 변화되는지 측정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이

al., 1988). 따라서 AAC 중재 대상자인 자폐 학생들의

가 있다.

활동을 선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낱말을 추려내고, 가

AAC 중재 후 의사소통 단절 빈도가 증가하였고,

정에서 고빈도로 사용하는 낱말을 파악하여 공통 어휘

의사소통 단절이 증가함에 따라 복구 빈도도 증가하

를 선택하는 작업을 통해 해당 참여 학생에게 적절한

였다. 의사소통 단절 빈도가 증가된 요인을 살펴보면,

활동과 활동에 필요한 어휘를 제공했다고 본다. 또한

AAC 중재 후 학생들의 단순 사물 요구하기나 명령적

상징 선택 시 가장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 상징을 활용

기능을 가진 의사소통 시도만 나타났다면 중재 중후반

해야하는데, 이는 학생의 어머니 보고를 통해 실물과 상

으로 갈수록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서술적

징의 유사성 정도의 차이에 따라 참여 학생이 인지할

기능을 가진 시도 및 단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

수 있는 상징을 수정 및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 참여 학

서 연구자의 관심을 끌고자 의사소통 시도를 하고, 의

생에게 적절한 상징을 제공했다고 본다.

도적으로 단절을 일으키고, 복구를 한 후에 다시 시도

둘째, 직접 선택하기와 디스플레이의 정위로 인해

를 하는 등 의도적인 단절 빈도가 증가하였다.

참여 학생이 놀이 활동에서 필요에 따라 빠르게 시도할

또한, 학생들은 중재 초기에는 놀이 활동에 관련된

수 있었던 요인으로 볼 수 있다(Horn & Jones, 1996).

의사소통 시도가 나타났는데, 중재 회기가 지날수록

본 연구에서는 참여 학생들의 우세한 손에 닿도록 PC

실험을 위한 놀이 활동과 관련 없는 의사소통 시도가

를 놓아주었고 활동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를 우세

빈번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학생 1의 경우 제스처

손에 닿도록 배열해 주었다. 따라서 참여 학생들은 마

로 무언가를 요구했는데, 제스처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토키 화면을 손가락으로 직접 선택하기를 통해 자

연구자는 활동에 관련된 도구들을 하나하나 제시하였

발적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누를 수 있게 되었다.

지만 모두 거부하기를 보여서 연속적인 단절을 보였

셋째, 본 연구에서 학생 3의 경우 의사소통 시도 빈

다. 학생 2의 경우 놀이 활동 중간에 연구자의 가방에

도가 완만한 추세를 보였다. 학생 3은 학생 1과 2에

있었던 껌을 발견하고 발성으로 껌을 달라고 요구하기

비해 상동행동의 빈도 및 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상동행

를 시도하였고 연구자는 학생의 발성만으로 무엇을 요

동으로 인해 10분 평가 기간 동안 측정 되어진 의사소

구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연속적인 단절이 발생

통 시도 빈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AAC 중재 회기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판에 한 활동 당 8개

후반에는 학생 3의 상동행동의 빈도가 줄어들자 의사

의 어휘와 상징이 탑재되었었는데, 모두 실험에 필요

소통 시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Schlosser et al. (1998)

한 활동 관련 요구하기 어휘들이었다. 따라서 다양한

의 연구에서 VOCA가 청각적, 시각적 자극을 함께 제

어휘나 상징을 제시한 실험상황에서 의사소통 단절 빈

시하기 때문에 자폐 범주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문

도를 측정하였다면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를 것이라고

제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또 다른 원

본다.

인은 학생 3의 중재를 일찍 종료하였기 때문이다. 따

중재 초반에는 의사소통 단절된 즉시 참여 학생들

라서 지속적인 중재를 실시하였다면, 중재 회기 후반

은 바로 상동행동이나 문제행동을 보였다. 학생 1의

에 약간 상승하였던 의사소통 시도 빈도가 더 증가될

경우 의사소통 단절 시 손을 떨며 후후 입으로 바람을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부는 행동이나 손가락을 치며 “어-어-어”와 같은 상
동행동이 나타났고 학생 2는 연구자를 꼬집고 학생 3
은 바닥이나 장난감을 손으로 세게 치는 모습이 나타

나. 의사소통 복구 빈도의 변화

났다. 중재 후반에는 학생 2와 3은 이러한 문제 행동이

무발화 중도 자폐범주성학생은 가정에서 tablet PC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도 장애를

를 이용한 AAC 중재 후에 의사소통 복구 빈도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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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아이들에게 의사소통 단절 시 여러 가지 방법으

반에는 다중양식체계 사용이 나타났다. 즉, 자폐 학생

로 복구 전략을 가르쳤을 때, 문제 행동을 감소시킬 수

2는 기초선 및 중재 초반에는 제스처나 구어나 AAC

있고(Carr & Durand, 1985), VOCA의 사용이 청각

중 한 가지 체계로 의사소통 시도하기가 나타났으나

적, 시각적 자극을 함께 제시함으로서 문제 행동을 감

중재 후반에는 AAC와 발성을 동시에 사용하는 다중

소시키고(Schlosser et al., 1998), 놀이 활동이 자폐 학

양식체계가 나타났다. 다중 양식 체계를 사용하는 원인

생의 상동행동을 감소(조용태․장진국, 2000)시키고,

중 하나는 의사소통 시 필요한 상징의 부족을 보완하

자폐 범주성 장애 학생들은 시각장애를 처리하는데 강

기 위해 다중 방식의 결합을 사용(Light et al., 1985)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행동 개선에 AAC의 사

이 있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전 언어기의 장애

용이 유용하다(한경임, 2002)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

아동에게는 다중 양식체계가 효과적이라는 연구(Snell,

한다. 하지만, 단절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을 경우나 학

2003), 자폐 학생에게 단일 양식과 다중 양식체계를

생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단절시 문제 행동

적용한 결과 다중 양식 체계를 사용한 학생들이 언어

이 나타났다. 학생 1의 경우 연속적인 의사소통 단절

적, 사회적, 의사소통적 기술이 증가했다는 선행 연구

시 AAC를 사용하여 복구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학생

(Iacono, Miranda & Beukeman, 1993)로 볼 때 AAC

2의 경우 연속적인 단절시 AAC 보다는 제스처나 발성

중재 후 나타난 다중 양식 체계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으로 복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참여 학생의 약물 복용 여부와 복용

다. 의사소통 시도 양식 체계 변화

시간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하였다. 즉, 참여 학생들은

의사소통 시도하기에서 양식 체계의 변화를 살펴

모두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약 복용 여부, 약을

보면 각 학생마다 다양한 양식 체계 변화가 나타났다.

먹은 시간과 약이 유지되는 시간에 따라 참여 학생의

의사소통 시도 양식 체계 변화에서 참여 학생 모두 발

감정적, 행동적 변화에 차이가 크게 있었다. 후속 연구

성과 AAC 사용 빈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세 명의

에서 중도 자폐 범주성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학생 모두 일반화 기초선에 비해 AAC 사용 빈도가

할 경우에는 학생의 약물 복용에 관한 통제를 실시하

상향 경향을 보인 것은 AAC 중재에 사용된 기술이

여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가정환경이라는 특수

다른 기존의 의사소통 양식 체계를 방해하지 않고 의

한 상황으로 인해 연구자가 실험에 필요한 환경을 구

사소통의 특정 양식을 촉진할 때 효과적이다는 선행연

조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가정

구(Goodwin, 2003; Hunt-Berg, 2005)에 기반해 볼

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실험에 적절하게 가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AAC의 중재가 효과적이었다

정환경을 구조화 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다양한 놀이

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여 학생 두

활동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

명은 중재 후 의사소통 시도 시 발성 빈도가 증가하였

한 놀이 활동을 제시하여 본 연구를 확대하여 실시해

는데 이는 AAC가 구어 발달을 저해하지 않고 자폐 학

볼 것을 제안한다. 넷째, 중재 후 변화된 의사소통 양

생들의 발성 및 구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상과 양식 체계가 유지되는지 평가하지 않는데 후속

는 결과(Fossett, Smith & Mirenda, 2003; Sigafoos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확대하여 유지되는지 평가해볼

et al., 2004)와 일치한다. 학생들은 AAC 중재 후 AAC

것을 제안한다.

도구에서 산출되는 음성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학생 1은 AAC 도구에서 산출되는 음성을
상황적 문맥에 맞지 않는 지연 반향어 형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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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can display many problems
in communication due to limited speaking abilities. In addition,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have more breakdowns in communication and fewer strategies for breakdown repair.
Therefore, to facilitate much more effective communication for autistic students, a technique
called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needs to be performed and taught
to the students. Methods: The present study used a single-subject, multiple baseline, across
participants design to evaluate the effects of AAC intervention using a tablet PC on aspects of
communication in non-verbal students with severe autism spectrum disorders. For the present
study, baseline, intervention, and generalization phases were included. The study was performed
at each participant’s home using AAC intervention with a tablet PC. To facilitate AAC intervention, a program called ‘My Talkie’ developed in Korea was installed on the tablet PC. The
activities the participants performed were kitchen role-playing and making an ice cream cone
using Play-Doh. AAC intervention was implemented 20 times; ten minutes of play before each
intervention was observed for comparison purposes. Results: AAC intervention using a tablet
PC, which is widely used in home settings, increased the frequency of communication initiations
and repairs by students with non-verbal severe autism spectrum disorders. In addition, AAC
intervention also influenced communication modes among students with severe autism.
Discussion & Conclusion: The results from the present study showing the use of AAC intervention
with a tablet PC at home improved communication skills among students with severe autism
could be of great significance.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2;17:92-106)
Key Words: AAC, autism spectrum disorders, initiation, repair, tablet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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