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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혜․김정연. 보완․ 체의사소통 상징체계 수립을 한 기  문헌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2004, 제9권, 제1호, 100-129. 본 연구는 보완․ 체의사소통에서 사용되는 상징체계들에 

한 이론  배경과 1990년  이후의 국내외 보완․ 체의사소통 련 선행연구들을 심으로 

상징체계 사용에 한 체  동향  유형별 분석을 통해 아직 제한된 상징체계만 사용되는 

국내 연구들에 한 시사 을 찾고자 하 다. 연구에서 사용된 상징체계 유형들은 용 상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국내의 연구에서는 그림 상징 체계를 이용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국외 연

구에서는 수화 등 비교  다양한 상징체계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문헌연구 결과 

상징체계의 투명성과 실물 유사성, 사용자의 특성 등이 합한 상징체계 선정과 련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었다. 

핵심어: 보완․ 체의사소통, 상징체계, 투명성(transparency), 실물 유사성(iconicity) 

Ⅰ. 서  론

보완․ 체의사소통(AAC)의 개념  필요성에 한 인식은 최근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으나 아

직까지 소수의 국내 학의 특수교육  언어병리학 과정에만 포함되어 있으며, 직 특수교사  언어

치료사에게도 그 개념  필요성과 용방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재 지체부자유 특수

학교를 심으로 사례 연구 수 의 용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이며, 상징체계의 다양성  용

의 용이성 부족, 의사소통기자재의 수입 의존성 등과 같은 용상의 어려움으로 극 인 연구 분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보완․ 체의사소통 재의 가장 기본  요소는 의사소통의 내용을 결정하는 어휘와 상징체계

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AAC 사용자의 인지, 언어, 신체  기능과 잔존 감각을 고려한 어휘와 상징체계

의 선정은 AAC 재의 성공여부를 좌우한다. 그러나 장에서의 용 필요성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각 

사용 상에 합한 어휘와 상징체계를 수립하기 해 구체  진단  차에 한 연구가 부족하여 

AAC를 실행하는 언어치료사  특수교사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즉 개별 교사나 치료사들이 충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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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극 으로 

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의 AAC연구에서 사용된 상징체계의 유형  용결과를 정리하고 AAC 

상징체계에 련된 그 외의 문헌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징체계의 확장

과 상자의 특성에 따른 합한 상징체계 선정 등과 같이 상징체계 수립에 련된 요인들에 한 정

보를 살펴 으로써 실제 이고 체계 인 AAC 용의 기 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 PCS(Picture 

Communication System)와 같은 일부 상징체계 이외에는 국내 연구에서 다양한 상징체계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한 기본 인 정보도 부족한 형편이므로 각 상징체계에 한 설명도 함께 제시하여, 

선행연구 분석결과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이며, 사

용된 문헌은 1) 상징체계에 한 설명  선정방법에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단행본과 논문, 2) 국

내의 AAC 재 실험연구, 3) 1990년 이후의 ‘보완․ 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에 실린 AAC 재 실험연구 으며, 이러한 연구에서 인용된 참고문헌  필요하다고 

단된 연구들은 추가로 포함시켰다.

Ⅱ. 상징체계별 용 연구 분석

보완․ 체의사소통 체계는 얼굴표정이나 음성, 몸짓, 수화체계 등을 이용하는 비도구(unaided) 

유형과 보조도구를 사용하는(aided) 유형의 두 범주로 나 어진다.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물, 축소형 사물, 사물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만질 수 있는 상징(tangible symbols)과 여러 가지 그림

으로 구성된 표상  상징(representational symbols), 추상 인 상징(abstract symbol system), 철자 상

징(orthography) 등 다양한 상징체계를 사용하게 된다. 다음은 이러한 각 상징체계에 한 설명  선

행연구에서 나타난 들에 한 분석이다. <표 - 1>에 제시된 선행연구는 주로 1990년 이후의 ‘보완․

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에 실린 AAC 재 실험연구를 상으

로 하 으며, 각 연구에서 인용된 연구들  필요하다고 단된 연구들도 추가 으로 포함하 다. 

1. 비도구 상징체계

가. 몸짓과 음성

몸짓과 음성은 의사 달을 해서 신체의 한 부분이나 여러 부분들을 이용해서 한 가지 동작이

나 는 여러 가지 동작을 하는 것으로 장애 유․무에 계없이 말을 보완하기 해서 사용된다. 몸짓

은 말하기 후에 사용되는 신호로서 구체 인 내용을 달하는 데 사용되며, 문화, 인지 능력, 언어 능

력에 따라 다른 표 이 사용될 수 있다. 한 얼굴 표정으로 기쁨, 고통, 공포, 놀람, 슬픔, 분노 등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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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표 하고 웃음소리, 발성, 콧소리 등의 음성(vocalization)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음성표 은 

청각  스캐닝에서 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몸짓과 음성을 통한 AAC 연구는 많은 장애아동을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자폐아동

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효과 인 방법으로 보고되었다(Schuler, Gonsier-Gerdin & Wolfberg, 1990). 

이러한 연구에는 9세 미만의 자폐아동 60명을 상으로 의사소통 진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효율성을 

측정한 연구(Yoder & Layton, 1988)와, 자폐성향을 보이는 언어지체 유아 3명을 상으로 말과 

비언어 인 신체표 을 지도하여 비장애 래아동과의 상호작용 능력을 측정한 연구(Goldstein & 

Wickstrom, 1986) 등이 있다(Schuler, Gonsier-Gerdin & Wolfberg, 1990 재인용). 부분의 연구에서

는 몸짓의 방법이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말이나 음성, 그림 상징 등과 함께 사용한 경우가 많았으며, 

3-7세의 의사소통장애아동 21명을 상으로 말과 수화를 같이 사용하여 모델링을 통한 말하기와 수화 

사용능력을 측정한 Gaines et al.(1988)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스러운 몸짓과 같은 비공식

인 의사소통을 의도 으로 일 성있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의도성과 사회  상호

작용의 정도가 낮은 자폐아동의 지도에 특히 더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손짓기호체계(Manual Sign System)

손짓기호체계는 구어를 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화, 구어를 보완하여 구어와 병행하여 사용

하는 손짓기호, 지화와 같이 구어의 뜻을 달하기 한  다른 손을 이용한 기호 등의 세 가지 유형

으로 설명할 수 있다(Beukelman & Mirenda, 2000). 국내에서는 구어와 병행하는 간단한 손짓기호의 

사용이 활발하지 않으나 북미에서 사용되는 손짓기호체계인 manual sign parallel systems는 어순, 문

맥구조, 문법 등이 어와 같기 때문에 청각장애와 의사소통장애아동의 교육에 리 사용되고 있다

(Beukelman & Mirenda, 1998). 

AAC체계로 손짓기호를 이용한 연구는 꾸 히 증가하고 있다. 부분 완 한 수화나 지화보다

는 간단한 수화 단어 는 단순화한 수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Spragale & Micucci(1990)는 그룹

홈의 직원을 상으로 손짓기호 사용을 확장하기 한 직원 훈련이 그룹홈에 거주하는 15-33세의 경도 

 도의 정신지체인 8명의 손짓기호를 통한 의사표 에 정 인 향을 주었음을 보고하 으며, 

Loeding, Zangari & Lloyd(1990)는 도장애학생이 통합되어 있는 등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을 상

으로 손짓기호체계를 지도하기 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공통된 손짓기호체계를 선정하여 사용한 것

이 학생들에게 효과 이었음을 보고하 다. 한 Goodman & Remington(1993)은 4-11세의 정신지체 

아동 4명을 상으로 손짓기호를 지도하고 강화 략에 따라 손짓기호 학습에 미치는 향을 비교한 

연구를 통해 의사소통 방법으로서의 손짓기호의 유용성에 해 연구하 다.

손짓기호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는 다  양식의 교수와 화상 자 훈련을 통한 교수를 강조하

고 있다. 첫째, 연구에 사용된 교수 략은 단일양식의 근보다는 손짓기호와 음성, 의사소통 도구 등

의 다양한 양식의 교수 략이 통합 으로 사용된 연구가 많았다. 이는 의사소통 방법을 선택할 때 아



보완․ 체의사소통 상징체계 수립을 한 기  문헌 연구

103

동의 선호도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으며, 어떤 아동은 속한 발달상의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동을 한 가장 효과 인 체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Bailey & Wolery, 1995). Iacono, Mirenda & Beukelman(1993)는 2명의 아동을 상으로 교

재설계 방법을 이용한 연구에서 의사소통의 지도 략 두 가지(말과 사인의 단일양식인 경우와 말, 

사인, 자의사소통도구의 다 양식인 경우)의 재효과를 비교한 결과, 다 양식 의사소통 략을 사

용한 경우가 의사소통에 더욱 효과 임을 시사하 다. 한 에서 언 한 자폐아동 상의 연구에서

도 손짓기호로서 간단한 수화 단어들을 구어와 함께 지도하여 정 인 효과를 보고한 것을 볼 수 있

다(Gaines et al, 1988; Yoder & Layton, 1988). 즉 손짓기호를 이용한 AAC 재에서 다 인 양식을 

사용하는 략의 효과에 한 시사 이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화상 자 훈련을 포함한 재의 요성을 알 수 있다. 손짓기호 체계를 이용한 Spragale 

& Micucci(1990)의 연구와 Loeding, Zangari & Lloyd(1990)의 연구를 보면 손짓기호 체계를 이용한 

재에서는 의사소통사용자가 속해있는 집단의 구성원을 상으로 한 훈련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훈련이 도장애 아동의 의사표  능력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도구 사용 상징체계

가. 만질 수 있는 상징

만질 수 있는 상징(tangible symbol)은 3차원의 상징체계로서 구 이고, 간단한 운동기능으로

도 다룰 수 있으며, 만져서 변별할 수 있는 명확한 상징체계이다(Rowland & Schweigert, 1989). 이러

한 상징들은 개 시각장애나 이 감각장애, 도의 인지장애아동에게 사용되어 왔다(Beukelman & 

Mirenda, 1998). 

만질 수 있는 상징 에서 의사소통 재 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는 실제 사물(real 

objects)을 들 수 있다. 를 들면 지시 상물(“이빨을 닦아라”)과 동일한 것(아동이 실제 사용하는 색

깔과 모양이 같은 ‘칫솔’), 유사한 것(아동이 실제 사용하는 칫솔과 색깔과 모양이 다른 ‘칫솔’), 연 된 

것(‘치약 튜 ’나 ‘칫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상징체계는 의사소통의 기에 사용하기 용이한 체계이

며, 앞으로 상징체계를 좀더 발 시키기 해서는 추상 이고 융통성 있는 의사소통 체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진 으로 만질 수 있는 상징의 수를 여나가는 계획이 필요하다. 의사소통의 기 재단계

의 비상징 인 의사소통 재에서 상징을 이용하는 의사소통체계를 도입할 때 상자의 연령이 어리거

나 인지능력이 낮은 학생의 경우에 실제 사물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 인 것으로 권장된다(Beukelman 

& Mirenda, 1998).

만질 수 있는 상징의  다른 유형인 축소형 사물(miniature object)은 효과를 최 화하기 해

서는 주의 깊게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축소형 사물이 실제 지시 상물보다 작기 때문에 인지 장애아

들에게는 2차원 인 상징 유형보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뇌성마비, 이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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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발달장애아에게 성공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크기와 각  유사성 측면에서 시각 장애인에게 

효과 이다. 지시 상물이 클 경우에는 사물의 일부분(partial objects)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만질 수 있는 상징들로는 블리스 상징을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하도록 양각으로 제작된 수정된 선화 상

징 등을 들 수 있으며,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각 으로 변별할 수 있게 부조화한 상징을 만들어 사용

할 수 있다. 

나. 표상  상징(Representational Symbols)

선화나 사진같은 그림들은 아동들의 첫 번째 그림 의사소통 형태가 된다. 그러나 그림을 이해하

기 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지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지능력이 낮은 아동들의 경우에는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진보다 선화를 이해하기가 더욱 힘들다(McNaughton & Light, 

1989). 그러나 사진보다는 그림으로 된 그림 상징을 사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어휘 확장 면에서 더욱 효

과 이고 일반화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특정한 사람을 익힐 때에는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

과 이다. 한 Bourgeois et al.(2001)는 치매환자에게도 사진과 선화를 이용한 AAC 용가능성에 

해 연구하기도 하 다.

인지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사진을 이용할 때 흑백사진보다는 칼라사진을 제시하 을 때 지시

상을 좀 더 정확하게 지 하 다고 한다(Mirenda & Locke, 1989).  다른 연구로는 인지장애학생의 

경우 선화보다는 흑백사진, 흑백사진보다는 칼라사진을 이용하 을 때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Sevcik & Romski, 1986).

선화로는 3000개의 명확하고 단순한 선화로 구성된 PCS가 비교  리 사용되는 체계이다. 

PCS를 편집하고 출력하는 Boardmaker program은 매킨토시와 도우 모두에서 사용가능하며 칼라, 

흑백 선택이 가능하고, 한  도우에서 사용하면 한 을 추가할 수 있다. 선화들의 명료도  유용도

를 비교한 결과 비장애유아와 학령기  성인 정신지체인들에게는 PCS가 블리스 상징보다 더 명료하

고 더 잘 배울 수 있었으며 PCS와 리버스 상징이 명사, 동사, 수식어에 있어 다른 것보다 명료한 것

으로 나타났다(Beukelman & Mirenda, 1998). PCS를 이용한 연구는 지체부자유 학생을 상으로 하여 

패스트푸드 음식 에서 음식 주문하기를 지도한 연구(Doss et al., 1991), 도장애 아동 4명을 상으

로 PCS 그림 의사소통 을 이용한 의사소통 훈련이 학습된 무기력과 사회  상호작용에 정 인 효

과를 나타낸 연구(Basil, 1992)와 정신지체 성인을 상으로 PCS, 리버스 상징, 잡지의 사진을 이용하

여 기능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킨 연구(O’Keefe & Dattilo, 1992), 반  발달 자폐아동 5명을 상

으로 한 PCS 소 트웨어 효율성 비교 연구(Koul & Harding, 1998)가 보고되었다.

리버스 상징(Rebus symbol)은 북미지역의 비장애 유아들의 읽기를 가르칠 목 으로 개발된 것

이 의사소통장애인의 의사소통 상징체계로 확장되었으며, 재 국과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4-6세

의 언어발달 지체 아동 26명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리버스 상징은 픽 심볼(Picsyms)과 함

께 상징체계의 투명도(transparency)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블리스 상징과 비교하여 볼 때 투명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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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용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urroughs et al., 1990). 한 리버스상징은 학령  아동을 포

함한 언어지체 학령  아동의 단기회상과제와 학습에 블리스 상징보다 더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Goossens, 1983). 

픽 심볼(Picsyms)은 시각  그림 상징들의 논리 인 체계로 기에는 언어장애유아를 상으

로 개발되었으며, 핵심체계는 880개의 선화로 구성되었고, 상징사 에 포함된 생성규칙에 의해 새로

운 상징을 만들 수 있다. 픽 심볼은 PCS나 리버스 상징보다는 투명도나 학습용이성 면에서 더 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Mizuko & Reichle, 1989), 모든 연령과 능력 수 을 지닌 개인의 재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이나 심볼, 픽토그램과 같은 그림 상징체계가 있다. 음성출력 AAC 도구인 다이나복

스(Dynavox)에 사용되는 상징인 다이나 심볼(DynaSyms)은 2,000여 개의 단어가 소 트웨어로 내장되

어 있으며, 일반 으로 픽 심볼보다는 좀 더 투명도1)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픽토그램(Pictogram)은 

경과 배경 구별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해 캐나다에서 만들어진(Maharaj, 1980) 1,300여개의 흑백 

심볼로 구성되어있다. Bloomberg & Johnson(1990)은 비장애성인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 블리스 상징보

다는 PIC 심볼, PCS와 리버스 상징 순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블리스 상징(Blissymbolics)은 국의 한자와 유사한 상형 문자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100여개

의 기본 상징을 조합하여 새로운 내용을 결합한 형태로 사용하며, 재 2,200여개까지 개발되었고 우리

나라를 포함한 세계 33개국의 나라 17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한경임, 1998). 블리스 

상징은 사용되는 표상  상징  제일 배우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1) 상징체계를 표 하는 방법이 일 성있고 체계 인 원리에 의해 구성되며, 2) 하나의 의미를 

알면 확장하여 의미를 표 할 수 있고, 3) 읽기․쓰기를 포함하여 다른 방법들과 양립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Vanderheiden & Lloyd, 1986).   

AAC에 사용되는 상징체계는 상징의 난이도와 표 의 폭 등을 고려하여 개별 으로 결정하게 

되지만, 미주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PCS이며, 유럽과 캐나다 지역을 심으로 블리

스 상징이 장애아동들을 한 AAC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재 우리나라에는 일부 특수학교와 학을 

심으로 이러한 상징체계의 소 트웨어를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직  그려 사용하고 있다. 그림 상징 

역시 하나의 상징체계만 사용되는 경우 외에 연구에서는 다 양식의 방법이 같이 사용된다. 를 들면, 

Kozleski(1991)는 도의 정신지체를 가진 지체부자유 학생 2명을 상으로 폴라로이드 사진과 축소형 

실물을 이용하여 요구하기 기술을 지도하 으며, Hunt, Alwell & Goetz(1991)는 도정신지체 아동 3

명과 래 비장애 아동을 상으로 칼라 사진과 흑백 선화로 된 상징을 이용한 그림의사소통책을 사용

하 다. 이와 같이 다양한 그림상징체계의 사용이 사용자의 언어발달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

제는 많은 논의의 상이 되어 왔다. 특정 그림 상징이 다른 상징을 사용할 때보다 더 언어발달을 진

하는지에 한 해답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의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

1) 실물 유사성(iconicity)보다 더 구체 인 용어로서 나타내고자 하는 실물이 없을 때 상징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Lloyd, Fuller & Arvidson, 1997,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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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박은혜, 2000).

다. 추상 인 상징(Abstract Symbol)

추상 인 상징체계는 무의미한 형태의 상징을 포함한 것으로 가장 범 하게 알려진 것은 시

그램(Lexigrams)이다. 이 추상 인 상징체계는 침팬지의 언어습득을 연구하기 해 개발된 컴퓨터

로그램 체계로 9개의 기하학 인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단독으로 혹은 여러 개(2-4개)를 합성하여 상

징을 형성하도록 하며, 검은색 바탕에 흰색이 결합한 것이다. 7개 색상의 배경  하나를 선택하여 사

용하며 확장 인 지원이 요구되는 정신지체 청소년들과 성인들의 상징학습능력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음성출력이 지원되는 컴퓨터 보조 AAC 도구로 사용되어졌다(Romski & Sevcik, 1988). Van Acker & 

Grant(1995)는 트신드롬 학생 3명을 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요구하기 교수 략의 지도에 한 

연구에서 시그램을 이용하 고, Brady & Saunders(1991)는 29세의 정신지체 성인을 상으로 사물

과 흑백의 시그램 상징의 계를 학습하는 차와 과정에 한 연구를 하 다. 그러나 상징의 추상

성으로 인해 투명도가 높지 않으므로 실제로 AAC에 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라. 철자상징(Orthography & Orthographic Symbol)

통 인 철자의 보조기법으로 특정언어체계(알 벳, 한자 등)로 번역하기 해 사용하는 문자

를 의미한다. 철자체계를 이용한 연구로는 환자실에 입원한 17-68세의 성인 5명을 상으로 알 벳 

철자를 이용하여 환자실에서 환자와 의료진과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양식에 한 연구를 한 

Fried-Oken, Howard & Stewart(1991)의 연구와 도의 정신지체를 가진 13세의 이 감각 장애아동에

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돌출된 낱말(printed words)을 통해 낱말을 습득하게 한 후 의사표  능력을 

신장시킨 연구(Thorley et al., 1991), 학교육까지 받았으나 후천 인 마비 증세를 나타내어 음성으로 

의사를 표 하지 못하는 34세의 성인을 상으로 알 벳 철자와 자 의사소통 기구를 사용한 의사소

통 상호작용에 한 연구(Glennen, Sharp-Bittner & Tullos, 1991) 등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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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AAC에 한 선행 실험연구 분석

연구자

(연구년도)
연구 참여자 의사소통양식 연구내용

Hurlbut et 

al.(1982)

도 정신지체를 

가진 지체부자유 

아동 3명

그림 상징과 블리

스 상징

블리스 상징은 그림 상징보다 4배 정도의 시행

착오를 나타내며, 인지장애 아동에게는 그림 

상징의 학습이 더 잘 유지되며 일반화되었음

Goossens

(1983)

도 정신지체 아

동 54명

블리스 상징과 리

버스 상징

상징체계의 비교 연구(블리스 상징 보다 리버

스 상징의 학습이 더 용이하 음)

Glennen & 

Calculator(1985)

두 명의 보행이 불

가능한 아동

E-tran 의사소통 의사소통 의 사용 훈련이 요구하기, 화 시

작하기의 빈도에 미치는 향 연구

Light, Collier

& Parnes(1985)

4-6세의 지체장

애 소년 8명
블리스 상징

양육자와의 상호작용과 언어치료사와의 상

호작용 비교

Goldstein &

Wickstrom(1986)

학령  자폐성향

을 보이는 언어지

체 아동 3명

말과 비언어 인 

신체표
비장애 래아동과의 상호작용 능력

Sevcik & 

Romski(1986)

도의 정신지체 

아동 8명

실제 사물과 칼라 

사진, 흑백 선화

계있는 것을 매칭하는 과제에서는 실제 사

물 > 사진 > 선화의 순서로 학습이 용이하

음. 

Hooper, Connell 

& Flett(1987)

9세의 뇌성마비, 

실어증, 청각  실

인증을 가진 도

장애아동

블리스 상징

수화 단어들 

블리스 상징과 손짓기호를 혼합하여 집

으로 훈련받은 결과 500여개가 넘는 블리스 

상징과 손짓기호의 단어와 문장을 습득함

Mizuko(1987)
29-44개월의 정상 

발달 아동 38명

블리스 상징,

PCS, Picsyms

블리스 상징, PCS, 픽 심볼의 세 가지 그림 

상징체계에 해 투명성과 상징 학습 용이성

에서의 차이에 한 연구

Gaines et al.

(1988)

3-7세의 의사소

통 장애아동 21명
말과 수화 단어 모델링을 통한 말하기와 수화 사용능력 측정

Romski & 

Sevcik(1988)

도의 정신지체 

성인 2명
시그램

교수  환경에서 그림 상징의 의미를 확장시

킴

Yoder &

Layton(1988)

9세 미만의 자폐

아동 60명
말과 수화 단어

의사소통 진 유형에 따른 자폐아동의 의사

소통의 효율성 측정

Mirenda &

Locke(1989)

자폐를 가진 경도, 

도정신지체 아

동 40명

실제사물, 칼라사

진, 축소형 사물, 

PCS, 리버스, 블리

스 상징

실제 사물을 이용한 학습이 가장 용이.

블리스 상징의 학습이 가장 어려움

Mizuko &

Reichle(1989)

언어수 이 2-5세로 

측정된 아동 21명

Picsyms, PCS,  

블리스 상징

상징체계의 유형에 따른 학습의 용이함에 

한 비교 연구

Angelo &

Goldstein

(1990)

경도, 등도 정신

지체아동 4명
리버스 상징

화하는 환경과 화상 자, 화용론  교수

략의 결과가 아동의 요구하기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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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kowitz

(1990)

12-20세의 4명의 

자폐아동, 성인
손짓기호

두 재( 진-소거, 지연된 진) 상황에서 

기능 인 사물의 그림의 변별학습 수행 정도

를 비교함

 Burroughs et 

al.(1990)

4-6세의 언어발

달지체아동 26명

리버스 상징, 블리

스 상징

리버스 상징과 블리스 상징의 습득정도 비교 

(리버스 상징 습득이 더 용이했음)

Loeding, Zangari 

& Lioyd(1990)

도장애 등학

생의 비장애 래 

학생과 교직원

수화

손짓기호 사용을 확장하기 해 공립학교 내

의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공통된 손짓기호 체

계를 선정하여 사용한 후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

Sigafoos et 

al.(1990)

도의 정신지체 

성인 2명

선화그림

(흑백)

선호하는 음식의 종류를 요구하는 선택기술

에 한 연구

 Spragale &

Micucci(1990)

15-33세의 경도 

 도의 정신지

체인 8명

수화

손짓기호 사용을 화장하기 해 그룹홈의 스

텝에 한 훈련을 실시하고 이러한 훈련이 손

짓기호 사용자에게 미치는 향에 한 연구

 Brady &

Saunders

(1991)

29세의 정신지체 

성인 1명
시그램

정신지체 성인을 상으로 사물과 흑백의 

시그램으로 그려진 상징의 계를 학습하는 

차와 과정에 한 연구

Doss et al.

(1991)

지체부자유 학생 

2명
PCS

패스트푸드 음식 에서 음식을 주문하기 

해 사용하는 AAC 체계의 효율성에 한 비교

Dattilo & 

Camarata

(1991)

뇌성마비 성인 2

명

VOCA 자기주도  화훈련이 자발 인 의사소통

행동의 빈도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

Fried-Oken, 

Howard &

Stewart(1991)

길리암 바  증후

군으로 입원한 

17-68세의 성인 5

명

알 벳 철자
환자실에서 환자와 의료진과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양식에 한 연구

Glennen,

Sharp-Bittner & 

Tullos (1991)

후천 인 마비 증

세를 나타내는 34

세의 남자 성인

알 벳 철자

음성으로 의사표 을 하지 못하는 성인을 

상으로 철자와 자 의사소통 기구의 사용이 

의사소통 상호작용에 미치는 향

Horn, Jones & 
Hamlett(1991)

5-8세 도 지체

장애 3명
그림카드

비디오게임을 이용한 스캐닝 기술의 훈련을 

통해 자발 인 정반응률의 향상 정도

Hunt, Alwell & 
Goetz(1991)

도정신지체 

등학생 3명과 

래 비장애 아동

칼라 사진과 흑백 

선화

그림 의사소통 책을 이용한 의사소통 훈련이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미

치는 효과

Kozleski
(1991)

도의 정신지체

를 가진 지체부자

유 학생 2명

폴라로이드 사진

과 축소형 실물

기 지연 차를 이용한 요구하기 기술의 습

득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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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cik, Romski 
& Wilkinson
(1991)

도의 정신지체 

아동 8명(남 4, 여 4)

실제 사물과 칼라 

사진, 흑백 선화

계있는 것을 매칭하는 과제에서는 실제 사

물 > 사진 > 선화의 순서로 학습이 용이함

Shalit(1991)

비장애고등학생

으로 이루어진 두 

집단

블리스 상징

상징의 습득속도를 비교한 연구로 표상성과 

나타내고자 하는 그림 상징의 명확도가 높을

수록 더 잘 이해함

Thorley et 
al.(1991)

도의 정신지체

를 가진 13세의 이

감각장애아동

낱말( 린트된 단

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돌출된 자를 통한 낱말 

습득이 의사표  능력에 미치는 향

Basil(1992) 도장애 아동 4명 PCS 

그림의사소통 을 이용한 의사소통 훈련이 

학습된 무기력과 사회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Nail-Chiwetalu
(1992)

8-10세의 도정

신지체 학생 34명
블리스 상징

상징의 습득속도를 비교한 연구로 이해하기 쉬

운 명확한 상징일수록 더 잘 습득하여 표 함

 O’Keefe &
Dattillo(1992)

정신지체 성인 3명
PCS, 리버스 상

징, 사진

상징체계를 통한 기능  의사소통 능력의 신

장

Sigafoos & 
Kook(1992)

도정신지체 

성인 1명

PCS(흑백; 칼라),

상품 로고

제시된 물건의 상징  선호하는 물건을 선택

하여 요구하는 수행에 미치는 효과 

Sigafoos & 
Reichle
(1992)

복장애 성인 4명 리버스 상징, PCS
4명의 복장애 성인을 상으로 더 효과 인 

요구하기 기술의 일반화 정도를 비교한 연구

Goodman &
Remington
(1993)

4-11세 정신지체 

아동 4명
 수화단어

강화 략을 사용하여 손짓기호를 지도하고 

강화 략에 따라 손짓기호 학습에 미치는 

향을 비교한 연구

Kaiser, Ostrosky 
& Alpert(1993)

22-45개월의 도

장애아동 3명과 교

사 3명

수화, 그림의사소

통

7가지 환경조 방법과 4개의 환경 심언어

재 차에 한 교수가 아동의 의사표 기

능에 미치는 향

Schlosser et 
al.(1995)

24-25세의 도정

신지체 성인 3명

VOCA, PCS, 

시그램

의사표 의 선행, 후속자극으로 VOCA 음성 

제공 유무에 따른 의사표 기능 비교 연구

 Soto et al.
(1993)

최 도 정신지체 

성인 1명
선화그림(흑백)

의사소통 과 VOCA를 이용하여 요구하기 

기술을 학습하는 것에 한 연구. VOCA를 더 

선호함

Sigafoos & 
Meikle(1995)

자폐아동 2명 선화그림(흑백)
요구하기 기술의 습득과 문제행동 출 과의 

계에 한 연구

Van Acker & 
Grant(1995)

트신드롬 학생 

3명
시그램

컴퓨터를 이용한 요구하기 교수 략의 지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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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es(1996)
65세 이상의 비장

애 성인
블리스 상징 상징체계가 학습되는 정도에 한 연구

Heller et 
al.(1996a)

16-21세의 시

력과 도 청력장

애학생 5명

수화, 의사소통

단일의사소통 을 사용할 때와 사용자, 화상

자가 같은 의사소통 을 가지고 화하는 이

의사소통 을 사용했을 때의 비교 연구 

Heller et 
al.(1996b)

4명의 정신지체 

학생(최 도의 이

감각장애)

수화, 의사소통

사용자, 화상 자가 같은 의사소통 을 가

지고 화하는 이 의사소통 과 손짓기호

를 사용하여 요구하기를 훈련시킴

Hern, Lammers 
& Fuller
(1996)

평균 34.5세의 인

지장애를 가진 성

인 28명

블리스 상징 블리스 상징의 학습 정도에 한 연구

Sigafoos et 
al.(1996)

정신지체와 자폐의 

복장애아동 1명

PCS

(흑백; 칼라)

의사소통 에 제시하는 그림카드를 이용하

여 요구하기 기술 일반화하기에 한 연구

Sigafoos, Laurie 
& Pennell(1996)

트신드롬 아동 

2명씩

선화그림(흑백)

상품 로고

상징체계를 이용하여 선호하는 물건을 요구

하는 수행에 미치는 효과

Stephenson & 
Linfoot(1996)

도 정신지체 학

생 1명

COMPIC, 손으로 

그린 상징(흑백)

기능 인 선택하기 맥락에서 사물 요구하기

를 학습에 한 연구

Storey & 
Provost(1996)

정신지체와 시각

장애를 가진 도

장애 성인 2명

그림 의사소통책
의사소통책을 이용한 의사소통기술 훈련이 

상호작용의 빈도와 형태에 미치는 효과 연구 

Duker & 
Jatten(1997)

32-33세의 최 도 

정신지체 성인 3명

네/아니오를 나타

내는 몸짓

네/아니오를 나타내는 제스 어를 통해 활동 선

택과 요구하기 기능의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Fuller(1997)

20.7세의 성인과 

60개월 된 학령

기 아동집단

블리스 상징

 40개

성인과 아동이 상징체계를 이해하는 능력의 

비교 연구

Mirenda
(1997)

1.3세-36세의 

도 복장애 남자 

30명, 여자 22명

수화, 스 치

의사소통책

몸짓

다양한 양식을 이용해서 AAC를 사용하는 사

람들 간에 효율 인 양식이 무엇인지 알아본 

연구

Schlosser, Lloyd 
& McNaughton

(1997) 

평균 61.5개월의남

아 9명, 여아 6명

블리스 상징

12-15개

블리스 상징을 가르치기 한 3가지 방법들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

Carmeli & 
Shen(1998)

남자 3명, 여자 37

명(24-50세의 비

장애인)

블리스 상징 33개

블리스 상징을 의미론 으로 근해 으로

써, 참조  기능으로 유추, 참조와 상징간의 

동일성, 정형성에 해서 알아본 연구

Carter & 
Maxwell
(1998)

5-9세의 뇌성마

비 아동 4명과 일

반아동 30명

가리키기,  응시

하기, 수화단어, 

그림의사소통 , 

비장애 래아동과 교사에게 의사소통 기술

을 교수 한 후, 장애아동과의 사회  의사소통

의 비율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

Dyches(1998)

10-12세의 도장

애(자폐, 정신지

체) 아동 4명

스 치 그림이 제

시된 VOCA

우발교수를 통해 스 치를 활용한 자발 인 의

사소통 행동의 발생 빈도에 미치는 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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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dell & 
Sutton(1998) 

29세의 경직형 사

지마비와 경련장

애 성인 1명

블리스 상징 

블리스 상징을 사용하는 성인에게 가까운 거

리와 먼 거리에서의 의사소통 성공에 한 비

교 연구

Koul & Harding
(1998)

실어증을 지닌 57- 

75세의 남자 4명, 

여자 1명

노트북에 내장된 

PCS로, 음성산출

도 가능

도의 실어증환자의 그림 상징을 악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능력을 평가

하고자 한 연구

Lim, Browder & 
Sigafoos(1998)

도의 정신지체 

학생 3명

그림 카드 의사소통책을 이용한 요구하기 기술의 습득

에 한 연구

O’Keefe, Brown 
& Schuller 
(1998)

14세 이상의 AAC 

사용자 94명

블리스 상징

단어책

철자

인터뷰와 185개의 설문문항으로 다양한 화

상 자에 따라서 한 의사소통도구를 

악하고자 한 연구

Schepis et 
al.(1998)

3-5세의 자폐아

동 4명

그림이 제시된 

VOCA

VOCA를 이용하여 각 아동의 의사소통 시도 

비율과 상호작용 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

Schwartz, 
Garfinkle & 
Bauer(1998)

발달장애 아동 31

명과 18명

PCS

(흑백; 칼라)

그림카드를 이용하여 비장애 래와 어른에

게 요구하기 기술을 학습하는 것에 한 연구

Wilkinson & 
Green(1998)

10명의 도/최

도 정신지체인

그림 상징(구체

인 단어상징)

언어장애가 있는 정신지체인에게 새로운 그

림상징에 한 fast mapping으로 단어의 확

장을 알아본 연구

Cress & King
(1999)

치매가 없는 진행성 

실어증 환자 2명

의사소통

의사소통책

몸짓

상황  맥락, 시각  교수방법, 진  훈련법

을 이용하여, 성공 으로 AAC 사용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본 연구

Reichle & 
Johnston(1999)

도의 정신지체 

학생 2명
PCS

원하는 음식물을 요구하기 해 지갑형태의 

의사소통 책을 이용한 연구

Roberts-Pennell 
& Sigafoos(1999)

도의 정신지체

와 자폐를 가진 

복장애 아동 1명

선화

놀이상황에서 계속 놀이를 하고 싶을 때 조  

더 놀고 싶다는 의사를 의사소통 을 이용하

여 표 하는 것에 한 연구

Huer(2000)

30-64세의 아

리카계 미국인, 

국인, 유럽계 미국

인, 멕시코인

블리스 상징

DynaSyms

PCS

문화간에 그림 상징체계에서의 블리스 상징, 

DynaSyms, PCS간의 인지 차이에 한 연구

Vandervelden & 
Siegel(1999)

7.5-17.5세의 말

운동장애를 가진 

언어장애인 32명

PCS
말운동장애를 지니고 있는 언어장애인의 음

운처리과정을 조사하기 한 연구

Dicarlo & 
Banajee(2000)

24-28개월의 발

달지체 아동 2명

몸짓, 수화, 그림

이 제시된 VOCA

간식시간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교수 맥락

에서 아동의 선택하기와 의사소통 행동의 증

가를 연구

Hetzroni & 
Belfiore(2000)

46-48개월의 학

령 기 발달장애

아동 72명

블리스 상징

연령에 맞는 동화책에서 선정한 단어에 해 

능동 인 교수방법과 수동 인 교수방법의 

경우 블리스 상징의 조합에 미치는 효과를 비

교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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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년도)
연구 참여자 의사소통양식 연구내용

Mechling & 
Langone
(2000)

도 정신지체, 뇌

성마비 2명

사진, 터치스크린

이 장착된 컴퓨터

질문을 듣고 올바른 것을 컴퓨터에 제시된 3

개 사진 에서 손으로 터치하여 선택하는 반

응의 향상 정도

Petersen, Reichle 
& Johnston(2000)

평균 40개월의 발

달장애아동 23명
흑백의 선 그림

두 가지의 스캐닝 방법(linear, row-column) 

비교

Rowland & 
Schweigert
(2000)

5-19세의 언어장

애인 41명

PCS(구체 인 물

체, 그림)

상징의 습득에 따라,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에 

기여하는가를 알아본 연구

Bourgeois et 
al(2001)

66명의 치매환자
사진, 선화

그림

치매환자들에게 AAC가 기억력 보조로서 의

사소통의 효율성 향상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Cafiero(2001) 13세의 자폐 학생

5개의 기능 인 

몸짓, PCS의사소

통

실제 이고 일상 인 상황에서 시각  체계

를 이용하여 상호작용의 향상과 의사소통행

동에 미치는 효과 연구

Chan & 
Iacono(2001)

17-19세의 다운증

후군 성인여성 3명

몸짓( 언어기 제

스처)

다운증후군 아동들의 제스처 산출의 발달과 

단어출 , 단어발달과의 계를 연구

Cohen et 
al.(2001)

17-20세의 3명의 

청각장애인
그림사

낮은 구문이해력을 지니는 청각장애인이 그

림사 (직업장, 공동체에서의 의사소통에서 

사용되는 어휘)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의사소

통 효율성에 한 연구

Ferm, 
Amberntson & 
Thunberg(2001)

복장애인 블리스 상징
블리스 상징의 단어에 근거하여 VOCA를 사

용하여 의사소통의 효율성 향상에 한 연구

Sigafoos & 

Drasgow (2001)

14세의 발달지체 

청소년 1명

VOCA, 그림, 

자

자기주도  화 훈련이 자발 인 의시소통 

시도하기에 미치는 효과 연구 

Dyches et 

al.(2002)

17세의 복장애

인 1명
PCS

그림과 VOCA를 이용한 의사소통에서, 의사소

통 효율성과 기술의 일반화에 한 비교 연구

3. 상징체계 선정에 련된 요인 

일반 으로 상징체계를 선정하기 해서 진단하는 목 은 “미래에 사용하게 될 상징체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별 으로 재의 능력에 맞고, 재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

는 상징유형을 선택하기 한 것이다(Beukelman & Mirenda, 1998)”. Glennen & DeCoste(1997)는 

AAC 사용자의 인지 , 신체 , 의사소통  필요에 합하도록 상징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가장 기본

인 차로 제시하 으며, Sevcik, Romski & Wilkinson(1991)은 상징과 실물의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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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유사성(iconicity)에 한 연구를 통해 여러 상징들을 비교하는 연구를 제시하 다. 그 외에도 여

러 연구자들이 상징체계간의 비교 연구 는 같은 상징체계내에서의 비교를 통해 상징체계 선택의 기

을 제시하 다. <표 - 2>에 이러한 연구들을 정리하 다. 

<표 - 2> 상징체계 선정과 련된 연구 

연구자

(연구년도)
연구참여자

의사소통 

상징체계
연구내용

Burroughs et 

al.(1990)

4-6.6세의 언어지체 

학령  아동 26명

리버스 상징,

블리스 상징

더 잘 기억되는 상징체계를 알아보기 한 

연구(리버스 상징 > 블리스 상징) 

Fuller

(1997)
성인과 유아 집단 블리스 상징

성인과 아동이 상징체계를 이해하는 능력의 

비교 연구 

Hayes

(1996)

65세 이상의 비장애 

성인
블리스 상징 상징체계가 학습되는 정도에 한 연구

Hern, 

Lammers & 

Fuller(1996)

인지장애를 가진 성인 

28명 (평균 34.5세)
블리스 상징 블리스 상징의 학습 정도에 한 연구

Kozleski

(1991a)

7.7-13.6세의 

자폐아동 4명

사진, 리버스,

블리스 상징,

철자

여러 가지 상징 유형  실물 유사성을 더 

잘 나타내는 상징체계에 한 연구로 

구체 인 사진일수록 더 잘 선별해 냄

Nail-Chiwetalu

(1991)

도정신지체 학생 

34명 (8-10세)
블리스 상징

상징의 습득속도를 비교한 연구로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상징일수록 더 잘 습득하여 

표 함

Shalit

(1991)

비장애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두 집단 

블리스 상징

상징의 습득속도를 비교한 연구. 표상성과 

그림상징의 명확도가 높을수록 더 잘 

이해함 

(이 표의 연구는 <표 - 1>의 연구  해당되는 것을 추출한 것임)

Fuller, Lloyd & Schlosser(1992)는 AAC 상징체계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표 - 3>). 상징체계 자체의 특성뿐 아니라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사용능력에 한 고려도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Lloyd, Fuller & Arvidson(1997)은 이를 다시 사용자, 수용성, 사용실제, 어휘, 명

료도, 언어성, 상호 용성, 효율성, 교수학습성 측면에서의 변인들로 구분하 다.

한 Schlosser(2003)는 보다 구체 으로 도장애아동에게 많이 사용되는 그림 상징에 해 

합한 그림 상징 선택의 조건으로 상징의 실물 유사성, 음성출력 여부, 지시 상물에 한 구어  이해

도, 지시 상물의 구체성 정도, 지시 상물의 강화역할 정도, 상징선택과 지시 상물 선택의 일치도를 

제시하 다. 지시 상물에 한 구어  이해도가 있을 때, 지시 상물이 구체 이고 강화  역할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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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 AAC 상징체계 선정 시 고려할 사항

분  류 내    용

상징체계의 특성

어휘 수

확장 가능성

논리성

표상의 범

개방성

언어  구조성의 정도

구두와의 일치도

문어와의 일치도

사용의 효율성

다른 상징체계와의 병용가능성

명료한 정도

사용자에게 주는 이해 정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이해 정도

학습의 용이성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요구 정도

인지  요구 정도

운동성 요구 정도

변별에 한 요구 정도

언어  요구 정도

출처 : Fuller, Lloyd & Schlosser(1992). Further development of an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symbol taxonomy.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8(1), 68.

다 많이 할 때 해당 상징을 습득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일반 인 요구

하기가 아닌 ‘구체  요구하기’의 경우 지 한 상징을 실제 지시 상물에서도 동일하게 지 할 수 있는 

일치도를 확인하는 일이 요하다고 지 하며, 여기에 실물 유사성도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심리언어학  이론의 을 빌려 논의한 Schlosser(2003)의 이러한 분류와 제안은 실제 AAC 상징 선

택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 

상징 선택에서의 고려 사항에 해서 Reichle, Beukelman & Light(2002)는 AAC상징의 물리  

특성 즉, 시각  상징의 명확성, 회상(recall)과 학습가능성, 변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 으

며, 상징의 선택 뿐만 아니라 상징의 배열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지 하 다. 즉 원하는 상징

을 방 찾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상징들을 모아서 요목별로 상징을 분류하는 것이 

효율 으로 사용하기 좋다. 한 상징의 배열은 사용자의 언어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확장

을 염두에 둔 배열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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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장애 학생을 한 AAC 상징체계 

AAC 재 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 장애아동에 한 AAC 연구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 사항을 알 수 있다. 첫째, 도장애아동은 인지능력의 문제를 함께 수반하므로 다양한 어휘를 

인식하지 못하며, 다양하고 복잡한 상징체계를 학습하기에 한계가 있고 일반화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

움이 따른다는 이다. 한 의사소통 기구에서 산출되는 언어와 언어의 의미를 연결시키지 못하여 어

휘의 확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다. 둘째, 의사소통의 기단계에 해당하는 요구하기 기능의 습득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Sigafoos et al., 2003).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지장애를 가진 아동을 한 AAC

도장애아동의 의사소통에 한 연구를 보면 사용할 상징을 선정할 때는 인지 인 정도를 가장 

먼  고려하게 된다. <표 - 4>는 인지 인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의사소통지도의 경우 상징체계 학습

의 용이함 정도를 비교한 연구이다.

2. 요구하기 기술 교수에 한 AAC 

국제 으로 차로 많은 그림 상징이 사용됨에 따라 임상 장에서 각 개인에게 합한 상징체계

를 선정하는 단계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도장애아동의 의사소통 형태는 개 의사

소통 기 단계의 요구하기 기능에 많이 제한되어 있다(Fuller, 1997; Lim, Browder & Sigafoos, 1998; 

Mizuko, 1987). <표 - 5>는 <표 - 1>의 여러 AAC 연구  이러한 요구하기 기술 교수에 한 연구들

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도장애아동에게 가장 많이 교수되는 의사소통기능인 요구하기 기

술 교수에 사용된 상징체계는 부분 그림 상징 유형이며 사진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표  

범 가 넓은 신 학습이 어려운 블리스 상징은 기 요구하기 기술교수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3. 비도구 상징체계 활용

도장애아동의 의사소통 형태는 아동과 화상 자의 일 일의 면 계에서 제 3의 매개체

인 의사소통 도구나 그림 의사소통 을 이용하기 때문에 화의 흐름이 자주 끊긴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도 복장애 아동을 한 의사소통지도를 해서는 좀 더 쉽게 용하고 근할 수 있는 낮은 

수 의 상징체계가 필요하며, 도장애아동을 한 의사소통 형태는 화자와 화상 자, 상징체계의 

3원 인 계보다는 화자와 화상 자의 면 인 방의 계가 더욱 유리하므로 면 인 계

를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손짓기호 체계와 같은 비도구 상징체계의 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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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 인지장애를 가진 아동을 상으로 한 상징체계에 한 연구

연구자

(연구년도)
연구참여자 의사소통 상징체계 연구내용

Hurlbut, Iwata 

& Green(1982)

도 정신지체를 

가진 지체부자유 

아동 3명

그림 상징, 블리스 

상징

블리스 상징은 그림 상징보다 4배 정도의 시행

착오를 나타냄. 인지장애 아동에게는 그림 상

징의 학습이 더 잘 유지되고 일반화되었음

Goossens

(1983)

등도 정신지체 

아동 54명

블리스 상징, 

리버스 상징

블리스 상징보다 리버스 상징의 학습이 더 용

이하 음

Sevcik & 

Romski(1986)

도의 정신지체 

아동 8명

실제 사물, 칼라 

사진, 흑백 선화

계있는 것을 매칭하는 과제에서는 실제 사물 

> 사진 > 선화의 순서로 학습이 용이하 음 

Mirenda & 

Locke(1989)

자폐를 가진 경도, 

도정신지체 아동 

40명

실제 사물, 칼라 

사진, 축소형사물, 

PCS, 리버스, 

블리스 상징

실제 사물을 이용한 학습이 가장 용이하 으

며, 이  블리스 상징의 학습이 가장 어려웠음

Mizuko & 

Reichle(1989)

언어연령 2-5세로 

측정된 아동 21명

Picsyms, PCS, 

블리스 상징

블리스 상징의 명사보다는 PCS의 학습이 용이

하 고, PCS보다는 Picsyms의 학습이 더 용이

하 음

출처 : Sevcik, R. A., Romski, M. A. & Wilkinson, K. M.(1991). Roles of graphic symbols in the language 
acquisition process for persons with severe cognitive disabilities.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7(3), 167.

손짓기호 체계는 말하기 후에 사용되는 신호로서 구체 인 내용을 달하는데 사용되며 특별

히 훈련받지 않아도 듣는 사람들도 그 의미를 개는 이해할 수 있다는 장 이 있고 개인의 인지 능력, 

언어 능력, 문화에 따라 다른 상징을 사용될 수 있다. 청각장애아들의 수화와는 다른 손짓기호 체계는 

별도의 도구체계나 노력없이 최소한의 필요한 표 을 하게 함으로써 도장애아들의 의사소통 상황에 

더욱 유리하며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언어  체계가 부족하다는 단 은 있으나 언

어발달이 늦고 표 능력의 제약이 많은 도장애아의 경우 <표 - 1>의 여러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

이 그림이나 손짓기호 등의 비언어 인 방법을 구어와 병행한 다 양식의 방법으로 재하는 것은 효

과 인 의사소통 지도방안이 될 수 있다. 

4. 국내 AAC 연구

외국의 경우, 도장애아동 에는 철자나 낱말을 이용한 의사소통을 할 정도의 문해력을 가지

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의사표 을 해 다양한 유형의 상징, 수화, 시각  상징이나 만질 수 있는 

상징들을 이용하고 있고(Rowland & Schweigert, 2000), 다양한 장애유형의 아동들에게 AAC를 용하

고 있으나, 국내 AAC 연구의 부분은 지체  복장애아동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정된 상징체

계를 이용한 연구들이 부분이다. <표 - 6>을 보면 PCS와 교사가 자체 제작한 그림들이 주를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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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5> 요구하기 기술교수에 한 AAC 연구

연구자

(연구년도)
연구참여자 의사소통유형 연구내용

Angelo & 

Goldstein(1990)

등도의 

정신지체아동 4명
리버스

화하는 환경과 화상 자, 화용론  교수

략이 아동의 요구하기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Kozleski

(1991)

지체장애와 도의 

정신지체 아동 2명

사진

(폴라로이드)

반응시간지연 략이 아동의 요구하기 수행

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

Lim, Browder 
& Sigafoos
(1998)

도 정신지체 학생 

3명
그림카드

의사소통책을 이용한 요구하기 기술의 습득

에 한 연구

Reichle & 

Johnston(1999)

도의 정신지체 

학생 2명
PCS

원하는 음식물을 요구하기 해 지갑형태의 

의사소통 책을 이용한 연구

Roberts- 

Pennell & 

Sigafoos(1999)

도의 정신지체와 

자폐를 가진 

복장애아동 1명

선화그림

놀이상황에서 조  더 놀고 싶다는 의사를 

의사소통 을 이용하여 표 하는 것에 한 

연구

Schwartz, 
Garfinkle & 
Bauer(1998)

발달장애 아동 

31명과 18명

PCS

(흑백; 칼라)

그림카드를 이용하여 비장애 래와 어른에게 

요구하기 기술을 학습하는 것에 한 연구

Sigafoos et al.

(1996)

정신지체와 자폐의 

복장애아동 1명

PCS

(흑백; 칼라)

의사소통 에 제시하는 그림카드를 이용하

여 요구하기 기술 일반화하기에 한 연구

Sigafoos & 

Kook(1992)

도정신지체 성인 

1명

PCS

상품 로고

제시된 물건의 상징  선호하는 물건을 선

택하여 요구하는 수행에 미치는 효과 

Sigafoos, 

Laurie & 

Pennell(1996)

트신드롬 아동 

2명씩

선화그림(흑백)

상품 로고

상징체계를 이용하여 선호하는 물건을 요구

하는 수행에 미치는 효과

Sigafoos & 

Meikle(1995)
자폐아동 2명 선화그림(흑백)

요구하기 기술의 습득과 문제행동 출 과의 

계에 한 연구

Sigafoos & 

Reichle(1992)
복장애 성인 4명 리버스, PCS

4명의 복장애 성인을 상으로 더 효과

인 요구하기 기술의 일반화 정도를 비교한 

연구

Sigafoos  et 

al.(1990)

도의 정신지체 

성인 2명
선화그림(흑백)

선호하는 음식의 종류를 요구하는 선택기술

에 한 연구 

Soto et al.

(1993)

최 도 정신지체 

성인 1명
선화그림(흑백)

의시소통 과 음성출력 기구를 이용하여 요

구하기 기술을 학습하는 것에 한 연구 

Stephenson & 

Linfoot(1996)

도 정신지체 학생 

1명

COMPIC,

그림 상징(흑백)

기능 인 선택하기 맥락에서 사물 요구하기

를 학습에 한 연구

Van Acker & 

Grant(1995)

트신드롬 학생 

3명
시그램

컴퓨터를 이용한 요구하기 교수 략의 지

도가 요구하기 기술의 습득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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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6> 국내의 AAC 실험 연구

연구자

(연구년도)
연구참여자

의사소통 

상징체계
연구내용

장선아(1996) 장애유아 그림
비장애아동의 환경언어 재 략 사용이 장애아동

의 사회  언어에 미치는 향

강소진(1997) 도 뇌성마비 아동
그림 자 

의사소통

컴퓨터 보완 체의사소통 사용이 의사소통빈도와 

교사의 수용  의사소통빈도에 미치는 효과

윤진 ․이소

(1998)
자폐아동 PCS

기능  의사소통 훈련을 통한 회피기능의 자해행

동 처치의 효과

한경임(1998) 증 뇌성마비 아동 블리스 상징 AAC 훈련이 의사소통기능 습득에 미치는 효과

최진희(1999) 도장애아동 PCS
칩톡(Cheap talk)을 이용한 요구하기 수행 훈련이 

의사소통 기능에 미치는 효과

채수정․박은혜

(1999)
도장애학생 PCS

AAC 훈련이 물건사기를 한 의사소통 행동의 습

득에 미치는 효과

조은주(2000) 도 뇌성마비 아동 PCS
그림의 치와 색상을 조정한 그림의사소통 의 

사용이 증뇌성마비아의 언어표 에 미치는 향 

김경양․박은혜

(2001)

도장애아동

(만 8-9세)
PCS

스크립트활동을 이용한 AAC 재가 의사소통기능

의 습득에 미치는 효과

신 배․ 병운

(2001)
정신지체아동

그림

의사소통

스크립트를 활용한 AAC사용훈련이 비구어 정신지

체 아동의 의사소통기능에 미치는 효과

표윤희․박은혜

(2002)

도 뇌성마비 

학생(만 7-12세)
문자

학교 수업에서의 문자의사소통 의 사용이 읽기 

학습 능력에 미치는 효과

방명애․구희

(2002)
도장애아동

그림 자 

의사소통

웹 의사소통 을 이용한 재가 기능  어휘 습득

에 미치는 효과

김 주(2002) 복합장애아동
그림 자 

의사소통

AAC를 통한 상호작용  이야기책 읽기 활동이 아

동의 기문해력/의사소통행동에 미치는 효과

김정연․박은혜

(2003)

도장애아동

(만 6-7세)
PCS

화상 자 훈련이 놀이활동에서의 의사소통 기술 

습득에 미치는 효과

박은혜․김옥경 

(2003)
자폐 청소년

그림 자

의사소통

행동연쇄 방해 략이 자폐 청소년의 AAC 사용 기

술에 미치는 효과

조효인․김 태

(2003)

도 

정신지체아동
PCS

비디오 자기모델링을 활용한 보완 체의사소

통 재가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

 

있음을 알 수 있다(장선아, 1996; 윤진 ․이소 , 1998; 최진희, 1999; 채수정․박은혜, 1999; 김경양․

박은혜, 2001; 김정연․박은혜, 2003; 한경임, 1998; 표윤희․박은혜, 2002). 

상징체계에 한 국내의 연구들을 외국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 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의 연구는 다양한 상징을 이용하고 있으나 한국의 연구에서는 일부 PCS나 블리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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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등의 한정된 상징만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연구에 사용된 그림 일이나 

자 의사소통 기구는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반 교육 장이나 기 에서 이용하기에는 구입과 비용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연구에 사용된 그림 의사소통  역시 외국의 그림 일의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므로 한

국의 문화에 맞지 않은 그림 상징들이 많아 상징체계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됨으로 인해 

도장애아동의 의사소통 지도에 한 연구의 성과는 높으나 연구 성과의 일반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국내의 AAC연구는 외국과 달리 연구 상의 범 가 지체부자유 아동  학생들로 집 되어 있

는 을 알 수 있다. 재 도․ 복화되어 가는 특수학교의 상을 감안해볼 때, 앞으로의 상은 지

체부자유 아동에서 도 복장애 아동으로 확 될 필요성이 요구되며, 정신지체  자폐아동들에게도 

필요에 따라 도입되어야 한다(박은혜, 2003). 셋째, 국내에서는 AAC 체계를 지도할 때 상징체계를 도

입하는 차에 한 체계 인 연구가 미흡하여 상징의 선택시 유의사항, 혹은 선정 시  거 등에 한 

연구가 부족하다. 

Ⅳ. 맺음말

구어와 달리 다양한 상징체계를 사용하는 보완․ 체의사소통에서는 사용 상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상징체계의 선택이 매우 요하나 지 까지의 국내 AAC 연구에서는 제한된 상징체계만 사용되

었고, 다양한 상징체계에 한 논의가 부족하 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련문헌과 선행연구들에 

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상징체계의 특성과 상징체계 선택시 유의할 요인들, 한 AAC 용의 주요 

상인 도 복장애학생들에 한 AAC 연구들에서 많이 보고된 요구하기 기술 교수에 한 연구, 인

지장애를 가진 아동에 한 연구들을 살펴 으로써 상징체계의 사용범   사용된 교수방법들에 한 

시사 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게 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AAC 연구가 보다 용 상

과 상징체계 면에서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이다. 주로 학령기 지체장애아동에 집 되어 있는 국내 

AAC연구에 비해 외국의 연구들은 다양한 장애와 연령 의 상에게 AAC를 용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상자의 인지 , 신체  수 에 맞추어 주로 그림 상징과 블리스 상징만을 사용하는

데 비해 철자, 몸짓, 간단한 수화 등 폭넓은 난이도와 표 범 를 가진 상징을 사용하고 있었다. 둘째, 

언어성이 약한 상징체계라도 기 의사소통단계에 있는 도장애아동에게는 우선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한 가지 상징뿐 아니라 다양식의 상징체계의 활용이 유용한 경우가 많다는 이다. 이는 

언어기의 장애아동에 한 AAC 근을 강조한 Snell(2003)의 발표와도 맥을 같이한다. AAC를 단순히 

그림의사소통 이나 음성출력기구의 사용으로 보는 좁은 견해에서 보다 범 한 시각으로 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상징체계의 난이도  투명성, 실물 유사성 등에 따른 상징체계의 발달을 진

해야 한다는 이다. 즉 한 가지 상징만을 계속 사용해야하는 것이 아니며, 비교연구들에서 나타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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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체계의 학습용이성과 표 의 개방성 등에 비추어 보다 발 된 상징체계로의 변화를 극 으로 고려

하며 AAC 교수를 진행해야한다. 넷째, Glennen & DeCoste(1997)가 제시한 바와 같이 사용 상자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특성과 상징체계의 특성을 잘 악하여 합한 매칭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해야 한다

는 것이다. 모든 AAC가 다 그림만을 사용한다거나, 다른 사례에서 본 상징체계를 무조건 그 로 사용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교수효과도 기 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문헌연구이기 때문에 보다 실제 인 상징체계별 용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

다는 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보다 확장된 상에 한 AAC 용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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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iterature Review Regarding Symbol Systems for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Eun Hye Park, Jeong Youn Kim 
(Dept. of Special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Although various symbol systems are used in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Korean 

AAC studies have used mainly PCS or Bliss symbols. One of the reasons for this is the lack of 

information about AAC symbol systems. This study reviewed relevant books and articles about AAC 

symbols, particularly the articles in the official journal of ISAAC,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Characteristics of various aided and unaided symbols are presented and 

explained in relation to the appropriate AAC studies. It is found that manual sign system, tangible 

symbols, Rebus symbols, and Picsyms are less used symbols in Korea. In contrast, picture symbols 

with requesting functions are frequently used in AAC studies for users with severe disabilities in 

Korea. Furthermore, the results of the study also revealed that factors such as transparency and 

iconicity are important in AAC symbol selection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AAC 

users. The manual sign system is a less used symbol system in Korea despite its potential benefits 

reported in the literature.

Keyword: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symbol system, iconic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