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4    http://www.e-csd.org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2015 Korean Academy of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The Performance of Korean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on Dynamic AAC 
Technologies with Different Language Organizations 
Yu Gyeong Leea, Hyun Jung Leeb, Young Tae Kima, SeokJeong Yeona,c

aDepartment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bDepartmen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Honam University, Gwangju, Korea
cChildren’s Center for Developmental Suppor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Correspondence: Young Tae Kim, PhD
Department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50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82-2-3277-2120
Fax: +82-2-3277-2122
E-mail: youngtae@ewha.ac.kr

Received: April 5, 2015
Revised: May 15, 2015
Accepted: May 28, 2015

This work was supported in part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NRF-2012-S1A5A2A-03034254).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of Ko-
rean children with norm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on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systems with different language organizations. Methods: Thirty-
nine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13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D) age 4 
to 6, 13 chronological age-matched normally developing children (CA-N), and 13 language 
age-matched normally developing children (LA-N). Participants were asked to locate AAC 
vocabulary items using either category-based or place-based language organization. They 
performed two tasks: an accuracy testing task and a preference testing task. The 27 items 
(18 items for accuracy test and 9 items for preference test) were selected from lists of words 
frequently used by young children. All vocabulary items were concrete nouns.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in the groups (ID, CA-N, and LA-N) and types of 
AAC language organization (categorical vs. placed-related). The ID and LA-N group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effects in the placed-related organization than categorical, while the 
CA-N group did not. There was no interaction effect among the three groups in the lan-
guage organization preference test.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consider-
ing the performance of ID children on different types of AAC vocabulary navigation using 
dynamic display AAC technologies.

Keywords: AAC,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Dynamic AAC technolo-
gies, Language organization, Accuracy test, Preference test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

tion, AAC)은 말과 언어의 표현 및 이해에 심각한 장애를 보이는 사

람들에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

상시키고 촉진하도록 보완하거나,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ASHA], 

2005a). 여기에서의 심각한 장애는 말 산출 기제의 문제로 인해 구

어산출이 불가능하여 대체적인 의사소통수단이 필요한 경우도 해

당되지만, 제한된 구어사용으로 인해 보완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Beukelman과 Mirenda (2013)는 

AAC를 통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장애아동으로 말운동장애(말실

행증)아동, 뇌성마비아동, 자폐범주성장애아동, 지적장애아동, 농

맹아동을 제안하였다. 특히 지적장애아동에게 AAC를 적용할 때

는 그 아동의 언어능력, 의사소통 및 사회성, 전반적인 발달패턴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지적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아동의 경우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프로그램이나 의사소통

판을 제시하기보다는 아동의 인지 수준에 맞는 상징이나 어휘를 

포함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Kim, 2014).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적장애의 출현율은 세

계적으로 1%-3% 정도로 알려져 있다. 지적장애를 지닌 아동들이 

말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학령기 인구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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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Matas, Mathy-Laikko, Beukelman, & Legresley, 1985)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AAC팀이 이들

에게 의사소통 서비스를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더 받아들

여지고 있다(ASHA, 2003, 2005b; National Joint Committee for the 

Communication Needs of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2003).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는 컴퓨터나 앱 기반 AAC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지적장애아동들에게도 이러한 하이테크 AAC 

사용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폰 및 태블릿 장치의 사용

에 관한 연구가 주로 개인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잘 구축된 전략을 사용하는 목적은 자폐범주성장애(autism spec-

trum disorder, ASD) 및 다른 발달장애군이 통신 및 AAC를 잘 사

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Sigafoos, O’Reilly, Lan-

cioni, & Sutherland, 2014). 한편, Light와 Drager (2007)의 연구에서

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은 도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경우 AAC 도구를 사용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아

동들의 선호도나 효율성이 높은 역동적 디스플레이 AAC를 사용

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목표 어휘를 시스템 내에서 찾는 경로에 대

한 이해이다. AAC의 경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내 숨겨진 페

이지의 개념적 모델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어휘의 숨겨진 페이지

와 메뉴 페이지에 사용된 표상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

에 중도장애 아동에게 어려울 수 있다(Drager, Light, Speltz, Fallon, 

& Jeffries, 2003; Reichle, Dettling, Drager, & Leiter, 2000). 

AAC 체계에서 제시되는 디스플레이는 일반적으로 고정 디스플

레이와 역동적 디스플레이, 그리고 혼성 디스플레이의 세 가지 유

형으로 구분하는데(Beukelman & Mirenda, 2013), 최근 기술의 발

달로 점차 다양한 상업용 AAC 제품들이 역동적 디스플레이를 제

공하고 있다. Drager 등(2004)은 3세 아동을 대상으로 메뉴 화면에

서 경로화할 때 네 가지 화면의 스크린샷을 이용하는 역동적 디스

플레이와 네 개의 어휘 격자가 있는 전통적 디스플레이, 전통적 메

뉴 페이지를 가진 전통적 격자 디스플레이의 학습에 대한 어려움

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아동들은 경로를 거쳐야 할 때, 메뉴 페이지

에 스크린샷이 있는 역동적 화면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 더 정확

하게 어휘를 찾았고, 전통적 메뉴 디자인을 가진 전통적 격자 디스

플레이를 사용한 것에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Light (1992)는 여러 화면에 걸쳐 어휘 경로를 배열하는 방법으

로 일반적인 위계적 범주에 따른 분류학적 경로, 사건 도식에 따른 

도식적 경로, 철자에 따른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는 어휘 경로, 개인

적 경험 및 사고에 따른 고유한 어휘 경로로 나누어 화면에 배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어린 아동이 어휘 개념을 어떻게 경로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장애가 없는 정상발달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러한 정상발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장애가 없는 성인의 

인지 모델이 정상발달 아동의 인지 모델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Light, 1993; Light & Drager, 2002; Light & Lindsay, 1991). 또한, 

정상발달 아동들 사이에도 연령에 따라 어휘 선택 경로에 따른 발

달적 차이를 보여주는데, 나이가 더 어린 아동은 도식적 경로를 사

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학령기가 되어 위계적 분류 기술을 학습

하게 된 아동은 분류학적 경로를 사용하기 시작한다고(Bauer & 

Mandler, 1989; Krackow & Gordon, 1998; Lucariello, Kyratzis, & 

Nelson, 1992) 한다. 이때, 아동들의 어휘 선택 경로는 서로 다른 도

식으로부터 추출된 항목들이 함께 묶여서 분류학적 범주를 형성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념의 재경로는 더 상위의 인지 기술을 필요

로 하고, 성인의 교수와 개인의 언어 경험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

인다(Nelson, 1996).

위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는 장애가 없는 성인과 정상 아동의 인

지 모델을 기반으로 한 현재의 어휘 경로 모델이 실제 AAC의 잠재

적 사용자인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아동의 어휘 경로 모델과 일치

하지 않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즉 현재의 컴퓨터 기반 AAC에서 사

용하는 어휘 경로는 장애가 없는 성인이나 정상발달 아동의 인지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AAC 내의 표현, 프레젠테이션, 구조, 

언어 개념의 기술은 일반적으로 어린 아동들의 개념적 모델과 일치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Light, 1993; Light & Drager, 2002; Light 

& Lindsay, 1991).

AAC와 관련된 연구는 현재 북미 및 유럽지역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국제 보완대체의사소통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Augmen-

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ISSAC)를 중심으로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AAC를 개발하는 과정

에 관련된 연구(예: 어휘표현, 사진 선택, 기자재 선택 등), 다양한 의

사소통 기구 및 방법들의 효율성에 관한 비교 연구, 서비스 전달 체

계와 정책적인 문제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진다(Park, 1996). 

이 중에서도 어휘표현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특정 대상 집단이 필

요로 하는 핵심어휘(core vocabulary)들을 조사하거나 적절한 어

휘 선정 기준 및 절차들에 관한 연구들이 주종을 이룬다(Beukel-

man, McGinnis, & Morrow, 1991; Beukelman & Mirenda, 1992; 

Stuart, Vanderhoof, & Beukelman, 1993). 이들 연구결과들은 또한 

실제 보완 대체 의사소통 체계(상징 세트, 어휘 선택용 소프트웨어 

등)를 제작하는 과학적 기초로 유용하게 사용된다(Park, 1996)고 

하였다. Fried-Oken과 More (1992) 및 Stuart 등(1993)에 의하면 어

휘 목록들은 사용자의 연령 및 장애 특성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고 하였다. 따라서 AAC 영역에서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연구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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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어휘 수집과 그 선택에 관련된 것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어휘연구로는 뇌성마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AAC체계를 위한 기초어휘 조사(Park, 1996), 정신지체 학생의 지역

사회 기능에 필요한 기능적 어휘목록개발 연구(Park, 1999), AAC 

체계 적용을 위한 상황중심 핵심어휘 개발 연구(Lee & Park, 2000), 

보완 ·대체의사소통판에서의 핵심어휘와 상황어휘 적정 비율에 관

한 연구(Park & Kim, 2003), 학령기아동의 학교 상황 어휘 연구(Lee, 

Kim, & Park, 2005)등이 있다(Kim, Park, & Min, 2003). 이처럼 

AAC용 어휘조사의 필요성이 연구를 통해서 지적되어 왔고 말 이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AAC가 

점차로 많이 사용되고(Park, Kim, & Kim, 2008) 있으며, 보완대체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AAC 사용

자에 따른 어휘 연구의 필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이 어휘를 습득하고 AAC를 사용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을 포함한 언어적 개념과 어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동의 개인적인 발달 수준을 고

려하지 않고 인지 모델을 기반으로 한 AAC는 지적장애를 비롯한 

복합적인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 어휘 사용을 위해 초

과된 용량의 기술을 요구하게 되므로 언어 발달을 가로막는 결과

를 초래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보급이 증가하

고 있는 태블릿 PC의 역동적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AAC의 어휘 

선택 경로(범주적 배열, 공간적 배열)가 일반 및 지적장애아동의 어

휘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지적장애

아동들이 생활연령 및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정상발달 아동들과 비

교하였을 때 어휘 선택 경로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적장애아동이 실제로 AAC를 사용할 때 목표 어휘를 표현하기 

위해 어휘 선택 경로의 구조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지적장애 및 일반 아동 집단) 간 어휘 선택 경로(범주적 

배열 및 공간적 배열)에 따른 어휘표현의 정확도에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집단(지적장애 및 일반 아동 집단) 간 어휘 선택 경로(범주적 

배열 및 공간적 배열)에 따른 어휘표현의 선호도에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방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생활연령이 만 4;0-6;0세인 경도 지적장애아동(이하 

ID) 13명을 실험집단으로 하며, 이들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이하 CA-N) 13명,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이하 LA-

N) 13명을 통제집단으로 하여, 총 39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

의 구체적인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지적장애아동

연구에 참여한 지적장애아동은 (1) 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K-ABC; Kaufman & Kaufman, 1983; Moon & Byeon, 

1997)의 동작성 인지검사 척도로 측정한 정신연령이 -1.5 표준편차 

이하에서 -3 표준 편차 이상(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

fare, 2010;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2009)에 

속하며, (2) 수용 ·표현어휘력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

lary Test, REVT; Hong, Kim, & Kim, 2009; Kim, Hong, Kim, Jang, 

& Lee, 2009; Kim, Lee, Hong, Kim, & Jang, 2009)로 측정한 수용언

어연령이 -2 표준편차 이상 지체에 속하고, (3) 감각장애나 정서적인 

문제가 없으며, (4) 연구 수행을 위해 검사자의 지시를 이해하고 상

징(그림)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동들로 구성하였다.

일반아동

지적장애아동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CA-N)은 (1) 주 

양육자 및 교사에 의해 정상 아동이라고 보고된 아동들로 (2) K-ABC

의 동작성 인지검사 척도로 측정한 정신연령이 -1 표준편차 이상 

수준이며, (3) 생활연령이 지적장애아동들과 일치하며, (4) REVT

로 측정한 수용언어연령이 자신의 생활연령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되지 않으며, (5) 연구 수행을 위해 검사자의 지시를 이해하고 

상징(그림)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동들로 구성하였다. 

지적장애아동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LA-N)은 (1) 주 

양육자 및 교사에 의해 정상아동이라고 보고 된 아동들로 (2) 수

용 ·표현 어휘력 검사(REVT; Kim, Hong, et al., 2009)로 측정한 수

용언어연령이 지적장애아동과 원점수±6개월 내에서 일치하며, 

(3) 언어연령이 생활연령에 비해 12개월 이상 지체되지 않고, (4) 연

구 수행을 위해 검사자의 지시를 이해하고 상징(그림)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동들로 구성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CA-N (N= 13) ID (N= 13) LA-N (N= 13)

Age (yr;mo) 5;3 5;7 3;5
K-ABC score 115.5 66.4 -
Receptive vocabulary test score   56.2 26.2 26.9

CA-N=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matched on age; ID=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LA-N=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matched on receptive vocabulary; 
K-ABC= Korean 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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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과제 

실험 도구

본 연구의 AAC 도구로는 보편적 설계 기반 PC로 장애아동들은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 

PC ATIV를 본체와 분리하여 태블릿 PC로 사용하였다. 이 태블릿 

PC에 지식경제부 산하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Quality of Life 

Technology, QoLT)’ 사업과제인 한국형 의사소통 콘텐츠 및 프로

토콜로서 음성합성 기능을 가진 보완대체의사소통 프로그램 ‘마

이토키’를 탑재하여 사용하였다.

마이토키의 말하기판은 8, 15 고정판과 45 가변판으로 되어 있

고, 사용자 설정에 따라 판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

서는 마이토키는 사용자 설정에 따른 8 가변판을 사용하였다. 

어휘 선택 경로에 따른 목표어휘 

본 연구에서 훈련 및 평가 어휘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

로 MacArthur-Bates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ies-Ko-

rean (K M-B CDI) 유아용(Pae & Kwak, 2011)에 수록된 어휘와 등급

별 국어어휘용(Kim, 2003), 우리말 범주규준조사(Lee, 1991) 등을 참

고하여 언어연령 만 2-3세 아동이 설명 없이 어휘를 듣거나 상징을 보

았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각 어휘 선

택 경로에 해당하는 어휘 배열 및 어휘선별은 성인 30명에게 어휘 타

당도를 실시하여 75% 이상 선택된 것들을 목표어휘로 사용하였다. 

정확도 평가에서 어휘 선택 경로에 따른 목표어휘 

정확도 평가를 위해 선정된 목표 어휘는 명사 18개였다. 정확도 

평가에서는 범주적 배열 세 가지(옷, 가구, 가전[전자] 제품)와 공간

적 배열 세 가지(욕실[화장실], 부엌, 방)를 사용하였고, 각각의 경

로 유형에서 배열된 목표 어휘는 2개씩이었다. 목표 어휘의 구체적

인 경로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선호도 평가에서 어휘 선택 경로에 따른 목표어휘

선호도 평가를 위한 어휘는 명사 9개였다. 선호도 평가에서는 정

확도 평가에서 사용하지 않은 범주적 배열 3개(교통[탈것], 사람, 음

식)와 공간적 배열 3개(병원, 유치원, 바닷가)를 사용하였다. 목표 

어휘의 구체적인 경로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어휘 선택 경로에 따른 배열의 수

과제 적응단계 및 정확도 평가단계에서 사용하는 어휘 경로는 

총 10개였다. 태블릿 PC 화면상에 Figure 1과 같이 범주적 배열 5개

를 제시하였고, Figure 2와 같이 공간적 배열 5개를 각각 제시하였

다. 선호도 평가단계에서 사용하는 어휘 경로는 총 6개였다. 범주적 

배열에 3개와 공간적 배열 3개를 동시에 제시하였다. 태블릿 PC화

면상에 Figure 3과 같다. 

Table 2. Vocabulary items on accuracy test

C ategorical organi-
zation condition

Place-related organization condition

Bathroom Kitchen Room

Clothes Gown/towel Apron/rubber 
gloves

Socks/nightclothes

Furniture Toilet/bathtub Table/kitchen sink Desk/bed
Electric home  

appliances
Rechargeable 

shaver/hairdryer
Microwave/refrig-

erator
Radio/lamp

Figure 1. Categorical organization condition.

Figure 2. Place-related organization condition.

Table 3. Vocabulary items on preference test 

C ategorical organization 
condition

Place-related organization condition

Kindergarten Hospital Sea

Person Teacher Doctor Angler
Vehicle (Kindergarten) bus Ambulance Boat
Food Snack Broth Fish



http://dx.doi.org/10.12963/csd.15244348    http://www.e-csd.org

Yu Gyeong Lee, et al.  •  Performance of Korean ID Children on AAC

연구 절차 

아동이 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한 공간에서 한 명씩 개별

적으로 질문하였고, 목표어휘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아동이 집중하지 못하거나 선택을 하지 않

을 경우 질문을 반복하거나 상징을 보여주면서 태블릿 PC에 제시

된 어휘 경로를 터치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본 실험은 각각의 어휘 선택 경로(범주적 배열 및 공간적 배열)에

서 정확도 평가를 실시한 뒤, 선호도 평가를 진행하였다. 각 실험조

건 사이에는 10분 정도의 시간을 두어 순서효과와 피로효과를 최

소화였다. 이때, 전략 간, 단어 간 순서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아동별

로 각 배열의 순서와 단어제시 순서를 무작위로 다르게 배치하였

다. 단, 아동이 어휘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미리 준비한 상징(그림)

을 제시하여 아동의 이해를 돕고 목표 어휘에 대한 이름만 제시할 

뿐, 이외의 설명은 피하였다. 과제유형 제시에 따른 실험절차의 흐

름은 Figure 4에 제시하였다. 

자료분석

정확도 점수

각 어휘 선택 경로에 따른 범주적 배열 및 공간적 배열의 정확도 

평가단계에서 목표어휘에 대해 아동이 정반응 하면 1점, 오반응 하

면 0점으로 채점하였다. 이때, 정반응은 아동이 목표어휘를 듣고 

선택한 1차 반응을 의미한다. 정확도 점수는 어휘 선택 경로에 따

라 제시된 선택어휘의 수에서 정반응한 점수를 나눈 후 100을 곱하

여 산출하였다.

선호도 비율

어휘 선택 경로가 동시에 제시된 선호도 평가단계에서 각각의 집

단 내 아동이 목표어휘를 찾기 위해 선택한 어휘선택 경로에 따른 

배열의 횟수를 계산하여 선택 횟수의 비율로 산출하였다. 공간적 

배열을 선택한 횟수에서 범주적 배열을 선택한 횟수로 나누어 1을 

중심으로 1보다 점수가 높으면 범주적 배열을 선호한 것이고, 1보

다 점수가 낮으면 공간적 배열을 선호한 것이 된다.

Figure 3. Preference test.

Figure 4. Testing flow diagram.

Task I Task II

Accuracy testing session: 
task adaptation of categorical organization 

(vocabulary 2)

Accuracy testing session task adaptation of  
placed-related organization

(vocabulary 2)

↓ ↓

Accuracy testing session of noun symbol selection:  
categorical organization

(vocabulary 9)

Accuracy testing session of noun symbol selection:  
placed-related organization

(vocabulary 9)

↓ (10-minute break) ↓

Accuracy testing session task adaptation of  
placed-related organization

(vocabulary 2)

Accuracy testing session: task adaptation of categorical 
organization 

(vocabulary 2)

↓ ↓

Accuracy testing session of noun symbol selection:  
placed-related organization

(vocabulary 9)

Accuracy testing session of noun symbol selection:  
categorical organization

(vocabulary 9)

↓ (10-minute break) ↓

Preference testing session of noun symbol selection  
(categorical & placed-related)

(vocabulary 9)

Preference testing session of noun symbol selection 
(categorical & placed-related)

(vocabulary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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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통계적 처리 

통계적 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정확도 점수는 세 집단(지적장애아동, 생활연령 일치한 일반아동, 

언어연령 일치한 일반아동)에 따라 어휘 경로(범주적 배열 및 공간

적 배열)에 따른 목표어휘표현의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어휘 경로의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통

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인 항목에 대해서는 Tukey 사후 검정을 실시

하고, 상호작용의 효과가 유의할 경우 대비검정을 실시하였다. 

선호도 비율은 세 집단(지적장애아동, 생활연령 일치한 일반아

동, 언어연령 일치한 일반아동) 간 어휘 경로(범주적 배열 및 공간적 

배열)에 따른 목표어휘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 내에서 범

주적 배열을 선택한 횟수에서 공간적 배열을 선택한 횟수를 나누

어 얻은 값으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집단 간 어휘 선택 경로에 따른 어휘표현 정확도 차이

집단 간 어휘 선택 경로에 따른 어휘표현 정확도의 상호작용이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33) =3.844, 

p< .05). 즉, CA-N 집단은 두 유형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ID 및 LA-N 

집단은 범주적 배열보다 공간적 배열에서 더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산출하였다. 집단 간 어휘 선택 경로에 따른 어휘표현 정확도에 상호

작용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그래프는 Figure 5와 같다.

집단 간 어휘표현 정확도 점수에서는 지적장애아동 집단(ID)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CA-N)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

고,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CA-N) 집단과 언어연령을 일치

시킨 일반아동(LA-N)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36) = 6.430, 

p< .05). 즉, CA-N 집단에 비해 지적장애아동은 어휘 유형에 따른 

정확도의 점수에서 유의하게 더 낮은 점수를 산출하였고, CA-N 집

단에 비해 LA-N 집단 아동도 어휘 유형에 따른 정확도의 점수에서 

유의하게 더 낮은 점수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지적장애아동 집단

과 LA-N 집단은 집단 간 어휘 유형에 따른 정확도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 간 어휘 선택 경로에 따른 어휘표현 선호도 차이

세 집단 간 평균 선호도 비율은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

(CA-N) 집단 1.15이고, 지적장애(ID) 아동 집단 .92, 언어연령을 일

치시킨 일반아동(LA-N) 집단 .71 순서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 어

휘 선택 경로에 따른 어휘표현의 선호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의 범주적 배열 및 공간적 배열 선호도의 횟수를 분석하고 

어휘경로에 대한 선호도 비율을 살펴본 결과, 집단 간 선호도 비율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2,36) =1.680, 

p>.05). 세 집단 간 어휘 선택 경로에 따른 어휘표현의 차이를 나타

내기 위한 그래프는 Figure 6과 같다.

논의 및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태블릿 

PC의 역동적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AAC 어휘 선택 경로가 일반 

및 지적장애아동의 어휘표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지적장애아동 집단의 AAC 어휘표현 정확도는 생활연령

을 일치시킨 일반 또래 아동(CA-N)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언어

연령을 일치시킨 어린 일반아동(LA-N)과는 비슷함을 보였다. 즉, 

집단 간 AAC 어휘 경로 배열에 따른 정확도 점수에서 지적장애아

동 집단은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CA-N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

수를 보인 반면,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LA-N 집단과는 통계적으로 

Figure 5. Interaction effects in accuracy. CA-N=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matched on age; ID=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LA-N= typically de-
veloping children matched on receptive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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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ve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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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아동의 AAC 어휘표현력이 생

활연령보다는 언어연령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AAC 어휘는 만 2-3세 아동이 알 수 있는, 쉬

운 어휘에서 선별한 것들이다. 이러한 목표어휘에 대한 AAC 어휘

표현 정확도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는 것은 연령을 고려하여 선

별한 어휘라 할지라도, 태블릿 PC에서 제시된 어휘 선택 경로에 따

라 범주화시킨 배열에서 목표어휘를 선택하는 것이 지적장애아동 

집단과 어린 아동들(LA-N)에게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적 디스플레이 AAC에 비해, 역동적 디스플레이 AAC로 어휘를 

선택할 때 더 많은 주의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습

용량이 적은 장애아동(Blackstone, Williams, & Wilkins, 2007)이

나 어린 아동들이 더 낮은 어휘선택 정확도를 보인 것이라고 추정

할 수 있다. 즉, 아동이 역동적 디스플레이 AAC를 사용하는 경우, 

어휘가 한 화면에 모두 나타나지 않고, 첫 화면의 상위어만 보고 해

당 어휘의 경로를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동의 주의 집중을 더 필

요로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습용량이 적은 장애 아동과 

생활연령이 어린 아동의 경우 더 나아가 나이가 많은 아동보다 태

블릿 PC를 이용하여 어휘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둘째, 집단과 어휘 선택 경로 유형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

다. 즉, 3세 수준의 어린 아동(LA-N)과 지적장애 아동은 범주적 배

열보다는 공간적 배열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행력을 보였으나, 5세 

수준의 또래 아동(CA-N)은 두 배열 간에 유사한 수행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범주적 어휘 선택 경로 유형이 상위의 인지기술을 

요하므로 연령과 언어수준이 높아지면서 그 수행력이 좋아지는 것

을 반영한다. 일반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학령기가 

되면 도식적 경로보다 위계적 분류 기술에 기반한 분류학적 경로

를 더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Bauer & Mandler, 1989; Krack-

ow & Gordon, 1998; Lucariello et al., 1992). 

본 연구결과에서 지적장애아동과 어린 일반아동(LA-N)은 어휘

선택경로에 따른 수행의 양상이 유사하였다 즉, 지적장애아동 집

단과 LA-N 집단이 어휘 선택 경로에 따른 목표어휘를 찾을 때, 구

조화된 위계적 질서에 따른 범주적 배열에서의 어휘표현보다 장소

에 따른 공간적 배열에서의 어휘표현의 정확도가 더 높으므로 지적

장애아동은 언어발달이 지체되어 있긴 하지만 어휘를 습득하고 사

용하는 데 있어서 LA-N 집단과 비슷한 단계의 정상적 발달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각각 주어진 특정 어휘 선택 경로에 따른 집단 간의 정확도 

점수는 범주적 배열보다 공간적 배열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지만, 

동시에 제시된 어휘 선택 경로에 따른 집단 간의 선호도 점수로 분

석한 선호도 비율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CA-N 집단, 지적

장애아동 집단, LA-N 집단 사이에는 어휘 선택 경로에 따른 어휘표

현 선호도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세 집단 간 어휘 선택 경로에 따른 어휘표현 선호도 비율이 유의

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어휘를 조직화할 수는 있으나 완벽하게 

조직화하여 분류된 범주를 선택하거나, 어휘를 표현하기 위해 특정

한 어휘 선택 경로를 더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였다. 

이는 4-5세 일반아동들이 일반적인 위계적 범주에 따른 분류학적 

경로나 사건 도식에 따른 도식적 경로를 모두 사용하여 어휘의 조

직화를 배울 수 있다(Light et al., 2004)는 선행 연구에서처럼 비슷

한 연령의 지적장애아동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아동들이 어휘를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어

휘 선택 경로에서 위계적으로 조직화하여 분류한 배열이든, 사건과 

경험에 의해 분류한 배열이든 일반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선호도에

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일 만큼 더 선호하는 어휘 선택 경로의 배열

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지적장애아동이 역동적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AAC를 

사용할 때, 사건과 경험에 의해 분류된 공간적 배열에서 정확도가 

더 높았으나 선호도에서 어휘 선택 유형에 따른 배열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어휘를 선택할 때 특정한 어휘 선택 경로에 한정

하지 말고 아동의 연령이나 인지력 외에도 개인적인 특성과 경험을 

고려하여 어휘 유형 경로에 따른 배열을 유연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대상자 수가 제한되어 있고 구문능력과 같은 관련 능

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제한점을 가진다. 또한 그림으로 표현되는 

AAC 상징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 및 AAC 경험 정도에 대한 변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특히, 기기 사용의 경우 개별적 경험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 선정 시 태블릿 

PC 경험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수나 장애의 정도, 개인적 

상징 선호도 및 기기 경험 등을 통제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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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태블릿 PC 기반 보완대체의사소통의 어휘 선택 경로가 일반아동과 지적장애아동의 AAC 어휘표현 정확도 및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이유경 1·이현정 2·김영태 1·연석정 1,3

1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2호남대학교 언어치료학과, 2이화여자대학교 발달장애아동센터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최근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태블릿 PC의 역동적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AAC 어휘 경로 유형이 일반아

동과 지적장애아동의 어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생활연령이 만 4;0-6;8세인 경도 지적

장애아동 13명을 실험집단으로, 지적장애아동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 13명,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 13명을 통제집단

으로 하였다. 실험방법은 각각의 어휘 경로 유형(범주적 배열 및 공간적 배열)에서 정확도 평가를 실시한 후, 동시에 제시된 어휘 경로 유

형(범주적 배열 및 공간적 배열)에서 선호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결과: 지적장애아동(ID)집단은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CA-

N)집단에 비해 AAC 어휘표현 정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나,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LA-N)집단과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휘 선택 경로에 따른 배열 선호도에서는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논의 및 결론: 결과를 통해 역동적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AAC의 어휘 선택 경로를 장애군에 따라 특정한 어휘 선택 경로로 한정하여 지정하기보다는 아동의 개인적인 특

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어휘표현을 할 수 있도록 어휘 선택 경로를 유연하게 배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핵심어: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어휘 선택 경로, 기능적 어휘 배열, 공간적 어휘 배열, 정확도, 선호도

본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303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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