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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Verifying graphic symbols in an accurate and timely manner is essential for in-
dividuals with severe communication difficulties to be able to produce words, phrases, and 
sentences effectively in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systems. In 
order to provide empirical data for AAC evidence-based practice, the current study investi-
gated whether the part-of speech (POS) of target symbols and the congruency between a 
word and a symbol affected the verification process. Methods: Thirty-three healthy young 
adults (mean age= 26.85 years, SD= 6.96) participated in the symbol verification task. They 
were asked to judge whether the graphic symbols were matched with written words com-
posed of nouns, adverbs, and verb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a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Results: The POS significantly affected the response time: participants 
judged noun symbols faster than the other two symbol type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response time between adverbs and verbs. In addition, participants showed a signifi-
cantly longer response time in the incongruent condition than the congruent condition 
for the noun symbols and verb symbols. Conclusion: The results provide support for the 
high iconicity of noun symbols, which affects the performance of graphic symbol verifica-
tion.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cognitive load increases when filtering out non-target 
graphic symbols, which requires a strategy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arget symbol se-
lection.

Keywords: Graphic symbols, Verification task, Part-of-speech (POS), Augmentative and al-
ternative communication (AAC), Healthy adults

언어의 표현 및 이해에 심각한 결함을 보이는 중증 장애인들이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을 통해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말 대신 

매개물로 사용해야 하는 상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Beukelman 

& Mirenda, 2013; Park & Kim, 2004). 상징은 발성, 몸짓, 수화와 같

이 신체부위만을 이용하는 비도구적 상징(unaided symbols)과 실

물, 그림, 글자와 같이 신체부위 이외의 다른 도구를 필요로 하는 

도구적 상징(aided symbols)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중에서 그림상

징은 문해력이 발달되지 않았거나 손상된 아동과 성인에게 임상에

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Choi, Kim, Yeon, Kim, & Hong, 2016; Emms 

& Gardner, 2010; Nigam, Chlosser, & Lloyd, 2006; Sutton, 2012; 

Tönsing, 2016; Trudeau et al., 2010). 

그림상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하는 AAC 사용자들

의 발화 산출과정은 인지심리학에서 설명하는 자연스러운 단어인

출 매커니즘에 기반한 산출과정(Dell, 1986; Indefrey & Levelt, 

2004; Levelt, 1989)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다. 일반인

과 마찬가지로 AAC 사용자는 개념준비(conceptual preparation) 

단계에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개념을 떠올리고 이와 연관한 어

휘를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휘저장소(mental lexicon) (Dell, 1986)

에 접근하여 목표 어휘를 활성화하는 동일한 과정을 밟게 된다. 그

러나 일반인이 목표 어휘를 음운부호화(phonological encoding)

하여 조음(articulation)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과는 다르게 그림상

징에 의존해야 하는 AAC 사용자는 그림을 재인(recognition)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개념과 일치할 경우 이를 선택하여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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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하고 컴퓨터의 음성지원을 통해 산출하게 된다. 재인은 시

각적으로 제시되는 그림상징을 보고 그것이 표상하는 의미를 기억

해는 과정으로 상징세트에서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상징들 중에서 

목표상징과 비목표상징을 판별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이다. 

그림상징에 대한 판별능력이 효율적인 AAC 발화와 긴밀하게 연

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

다. 대부분의 상징연구는 상징의 어떠한 특징이 개인의 인식에 영

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초점이 머물러 있다. 가령, 상징이 참조물을 

얼마나 잘 표상하는지와 관련된 도상성(iconicity), 개인의 선호도, 

사용자의 연령, 문화적 차이 등이 상징을 재인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문헌에서는 보고하고 있다(Barton, Sevcik, & Romski, 

2006; Dada, Huguet, & Bornman, 2013; Emms & Gardner, 2010; 

Harmon et al., 2014; Huang & Chen, 2011; Huer, 2000; Mirenda & 

Locke, 1989; Mizuko, 1987; Musselwhite & Ruscello, 1984; Sevcik 

& Romski, 1986; Stephenson, 2009; Tsai, 2013; Visser, Alant, & 

Harty, 2008; Yovetich & Young, 1988). 

국내 연구에서도 상징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보고되

고 있으나 상징을 인식한 후 실제로 목표상징을 판별해내는 능력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다. 제시되는 그림상징의 의미가 본인이 생

각하는 단어의 의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별능력은 

우선적으로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자극물을 지각하는 인식과정을 

수반하므로 상징 인식과 관련한 국내 연구를 통해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Chae (2014)는 지적장애아동과 특수교사를 대상으

로 미국에서 개발한 Picture Communication Symbols (PCS)를 사

용하여 감정 어휘에 따라 그림상징을 인식하는 정확도에 차이가 있

다는 것을 밝혀냈다. 비록 한국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징이 PCS에 

반영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가 주는 영향을 완전히 배

제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의 수행이 같은 의미범주 내에 있는 어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Chae의 연구가 어휘에 대한 상징 인식의 차이를 본 것이라면 Lee와 

Park (2016)은 동일한 10개의 어휘를 표상하는 서로 다른 그림상징

체계에 대해 아동들이 보이는 반응을 살펴보았다. 만 3-5세의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림상징의 이해도와 선호도를 조사한 결

과 Developmentally Appropriate Symbols (DAS)에 대한 반응이 

PCS나 이화-AAC 상징보다 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DAS는 어린 연령의 일반아동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여 아이들이 어

휘에 대하여 갖는 이미지 개념을 상징제작에 반영하여 제작한 상징

체계를 말한다(Worah, McNaughton, Light, & Benedek-Wood, 

2015). Lee와 Park (2016)의 연구 결과는 아동이 언어에 대해 갖는 

개념을 그림상징에 반영할 경우 상징의 이해가 촉진되고 성공적인 

AAC의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Light와 Drager (2002, 2007)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상의 연구들이 해외에서 제작된 그림상징을 연구설계에 포함

하여 상징의 인식을 살펴보고 있다면, 보다 최근에 보고된 몇몇 연

구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되어 현재 임상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

는 이화-AAC 상징에 초점을 맞추었다(Park et al., 2016; Yeon, Kim, 

& Park, 2016). 이화-AAC 상징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필요로 하는 

어휘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사회,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여 개발된 

상징체계로, 전문가 집단 및 장애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에서 높은 타당도를 갖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Park 

et al., 2016). 또한 취학 전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상징투명

도와 명명일치도 검사에서는 이화-AAC 상징의 비교적 높은 투명

도가 보고되었으며, 품사별로 상징을 인식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명사 상징의 투명도와 명명일치도가 동사

나 형용사보다 유의하게 높았다(Yeon et al., 2016). 

Park 등(2016)과 Yeon 등(2016)의 연구가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

고 있는 상징체계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는 있으나 

실제 AAC 사용자들에게 요구되는 상징 판별능력에 대해서는 살펴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상적인 활용가치를 다소 제한된다. AAC 

사용자는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다수의 그림상징들로부터 목

표상징과 비목표상징을 정확하고 빠르게 판별해내는 능력이 요구

되기 때문에 상징자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타당도와 투명도과 같은 

측정변수들만으로 이러한 능력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또한 국내외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

에 어휘에 대한 개념 학습을 마치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통하여 개

념이 확장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상징인식 연구가 필요하다. 비록 

Park 등(2016)의 연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타당도 결과가 보고

되고 있으나 그 대상은 10년 이상의 중증 의사소통장애인의 교육 

및 임상 경험이 있는 언어치료사와 특수교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인의 특징으로 확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AAC 잠재 사용자 중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가 성인(Seong, Lim, Kim, 

& Park, 2013)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정상 성인의 그림상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연구는 AAC 임상현장에서 성인장애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인의 경우 복수의 상징

을 결합하여 복잡한 수준의 메시지까지도 산출하기를 원하므로 그

들의 필요와 요구를 고려할 때, 다양한 품사에 해당하는 그림상징

들을 판별하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문장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명사, 부사, 동사와 같은 주요 품사에 대한 상징판별 능력을 살

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기반의 AAC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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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상징판별과제를 실시하여 품사별로 

그림상징을 판별하는 정확도와 반응시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목표어휘와 그림상징 간의 일치성 여부가 이에 영향을 끼

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 질문은 아래와 같다.

첫째, 목표어휘의 품사유형에 따라 그림상징판별과제에서의 정

반응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목표어휘의 품사유형에 따라 그림상징판별과제에서의 반

응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그림상징판별과제에 사용된 목표어휘-그림상징의 자극간 

일치 여부에 따라 수행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20-30대의 일반인을 대상

으로 실험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이중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면

서 정신 및 신경학적 질환 또는 말, 언어장애의 결함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시지각능력 

및 언어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선별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검사내

용은 다음과 같다. Snellen 시력측정표(reduced Snellen chart)를 사

용한 시력검사에서 양쪽 눈 모두 양호한 소견을 보이고(20/100 기

준) (Ross & Wertz, 2003), 수용 및 표현어휘력검사(REVT; Kim, 

Hong, Kim, Jang, & Lee, 2009)의 수용어휘 점수가 -1 SD 이상에 

속하는 사람을 포함하였다. 또한 Korean version of the Western 

Aphasia Battery (K-WAB; Kim & Na, 2001)의 검사항목 중 ‘읽기’ 

하위 검사에서 모두 정반응을 보인 사람을 포함하였다. 선별검사

를 통과하여 본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 수는 총 33명이며 이들의 평

균연령은 26.85년이고(SD = 6.96), 평균 교육년수는 15.82년

(SD=1.94)이다. 피험자 모집이 서울소재의 모 여대에서 주로 이루

어졌기 때문에 피험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선별검사와 본 실험은 피

험자들로부터 연구동의서의 서명을 받은 후에 실시되었다. 

실험과제 및 절차

자극어 및 그림상징

실험에 사용된 어휘는 명사, 부사, 동사의 세 가지 품사별로 다섯 

개씩 선정되었으며 어휘에 대한 피험자의 교육년수 및 친숙도가 영

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교육용 기초 어휘 선정 연구’

(Chang, Jeon, Shin, & Kim, 2014)에서 제시된 고빈도 기초어휘를 사

용하였다. 목표어휘의 음운길이가 과제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

로 음절수는 2-3개로 제한하였다. 

과제에 사용된 명사는 모두 사물을 나타내는 구체명사로 하였으

며(예: 사과, 의자, 양말, 그릇, 비누) 동일한 의미범주에 속한 단어들 

간의 의미적 간섭이 발생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5가지의 서로 

다른 의미범주에서 하나씩 선정되었다(예: 음식류, 가구류, 의류, 식

기류, 욕실용품류). 부사는 상태나 정도를 나타내는 성상부사로 제

한하였고(예: 빨리, 계속, 많이, 지금, 다시), 동사는 동작동사만을 

포함하였다(예: 찾다, 잡다, 던지다, 놓다, 버리다). 

선정된 15개의 어휘에 대한 그림상징은 이화-AAC 상징 중에서 

언어병리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5인이 만장일치로 

선택한 도상성이 비교적 높은 것을 선택하였으며 그림 일부분의 색

(예: 동작 상징에 등장하는 소매의 색)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징에 

대해서는 Photoshop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편집 작업을 하였

다. 모든 그림상징의 규격은 실제 AAC 상징판에서 사용되는 비교

적 작은 크기의 상징을 고려하여 220×160 픽셀(가로×세로)로 통

일하였고 dpi 300에 맞추어 제작되었다. 본 실험과제에 사용된 자

극어와 그림상징이 Appendix 1에 제시되어 있다. 

 

실험과제

본 실험에 사용된 그림상징 판별과제는 E-Prime 2.0 (Schneider, 

Eschman, & Zuccolotto, 2002)을 통해 제작 및 실시되었다. 피험자

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시문이 제시되었다. “이 과제는 글과 그림상

징이 일치하는지를 판별하는 과제입니다. 과제 시작 전, 집게손가

락을 키보드 앞에 놓인 홈베이스의 모서리 끝에 올려놓으십시오. 

화면에 글이 나타나면 속으로 반복하여 읽으십시오. 자동으로 나

타나는 그림상징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키보드 오른쪽의 ‘O’버

튼을 일치하지 않으면 왼쪽의 ‘X’버튼을 누르십시오. 최대한 ‘빠르

고’ ‘정확하게’ 누르십시오. 누르신 후에는 반드시 홈베이스로 원위

치 하십시오. 이제 연습문항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후 5개의 연습문항을 실시한 후, 피험자의 반응에 따라 구두

로 피드백을 주었다. 연습문항을 마친 후 피험자가 과제수행 방법

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을 확인한 후에 바로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문항은 총 30개로 이루어졌으며 목표어휘와 그림상징이 일치한 15

개의 항목과 불일치한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상징판별과제의 

항목은 유사무작위(pseudo-randomized)로 제시되도록하여, 불일

치 항목과 일치 항목이 적절하게 교차되도록 하였다. 

본 실험 과제의 진행구성은 Figure 1과 같다. Fixation 화면이 500 

ms 동안 나타난 후 100 ms 간격의 blank 화면이 나타났다가 사라지

면 목표어휘가 화면 중앙에 글로 제시되도록 하였다. 2,500 ms 후에 

자동으로 글이 사라지면 다시 100 ms 간격의 blank 화면이 나타나

도록 한 후 그림상징이 화면 중앙에 나타나도록 하였다. 



https://doi.org/10.12963/csd.17423600    http://www.e-csd.org

Sangeun Shin, et al.  •  Verification of AAC Symbols

연구자는 피험자가 그림상징을 보고 앞서 읽었던 어휘와 일치하

는지를 판단하여 키보드의 왼쪽 또는 오른쪽에 지정된 버튼을 최

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누르도록 하였다. 손가락의 이동거리와 위치

가 반응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홈베이스판을 키

보드 앞에 위치시켜 동일한 위치에서 움직임의 반응이 시작되도록 

하였다. 피험자의 정반응과 반응시간(ms)은 E-Prime을 통해 자동 

산출되도록 하였으며 반응시간은 그림상징이 제시된 onset time부

터 키보드를 누른 시간까지로 지정하였다. 

실험절차

실험은 개별적으로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피험

자들이 제시된 목표어휘와 그림상징을 판별할 때에 개별적으로 다

른 그림상징의 도상성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 실험과

제 실시 전 친숙화 단계를 거쳤다. 

친숙화 단계에서는 피험자에게 실험과제에 사용되는 그림상징 

15개와 연습문항에 사용되는 상징들을 목표어휘와 함께 나열된 

목록을 제시하고 연구자가 하나씩 상징에 해당하는 어휘를 손으로 

짚으며 확인시켰으며 모든 문항에 대하여 피험자 스스로 한 번 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피험자가 그림상징을 

모두 숙지하였다고 보고를 하면 그림상징만을 제시하고 각각의 이

름을 말하도록 하였다. 피험자가 오반응을 보일 경우 피드백을 주

어 올바른 이름을 알도록 하였으며 모든 문항에 대하여 100% 정반

응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뒤에 본 실험과제가 시작되었다. 

자료분석 및 통계처리

각 항목에 대하여 피험자들이 보인 반응은 맞으면 1점, 틀리면 0

점으로 채점하여 피험자별로 총점을 산출하였고 반응시간은 피험

자가 정확하게 반응한 문항에 대해서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version 24을 사용하여 품사유형(3)을 독립변인

으로 하는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repeated 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유의수준 .05에서 검증하였다. 구형성(sphericity) 가정

에 위반될 경우 Greenhouse-Geisser 분석을 통해 제시된 p-value

에 근거하여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일원분석분석을 통해 품사별로 

종속변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후검정으로 대응표본 t-검정을 실

시하였다. 다중비교로 인한 제1종 오류의 보정을 위해 본페로니 교

정(Bonferroni correction)을 시행하였다. 

아울러 제시 자극어와 그림상징 간의 일치 여부가 수행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품사유형(3)×자극일치성(2)를 독립

변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repeated two-way ANO-

VA)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두 독립변수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자극 간 일치 항목과 

불일치 항목 각각에 대하여 품사유형에 따른 단순주효과(simple 

main effect)를 살펴보았고, 유의할 경우 위와 마찬가지방법으로 대

응표본 t-검정을 통한 사후검정을 교정된 유의수준에서 검정하였다. 

신뢰도는 E-Prime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피험자의 반응을 정확

한 수치로 수집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자 간 또는 연구자 내 신

뢰도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연구결과

품사유형이 정확도에 미치는 효과

상징판별과제에서 피험자들의 품사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Table 1과 같다. 5개의 일치항목과 5개의 불일치항목으로 구성된 명

사(N=10), 부사(N=10), 동사(N=10)에 대하여 10점 만점 중 명사

는 평균 10.00점이었고 부사는 9.85점이었으며 동사는 9.88점인 것

으로 나타났다. 모든 피험자가 명사에 대해서는 오반응 없이 모두 

정확하게 반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록 동사와 부사에서는 

Table 1. Accuracy scores in the symbol verification task for nouns, adverbs, 
and verbs

Score

Nouns 10.00 (0.00)
Adverbs 9.85 (0.36)
Verbs 9.88 (0.3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Figure 1. Procedures of the symbol verification task using E-Prim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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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오반응이 보이긴 하였지만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복

측정 일원분산분석 결과 과제점수에 있어서 품사유형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690, 54.076) =2.765, p= .080).

제시 자극어와 그림상징 간의 일치 여부가 수행에 영향을 주었

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 자극일치도의 주효과는 없었으며(F(1, 32) = .139, p= .712), 품사

유형과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404, 

44.944) = .693, p= .456).

품사유형이 반응시간에 미치는 효과

피험자들의 품사별 평균반응시간과 표준편차는 Table 2에 제시

되어 있다. 명사의 평균 반응시간은 914.13 ms로 가장 짧았으며 부

사와 동사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통계적으로 품사별 유의한 차이

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

과 반응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816, 581.170) =  

22.348, p< .001).

사후검정으로 반응시간의 차이를 보이는 품사를 판별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보정한 유의수준 .017 (.05/3 contrasts)에서 실시

한 결과 명사와 부사 간에(t(324) = -5.693, p< .001), 그리고 명사와 동

사 간에(t(325) = -6.943, p< .001)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사와 동사 

간에는 통계적으로 반응시간에 차이가 없었다(t(320) = -.356, p= .722).

자극 간의 일치 여부가 품사유형별 반응시간에 미치는 효과

제시 자극어와 그림상징 간의 일치 여부가 반응시간에 영향을 주

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추가로 실시

한 결과 자극일치도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F(1, 156) =52.027, p< .001), 

품사유형과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였다(F(2, 312) =22.182, p< .001) 

(Figure 2). 이에 목표어휘-그림상징 자극 간의 일치 항목과 불일치 

항목 중 어떤 항목에서(또는 두 조건 모두에서) 품사유형별로 차이

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순주효과를 보정한 유의수준 

.025 (.05/2 contrasts)에서 살펴본 결과 자극 간 일치 항목들에서

(F(1.695, 274.628) =22.691, p< .001) 그리고 불일치 항목들에서(F(1.743, 

275.402) =12.733, p< .001) 품사유형에 따라 반응시간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각각의 조건에서 보이는 품사유형별 반응시간의 차이가 전체 항

목에 대한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조건별로 대응표

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극 간 일치조건에서는 

명사와 부사 간에(t(164) = -8.202, p< .001), 그리고 명사와 동사 간에

(t(162) = -4.800, p< .001)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사와 동사 간에는 

통계적으로 반응시간에 차이가 없었다 (t(162) =1.485, p= .139). 자극 

간 불일치조건에서는 명사와 부사 간에(t(161) =4.128, p< .001), 그리

고 명사와 동사 간에(t(160) = -5.596, p< .001)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며 부사와 동사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58) = -.032, p= .975). 

반응시간 간의 차이는 Figure 2와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

극 일치 여부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게 나타났다. 일치조건에서는 

부사의 평균 반응시간이 967.52 ms로 가장 긴 반면, 불일치조건에

서는 부사의 평균 반응시간인 957.01 ms가 다른 두 품사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치조건보다 불일치조건에서 명사의 평균 반

응시간이 월등히 길어졌으며(t(161) = -7.427, p< .001), 이는 동사에 대

해서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였다(t(158) = -5.590, p< .001). 부사는 두 

조건 간에 반응시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보이지 않았다(t(164) = .610, 

p= .543).

Table 3. Response time (ms) of nouns, adverbs and verbs for the incongruent 
and the congruent conditions

Congruent Incongruent

Nouns 765.70 (132.51) 1,069.35 (352.45)
Adverbs 967.52 (170.61) 957.01 (222.16)
Verbs 940.65 (227.63) 1,067.33 (271.6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able 2. Response time (ms) in the symbol verification task for nouns, ad-
verbs, and verbs

Response time

Nouns 914.13 (159.42)
Adverbs 1,004.56 (304.04)
Verbs 1,011.12 (255.1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Figure 2. Response times of nouns, adverbs and verbs for the incongruent and 
the congruent conditions in the symbol verification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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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인 AAC 사용자들에게 근거기반의 중재를 제

공하고자 AAC 체계의 중요 구성요소 중 하나인 그림상징에 초점

을 맞추어 임상에서 필요로 하는 상징판별능력에 관한 기초연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 질문과 관련하여, 품사유형별로 과제 점

수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피험자들은 명사 항목에 대해 오반응 없

이 100% 정확한 상징 판별을 하였고, 부사와 동사에 대해서는 일부 

오반응을 보이긴 하였으나 대체로 양호한 수행을 보였다. 이러한 천

장효과(ceiling effect)는 본과제를 실시하기 전에 목표단어와 그에 

해당하는 그림상징을 연결하는 친숙화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생기

는 당연한 결과로 볼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AAC 그림상징을 

학습한 경우 이들을 실전에서 사용할 때에는 그 정확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친숙화 단계는 연

구 목적상 개개인이 상징에 대해 갖고 있을 서로 다른 개념을 통일

시켜 하나의 목표어휘를 표상하도록 고안된 조치이다. 따라서 일반

적인 그림상징을 보고 명명하기를 통해 상징인식의 정도를 가늠하

는 연구방법(예: Yeon et al., 2016)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며 오히려 

일반적인 판별과제에서 더 민감한 측정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반응

시간의 분석을 위한 전제를 형성하는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므로 본 과제에서 피험자들이 보인 높은 정반응률을 잘못 해석

하여 이화-AAC 상징의 높은 타당도나 투명도로 해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은 품사유형이 상징을 판별하는 반응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피험자가 정반응을 보인 것

에 대하여 반응시간을 분석한 결과 명사에 해당하는 그림상징을 

판별할 때에 부사나 동사를 판별할 때보다 더 짧은 시간이 소요되

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명사는 높은 도상성으로 인해 상징의 인식

과 이해가 도모된다고 하였다(Bloomberg, Karlan, & Lloyd, 1990; 

Yeon et al., 2016). 본 연구는 이러한 명사 상징의 특징이 실제로 목

표상징을 판별하는 상황에서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아울러 취학전 아동과 마찬가지로 20-30대의 성인 또한 명사 상징

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다른 품사보다도 편향한 효율성을 보인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기존의 Yeon 등(2016)이 주장한 이화-AAC 상징

에 대한 사용자의 특징을 젊은 층의 성인으로 확장하였다. 

동사와 부사는 서로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이 명사보다 반응시간

이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 AAC 문헌에서는 명사보다 

낮은 도상성에 그 이유를 두고 있다(Bloomberg et al., 1990; Yeon et 

al., 2016). 그러나 이러한 설명한 그 기저에 깔린 명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해주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인지심리학의 단어인출모델(Dell, 

1986; Indefrey & Levelt, 2004; Levelt, 1989)을 통해 설명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다. AAC는 그림상징(예: 의자)이 표상하고 있는 여

러 가지 자질들(예: 나무, 다리, 네 개, 등받이)이 지각된 후 개념 준

비단계에서 그 의미가 처리되어 그림상징이 나타내는 특정 단어

(예: ‘의자’)를 떠오르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목표 어휘

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개념 단위들이 그림상징을 통해 활

성화되기 어렵거나 개념 활성화에 필요한 그림 자질의 양와 질이 

미흡하다면 상징에 해당하는 어휘를 인식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

요될 수밖에 없다. 동사와 부사가 명사와 다르게 상징을 인식하여 

판별하는 반응시간이 길어진 이유는 바로 이러한 개념활성화에 요

구되는 그림의 자질이 명사보다 더 다양하고 더 복잡하기 때문일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겠다. 가령, 동사의 그림상징은 동작의 방향, 

대상, 위치 등의 다양한 그림자질들을 확인하여 이를 통합한 뒤 개

념으로 형성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부사의 경우도 상태나 정도를 

그림으로 표상하기 위해서는 명사보다도 많은 배경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번에 필요로 하는 그림자질의 수가 많게 된다. 

마지막 연구질문은 자극 간의 일치 여부가 반응시간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불일치조건의 명사와 동사

를 판별할 때에 일치조건일 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Indefrey와 Levelt (2004)의 인출과정모델

을 통해 살펴보면, 목표어휘와 일치하지 않는 그림상징의 자질들이 

입력되었을 경우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그림의 개념 단위들이 목표

어휘가 아닌 비목표어휘를 어휘저장소에서 인출하게 하고, 이렇게 

인출된 비목표어휘와 글로 제시된 목표어휘간의 불일치가 상징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데에 더 오랜 시간을 소요하게 만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는 어휘저장소에 접근할 필요도 없이, 목표어휘가 갖

는 개념이 비목표어휘에 해당하는 그림상징이 제시하는 개념과 일

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간의 불일치를 검증하는 과정이 일치조건

일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사 상징

에 대해서는 두 조건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

해서는 이화-AAC 그림상징만이 갖고 있는 상징의 특징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지 혹은 그림상징체계의 종류와 무관하게 부사에 대

하여 불일치조건에서 판별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인지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들은 그림상징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하

는 성인 장애인들에게 효과적인 AAC 중재를 제공하는 데에 다음

과 같은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우선 품사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반응시간은 AAC 사용자가 상징을 단독으로 선택하거나 

결합하여 메시지로 산출할 때에 목표어휘의 품사가 AAC 수행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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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개인이 어휘에 대해 갖고 있는 개념과 AAC 시스템이 제공하

는 그림상징의 표상과의 관계가 얼마나 잘 대응되는지에 따라 그 

수행이 결정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대응되는 정도가 품사별로 차

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가 보

편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도상성이 높은 그림상징을 개발하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림상징의 개발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도 말해준다. 따라서 어

휘에 대해 보편적인 개념을 형성하지 못한 장애인의 경우라면 그에 

맞는 상징의 선택이 AAC의 초기 평가 때에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상징체계를 개발할 때에도 이들이 어휘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개념을 잘 표상한 상징을 선택하는 배려가 필요할 것으

로 보여진다. 아울러 명사 위주의 단단어 산출이 아닌 부사와 동사

를 함께 사용하는 2어 조합 이상의 산출 형태에서는 반응시간이 선

택하는 상징의 수만큼 일관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의 품사

에 따라서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보다 

복잡한 구문으로 문장산출을 원하는 성인 사용자들의 의사소통 

속도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의 상징 판별시간을 줄여주기 위한 방

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징의 위치를 고정시켜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Shin, in press).

두 번째로 자극 간의 일치성이 주는 영향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AAC 사용자들이 그림상징판을 사용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인지

적 부담에 대해서도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사용자가 메시

지를 효과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상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

수의 비목표 그림상징을 필터링하여 목표 그림상징을 찾아내야 하

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소요되는 시간은 효율적인 상징의 판별능력

과 직접적으로 반비례하게 된다. 이러한 시간소요를 줄이기 위해서

는 사용자가 그림상징의 자질을 시지각적으로 입력하고 그 자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목표 개념과 비교 판단하는 데에 소모되는 시

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위와 마찬가지로 가급

적 자주 사용하는 상징의 위치를 고정화하여 상징선택을 위한 움

직임의 자동화(motor planning 또는 automaticity)가 일어날 수 있

도록 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문법과 어순을 고려

한 효율적인 그림상징의 배치 전략과 화면에 제시되는 그림상징의 

수 조절, 그리고 체계적인 중재 계획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Beukelman & Mirenda, 2013; Grabowski, 2010; Shin, in press; 

Thistle & Wilkinson, 2015). 

위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

어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한다. 우선 대상자를 젊은 성인층으로 한정

하였기 때문에 인지 및 언어능력이 감퇴하는 노년층의 상징인식능

력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음절수와 빈도수를 통

제하여 자극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품사별로 선정된 어휘의 수가 

적었다는 점이 일반화를 하는 데에 제한점이 될 수 있겠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에서 명사 상징의 반응시간이 동사와 부사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구체명사만을 포함하였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구체명

사보다 더 복잡한 개념의 표상을 필요로 하는 추상명사로 확대하

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폭넓은 연령대와 장애인 

군을 대상으로 다양한 품사에 대한 상징판별능력을 연구할 필요

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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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자극어 및 그림상징목록

No.
명사 부사 동사

자극어 그림상징 자극어 그림상징 자극어 그림상징

1 의자  6 빨리  11 잡다

2 그릇  7 지금  12 찾다

3 비누  8 계속  13 놓다

4 양말  9 다시  14 버리다

5 사과  10 많이  15 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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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AAC 그림상징 판별에 관한 연구: 명사, 부사, 동사를 중심으로

신상은1·김영태1·박은혜2

1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2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배경 및 목적: 중증 의사소통장애인들이 보완대체의사소통의 그림상징을 사용하여 문장 수준까지 효과적으로 산출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품사의 목표 상징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판별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기반의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

하기 위해 품사별로 그림상징의 판별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목표어휘와 그림상징 간의 일치성 여부가 이에 영향을 주는지

를 함께 조사하였다. 방법: 20-30대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그림상징 판별과제를 실시하여 명사, 부사, 동사에 해당하는 개별 그림상징이 

목표어휘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피험자들의 정확도와 반응시간은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과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분

석하였다. 결과: 품사유형은 상징판별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반응시간에는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 명사에 해당하는 그림상징

의 판별 시간이 부사나 동사에 비해 유의하게 짧았고 동사와 부사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목표어휘와 그림상징이 불일치하는 조

건에서 명사 상징과 동사 상징의 판별시간이 일치하는 조건일 때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품사별

로 그림상징을 인지처리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도상성의 차이가 실제로 사용자의 수행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아울러 목표어휘와 그림상징 간의 불일치조건에서는 정확한 판별을 위한 인지처리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효율적인 상징 판별을 위한 전략이 중재 단계에서 강구되어야 함이 논의되었다. 

핵심어: 그림상징, 판별과제, 품사, 보완대체의사소통, 정상 성인

본 연구는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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