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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관절개술(tracheostomy)이란 만성 호흡부전 환자의 호흡을 

보조하거나 기도폐쇄가 있는 환자에게 상기도를 우회하여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수술적인 처치를 말한다(Kim & Yoon, 

2019). 기관절개 환자는 목소리를 내는 흐름이 일시적 또는 영구

적으로 차단되어 음성언어로 의사소통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입술 

읽기, 고개 끄덕이기, 제스처와 같은 일반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경

우, 메시지를 전달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화 상대자에게 잘

못된 해석을 초래할 수 있다. 기관절개술 환자는 발성 문제와 의

사소통 저하로 인해 의료서비스 제공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이

로 인해 정서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Santiago et al., 2020). 

한편 소아 기관절개술 환자는 발성 및 언어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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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다(Han et al., 2007).

기관절개 환자의 의사소통 문제를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스피킹 밸

브(speaking valve)와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이 주로 고려된다. 스피킹 밸브란 기관절개 

환자의 음성 손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음성언어로 직접 의사소통하

도록 돕는다. 한편 모든 기관절개 환자가 스피킹 밸브의 착용 대

상이 아닌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소아는 연령, 발달 

상태를 고려하고 부모 및 간병인의 경험에 귀 기울이면서 지속적

으로 평가하며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스피킹 밸브의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ASHA, 2021b).

AAC는 스피킹 밸브를 사용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고려되는 대안

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AAC는 말하는 것 이외 누군가와 의사

소통하는 모든 방식을 의미한다. 즉, AAC는 제스처, 표정, 실물, 

사진, 선화, 쓰기와 같은 여러 가지 양식을 포함해서 의사소통한다

(ASHA, 2021a). 특히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간의 격차가 매우 크

고 음성언어 산출이 어려운 기관절개술 유아의 경우 상징 발달을 

촉진하고 독립적으로 AAC를 사용하도록 상징 디스플레이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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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효과적인 교수전략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Romski et al., 

2015).

AAC라는 상징 수단을 활용하여 폭넓은 의미관계를 표현하고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어휘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휘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참여의 수단을 제공하며 언어발달, 성격, 흥미, 맥락과 상호작

용한다(Trembath et al., 2007). 어휘발달은 인지, 문해, 교육 

성취에서 강력한 예측 요인이다(Soto, 2021). 한편 AAC 사용

자는 어휘 선택을 성인에게 의존하므로 개인의 관심과 나이, 

언어발달을 충분히 반영한 어휘를 선정하고 접근성 높은 어휘

를 디스플레이에 효과적으로 배치해야 한다(Soto, 2021). 이를 

위해 상징구성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상징구성(symbol organization)이란 상징을 구성하고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ASHA, 2021a). 의미와 구문적인 요소를 반영한 의미

-구문 디스플레이(semantic-syntactic display)는 어휘를 구성할 

때 문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Goosens et al., 1994) 우리말 

순서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분류학적 디스플레이(taxonomic 

displays)는 상위의 의미론적 범주에 따라 상징을 배열한다. 범주

화란 다양한 하위 정보들을 통합하여 상위 범주로 체계화하는 인

지능력으로 단어 학습 과정에서 나타난다(Fallon et al., 2003). 

활동 격자 디스플레이(activity grid displays)는 특정한 환경이나 

활동에 적절한 어휘로 구성하여 활동 참여에 효과적이다(Bruno & 

Treambath, 2006; Light et al., 2019). 뿐만 아니라 다단어

(multiword)를 연결한 언어구조를 사용하도록 디스플레이를 설계

하는 것도 언어발달에서 중요하다(Kang & Park, 2016; Rowe, 

2012).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뇌성마비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평가 및 

관리, 재활에 관여하는 언어재활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관절개 소아 환자의 경우, 언어발달이 매우 중요하므로 수술 이

후 적극적인 언어재활이 요구된다. 한편 기관절개 환자를 대상으로 

AAC 중재를 실시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AAC 중재를 통

해 언어발달을 목표로 한 선행연구에서 상징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상징 디스플레이를 구성하고 언어발달을 촉진하는 전략을 교수하

고 그 결과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는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뇌성마비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연구

자가 직접 AAC 중재를 적용하여 유아의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AAC 중재는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뇌성마비 유아의 AAC 

도구를 사용한 의사소통 기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AAC 중재는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뇌성마비 유아의 AAC 

도구를 사용한 다른 낱말 수(NDW)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

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Classification

Gender / Age Male / 4 years

Diagnosis Cerebral palsy 

Education Daycare center of special child 

Medical history Tracheostomy and mechanical ventilation

Physical abilities to 
use AAC device  

Motor skills are unimpaired
No visual or auditory problems 

Current 
communication mode

Gestures, crying, whining, and screaming 

Parent-child 
interaction 

Parents usually lead and ask a lot of 
questions

Participant responds passively by 
pointing or gestures to parents’ 
questions

Language, speech 
abilities 

REVT
 REVT-r equivalent age 43 month 
 REVT-e equivalent age less than 30 

month (raw score: 7) 
PRES
 RLA 45 month
 ELA less than 19 month (raw score: 

1)
If participant blocks T-tube, he can 

produce a consonant /ㅂ/, /ㅁ/and 
vowel /ㅏ/, /ㅜ/

Attempted to use a speaking valve but 
rejected by participant  

Note. REVT=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et al., 2009); REVT-r=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Kim et al., 2009); REVT-e=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expressive (Kim et al., 2009); 
PRES=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Kim et 
al., 2003); RLA=receptive language age; ELA=expressive 
language age.

Table 1. Participant’ characteristics

  

 
2. 연구 장소 및 기간

2021년 7월 예비 관찰을 시작하고 나서 상징 디스플레이 설계

와 AAC 중재를 계획하였으며,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매

주 3회, 유아의 가정(주로 유아의 방)에서 중재하였다. 

3. 실험 도구

1) 어휘 선정 

연구자는 유아 관찰,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평가 보고서, AAC 

평가 보고서 등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어머니와 면담하였다. 가정

에서 유아가 빈번하게 의사소통하는 세 가지 상황을 선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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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는 어휘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어휘는 첫째, 

일상의 대화 상황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이면서 주제나 상황과 크

게 상관없이 여러 사람이 많이 사용되는 핵심어휘(core 

vocabulary)를 포함하였다. 둘째, 개별적이고 맥락-의존적이면서 

어휘 공통성이 낮은 부수어휘(fringe vocabulary)를 포함하였다. 

셋째, 문맥에 특정하며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중심 어휘

(activity based vocabulary)를 포함하였다(Biggs, 2017; Kim & 

Choi, 2020). 마지막으로 선정한 어휘 중 어머니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어휘를 선택하였다(Han et al., 2012). 

2) AAC 체계

본 연구에 활용된 AAC 도구 설계 절차는 Table 2와 같다.

AAC System 

Forms Aided AAC Low-tech AAC 

Symbol

Language representation 
methods

Graphic symbols
Single-meaning messages

Symbol display Static / Fixed display 

Symbol organization 

Semantic-syntactic displays

Taxonomic displays

Activity grid displays

Vocabulary selection  

Core vocabulary

Fringe vocabulary

Activity based vocabulary 

Selection 
technique

Direct selection 

Table 2. AAC system design process

(1) 유형(Forms) 

본 연구는 비전자적인 도구인 로우-테크(low-tech)를 선택하였

다. 어머니와 전문가 면담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AAC를 처음 접하

는 유아에게 로우-테크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파손의 우려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2) 상징(Symbols)

본 연구는 그림상징을 채택하였다. 그림상징은 한스피크 상징 

(www.hanspeak.com)을 활용하였으며 한스피크 상징에 없는 상

징은 구글(www.google.com)에서 검색하여 제작하였다.

① 표상 방법(Language representation methods)

본 연구는 단일 의미 메시지는 각각 하나의 단어 또는 메시지

를 나타내도록 하였다(ASHA, 2021a).

② 상징디스플레이(Symbol display) 유형 

본 연구는 상징을 고정된 위치에 두는 고정형(static / fixed 

display) 디스플레이로 선정하였다.

③ 상징구성(Symbol organization) 

가. 의미-구문 디스플레이(Semantic-syntactic displays)

구어의 어순대로 배열한 것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단어를 연

결하여 문장을 구성하였다(Beukelman & Mirenda, 2013). 대명

사, 의문사, 부사, 형용사, 동사의 순서로 어휘를 구성하여 문법적

인 구조를 갖추었으며 품사별로 시각적 식별을 쉽게 하도록 색깔

로 코딩하였다(Goosen et al., 1994). 의미-구문 디스플레이는 

Figure 1과 같다. 

Figure 1. Semantic-syntactic displays

나. 분류학적 디스플레이(Taxonomic displays)

사람, 장소, 활동 등과 같이 상위의 의미론적 범주에 따라 상징

을 배열하였다(Fallon et al., 2003). 일상생활 중심의 디스플레이

를 구성하기 위해 인사, 감정, 신체, 숫자, 색깔, 놀이, 과일, 동물 

총 8가지 범주로 구성하였고, 각 범주마다 10개의 상징을 수록하

였다. 분류학적 디스플레이는 Figure 2와 같다. 

Figure 2. Taxonomic displays

다. 활동 격자 디스플레이(Activity grid displays)

연구 참여자의 환경이나 활동에 맞는 어휘로 구성하기 위해 

책 읽기 상황, 놀이 상황, 옷 입기 상황과 활동에 맞춰 세 종류

의 활동 격자 디스플레이를 제작하였다. 상징 크기는 3.5cm × 

3.5cm로 제작하였고, 상황마다 각각 45개의 그림상징을 배열

하였다. 활동 격자 디스플레이의 예시는 Figur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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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ctivity grid displays examples

(3) 선택 기법(Selection technique) 

연구 참여 유아는 AAC 도구 사용에 요구되는 운동 능력의 어

려움이 없으므로 직접 선택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3) AAC 도구 선정 및 제작을 위한 전문가 검토 

AAC 도구 선정 및 제작 전 과정에서 AAC 전문가 2인과 검토과

정을 거쳤다. 1인은 박사과정을 이수하였고 1급 언어재활사이며, 국

제 AAC 학회인 ISAAC(International Society for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정회원이며 10년 이상 AAC 

전문기관에서 근무하고 AAC 연구와 강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나머지 1인은 1급 언어재활사이며, 20년의 언어재활사 경력 중 6년 

이상 AAC 전문기관에서 AAC 중재와 강의를 하며 AAC 중재로 박

사학위를 받았다. 

4. 실험 설계 및 조건 

중재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일대상연구의 상황 간 중다

간헐 기초선 설계(multiple baseline design across settings)로 

기초선-중재-일반화-유지의 순서로 설계하였다.

1) 기초선

기초선 기간 동안 연구에 참여한 유아에게 AAC 도구만 제

시하였고 특별한 촉진이나 중재를 하지 않았다. 

2) 중재

중재는 기초선 관찰을 통해 연속 3회기 이상 자료가 안정된 것

을 확인한 후 실시하였다. 중재는 관찰 단계와 중재 단계로 구성되

었다. 관찰은 다음 중재가 시작되기 전 10분간 실시되었다. 중재는 

책 읽기 상황, 놀이 상황, 옷 입기 상황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중재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발달이론에 기반한 

것으로 파트너의 보완적 언어입력(augmented input)을 강조한 

AAC 모델링을 언어촉진기법에 적용하였다(Dodd & Gorey, 

2014; Kim & Choi, 2020; Senner & Baud, 2016). AAC 모델

링은 연구자가 말로 의사소통하면서 연구 참여 유아의 AAC 도

구에 있는 상징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실행한다(Romski et al., 

2010). 둘째,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기회를 발생시키도록 비구어

적인 맥락을 활용하였다(Han et al., 2012). 구체적인 중재 전

략 내용은 Table 3과 같다.

Component Strategies AAC adaptations 

Language 
stimulation 
techniques  

Parallel 
talk 

Researcher provides a running 
description of the participant’s 
actions, feelings utilizing AAC 
modeling 

Expansion 

Researcher repeats a participant’s 
production with additional symbol 
which creates a more 
semantically or syntactically 
complete message utilizing AAC 
modeling 

Modeling 
Researcher provides an example of 

novel, meaningful production 
utilizing AAC modeling 

Time-
delay

Researcher stops and gives a 
participants to respond using 
AAC device  

Use of 
context 

Request 

Researcher induces a participant to 
request objects, activities, 
actions, information using AAC 
device 

Reject 
Researcher induces a participants to 

reject, refuse, protest using AAC 
device  

Table 3. Strategies of intervention components  

3) 일반화

연구 참여 유아의 변화된 의사소통 행동이 일반화되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중재가 종료된 후, 가정의 일과 중 책 읽기 상

황, 놀이 상황, 옷 입기 상황에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관찰

하였다.

4) 유지

연구 참여 유아의 변화된 의사소통 행동이 유지되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중재 종료 3주 후 연속 3회기 동안 기초선과 동일

한 조건에서 책 읽기 상황, 놀이 상황, 옷 입기 상황에서의 의

사소통 행동을 관찰하였다. 

5. 관찰 및 측정 

연구의 전체 회기는 관찰이 시작되는 활동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수집하였다. 비디오 촬영은 활동 시간에 연구 참여 유아의 의사소

통 행동이 잘 이루어지는 거실과 유아 방에서 실시하였다.

의사소통 행동의 정의는 연구 참여 유아가 의사소통을 시도하거

나 반응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AAC 도구를 사용하여 그림상징

을 지적하는 행동을 말한다. 의사소통 행동은 (1)의사소통 기능의 

유형별 빈도수, (2)다른 낱말 수(number of different words: 

NDW)를 측정하였다. 

의사소통 기능의 유형은 Hong과 Kim(2001)의 분석기준을 사

용하였다. 측정한 의사소통 기능은 8가지 유형으로 명명하기, 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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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기, 행동요구하기, 정보요구하기, 언급하기, 대답하기, 거부

하기, 내적상태를 포함하였다.

다른 낱말 수(NDW)는 유아가 표현한 각기 다른 낱말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 유아가 표현한 각기 다른 

상징 수에서 똑같은 상징을 표현하더라도 하나의 개수로 계산하였

다.

6. 관찰자간 신뢰도 

1) 관찰자 훈련 

관찰은 주 관찰자인 연구자와 AAC 과목을 이수하고 AAC 중재 

경험이 있으며 석사학위를 받은 경력 10년 이상의 1급 언어재

활사 1인(제2관찰자)이 시행하였다. 의사소통 기능, 다른 낱말 

수 자료 분석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설명하고 관찰자 간 

일치도가 90% 이상이 되도록 훈련하였다.

2) 관찰자 간 신뢰도 

관찰자 간 신뢰도는 기초선-중재-일반화-유지의 각 단계마

다 30%의 회기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계산하였다. 연구자와 제2

관찰자는 비디오로 촬영한 자료를 보면서 독립적으로 관찰 기록

표를 작성하여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Phase
Settings

BL I G M

Reading 
Communicative functions 100.0  96.9 100.0 100.0

NDW 100.0 100.0 100.0 100.0

Playing 
Communicative functions 100.0  97.5 100.0 100.0

NDW 100.0 100.0 100.0 100.0

Dressing
Communicative functions 100.0 100.0 100.0 100.0

NDW 100.0 100.0 100.0 100.0

Note. BL=baseline phase; I=intervention phase; G=generalization 
phase; M=maintenance phase.

Table 4. Inter-observer reliability (%)

7. 중재충실도 

  중재충실도는 연구자가 매회기 11개 문항의 체크리스트로 측정

하였고, 특수교육학 박사가 중재 회기의 총 20%에 해당하는 회기

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며 같은 체크리스트로 측정하였다. 연구자와 

특수교육학 박사의 중재충실도 평균은 책 읽기 상황 95.4%, 놀이 

상황 97.7%, 옷 입기 상황 97.7%로 나타났다. 

  

8. 사회적 타당도

AAC 중재 목표의 중요성, 중재 절차의 적절성, 중재 결과의 중

요성 질문으로 이루어진 5개 문항의 사회적 타당도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Kang & Park, 2016). 중재 종료 후 연구 

참여 유아의 부모에게 각 문항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

였으며, 사회적 타당도 결과는 5점 만점으로 기준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평균 5점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 결과

1. 의사소통 기능의 변화

가정환경에서 적용한 AAC 중재는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뇌병변

장애 유아의 의사소통 기능 빈도를 증가시켰으며, 증가된 의사소통 

기능 빈도는 일반화되었고 중재가 종료된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연

구 참여 유아의 의사소통 기능 변화는 Figure 4와 같다.

첫째, 책 읽기 상황에서 기초선 기간 동안 의사소통 기능 중 

사물 요구하기 평균 .3회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의사소통 기능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중재 기간 동안 명명하기 평균 4.4회, 

사물 요구하기 평균 2.1회, 정보 요구하기 평균 .2회, 행위 요

구하기 평균 .1회, 언급하기 평균 3.4회, 대답하기 평균 2.8회, 

거부하기 평균 .5회, 내적상태의 기능어가 평균 1.2회로 증가하

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화 기간 동안 명명하기 평균 1.7

회, 사물 요구하기 평균 .7회, 언급하기 평균 4.3회, 대답하기 

평균 .3회, 거부하기 평균 1.3회, 내적상태 기능어 평균 1.0회

로 나타나, 증가된 기능 빈도가 일반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유지 기간 동안에는 명명하기 평균 2.0회, 사물 요구하기 

평균 2.0회, 정보 요구하기 평균 .3회, 행위 요구하기 평균 .7

회, 언급하기 평균 7.3회, 대답하기 평균 2.3회 거부하기 평균 

1.3회, 내적상태 기능어 평균 1.3회로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의 

빈도가 유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놀이 상황에서는 기초선 기간 동안 의사소통 기능이 나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중재가 시작된 이후 명명하기 평균 3.6회, 

사물 요구하기 평균 1.7회, 정보 요구하기 평균 .3회, 행위 요

구하기 평균 .3회, 언급하기 평균 2.5회, 대답하기 평균 3.0회, 

거부하기 평균 .5회, 내적상태 기능어 평균 .5회로 증가하였다. 

일반화 기간 동안에는 명명하기 평균 4.3회, 요구하기 평균 2.0

회, 언급하기 평균 4.3회, 대답하기 평균 2.0회, 거부하기 평균 

.3회, 내적상태 기능어 평균 .3회로 의사소통 기능의 빈도가 일반

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유지 기간 동안에는 명명하기 평균 2.7회, 

사물 요구하기 평균 2.3회, 정보 요구하기 평균 1.0회, 행위 요구

하기 평균 .7회, 언급하기 평균 5.0회, 대답하기 평균 2.0회, 거부

하기 평균 .7회, 내적상태 기능어 평균 1.3회로 의사소통 기능의 

빈도가 유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옷 입기 상황에서 기초선 기간 동안 의사소통 기능이 나

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중재가 시작된 이후 명명하기 평균 1.5

회, 사물 요구하기 평균 1.9회, 정보 요구하기 평균 .3회, 행위 

요구하기 평균 .7회, 언급하기 평균 1.7회, 대답하기 평균 2.1

회, 거부하기 평균 .7회, 내적상태 기능어 평균 1.1회로 의사소

통 기능의 빈도가 증가하였다. 일반화 기간 동안에는 명명하기 

평균 2.3회, 사물 요구하기 평균 1.7회, 행위 요구하기 평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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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언급하기 평균 2.0회, 대답하기 평균 1.3회, 내적상태 평균 

2.0회로 의사소통 기능 빈도가 일반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유

지 기간 동안에는 명명하기 평균 2.7회, 사물 요구하기 평균 

3.0회, 정보 요구하기 평균 1.0회, 행위 요구하기 평균 1.3회, 

언급하기 평균 2.3회, 대답하기 평균 2.0회, 거부하기 평균 .7

회, 내적상태 평균 1.7회로 의사소통 기능 빈도가 유지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Figure 4. Changes in communicative functions of participant

2. 다른 낱말 수의 변화

가정환경에서 적용한 AAC 중재가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뇌병변

장애 유아의 NDW가 증가하였고, 일반화되었으며, 중재가 종료된 

이후에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 유아의 다른 낱말 

수 결과는 Figure 5와 같다.

첫째, 책 읽기 상황에서 기초선 기간 NDW는 평균 .3회로 나

타났다. 중재 기간에는 평균 12.7회로 증가하였다. 연구 참여 

유아는 중재 초기 주로 사용한 어휘는 ‘곰’, ‘꽃’, ‘딸기’ 등 한 

낱말을 주로 산출하였다. 그러나 중재 후반부에는 두세 낱말 조

합 문장까지 산출하였다(예, ‘자전거 밀어요’, ‘연고 발라요’, ‘판다 

나무 살아요’).

둘째, 놀이 상황에서 기초선 기간 동안에는 AAC를 전혀 사용하

지 않아 NDW가 0으로 나타났으나 중재 기간 동안 평균 1.2회로 

증가하였다. 중재 초기에 연구 참여 유아가 산출한 어휘는 ‘경찰

차’, ‘소방차’, ‘헬리콥터’ 등 한 낱말이었으나 중재 후기에는 두 

낱말 조합 문장까지 산출하게 되었다(예, ‘불 꺼요’, ‘물 뿌려요’, 

‘자동차 올려요’).

셋째, 옷 입기 상황에서 기초선 기간 동안 연구 참여 유아는 

AAC 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NDW는 0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중재 기간 동안 평균 9.8회로 증가하였다. 낱말 산출에서도 중

재 초기에는 ‘바지’, ‘반팔’, ‘양말’ 등 한 낱말로 산출하였으나 

중재가 끝나갈 무렵에는 두 낱말 조합 문장을 산출하게 되었다

(예, ‘거울 주세요’, ‘바지 짧아요’, ‘양말 신어요’). 

일반화 기간 동안 NDW는 책 읽기, 놀이, 옷 입기 상황에서 각

각 평균 9.7회, 13회, 10.7회로 나타나 일반화되었음을 확인하였

다. 중재가 종료된 후에도 책 읽기 상황 평균 15.7회, 놀이 상황 

14.3회, 옷 입기 상황 14회로 중재 기간의 평균보다 상승된 것으

로 나타나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5. Changes in NDW of participant

Ⅳ. 논의 및 제언

가정에서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뇌성마비 유아에게 AAC 중재를 

적용한 결과 연구 참여 유아의 의사소통 기능 및 다른 낱말 수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화되었으며 중재가 종료된 이후에도 유지된 것으

로 나타났다. 먼저 의사소통 기능 빈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상징적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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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AAC를 제공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사용하도록 지원하

였다. 연구 시작 전에 이루어진 관찰 결과, 기관절개술로 인해 음

성언어를 산출하기 어려운 유아는 부모님의 질문이나 지시(예, 아동

과 책을 볼 때 “소방차 어디 있어?”, “이거 붙여봐”)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였다. 자신의 요구를 제스처로 나타냈으며, 상황을 언급할 때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표현하여 대화를 시도하였다. 한편 자신의 

요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울거나 소리 지르는 방식

으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표현언어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된 유아는 

대화상대자의 적절한 지원 없이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

는 의사소통 기능을 사용하여 대화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가 도구적 AAC를 독립적으로 사용하여 다양

한 의사소통 기능을 습득하도록 지원하였다(Romski et al., 2015).

둘째, 본 연구는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사용하도록 세 가지 

유형의 상징 디스플레이를 구성하였다. 기초선 기간 동안 유아가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정보요구하기 기능을 유도하기 

위해 비구어적 맥락을 활용하더라도 의문사 상징이 제공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정보요구하기를 실제로 구현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의미-구문 디스플레이에 의문사(‘무엇?’, ‘누가?’, ‘어디’ 

등)를 사용하여 유아가 흥미로운 사물에 대해 직접 정보를 요

구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분류학적 디스플레이를 통해 유아

는 놀잇감을 주제로 한 상징(예, 로봇, 소방차, 레고 등)을 하

나씩 보면서 상징을 가리키며 사물의 특징이나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고 이를 연구자와 공유하려는 시도가 점차 증가하였다. 

한편 책 읽기 기초선 동안 “친구가 자전거 타다가 무릎을 다쳤

어요” 장면에서 유아는 무릎을 바닥에 쿵 부딪히고 아픈 표정

을 지으며 책의 장면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중재가 거듭되면서 

유아는 책 읽기 활동 격자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자전거”, 

“타요”, “넘어졌어요”, “무릎”, “피나요” 상징을 지적하며 언급하

기 기능을 빈번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기회 속에서 사회적 목적

을 위한 의사소통 기능을 사용하도록 AAC 모델링을 언어촉진기법

에 적용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 유아의 선호와 선택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기회를 발생시켰다

(Paul & Norbury, 2012). 또한 언어발달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

려진 언어촉진기법과 비구어적 맥락을 AAC 중재에 도입하였다. 

AAC 모델링을 적용한 언어촉진기법은 유아에게 자신의 경험을 의

미 있는 AAC 언어로 만들도록 지원하였다(Dodd & Gorey, 

2014). 연구자는 유아의 행동뿐 아니라 관심, 감정, 의도를 면밀하

게 살펴보면서 평행발화기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유아는 “슬퍼

요”, “화나요”와 같은 내적 상태를 스스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대화상대자의 반응은 유아가 의도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해하

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면서 낱말의 의미와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고 새로운 의사소통 기능을 도입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Clarke et al., 2017). 

다른 낱말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휘 발달과 관련된 요인을 고려

하여 어휘를 선정함으로써 다른 낱말 수 증가에 기여하였다. 어

휘 발달은 상호작용과 활동 참여를 위한 수단이 되고 문법 및 

기타 언어 관련 기술의 습득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Soto, 

2021). 한편 AAC 사용자는 자신의 AAC 도구에 들어갈 어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어 성인에게 의존한다. 그러므로 연령, 언

어발달, 개인의 관심을 충분히 반영하여 어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Trembath et al., 2007).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 인터

뷰, 부모님과 유아 상호작용 관찰, 활동 참여 관찰, 수용 및 표

현언어 및 어휘이해 및 표현 능력 검사, 유아의 개인적인 관심

을 토대로 상황을 선정하고 어휘를 수집하였다. 가정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상황 이외 언어발달에 초점을 둔 어휘를 

포함하기 위해 핵심어휘, 부수어휘, 활동 참여 어휘 총 282개를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대명사, 의문사, 명사, 부사, 형용사, 동사

가 반영되었다. 또한 연구자는 사전에 준비한 어휘 이외 중재 

동안 연구 참여 유아에게 새롭게 필요한 어휘 5개를 추가함으

로써 사전 어휘 선택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폭넓은 의미관계를 표현하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활동 참여에 요구되는 어휘에 접근하도록 연구 참여자에게 적합하고 

언어발달을 고려한 AAC 도구를 지원하였다. 디스플레이, 상징 구성

은 AAC 사용자의 학습과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Light et al., 

2019). 이에 본 연구는 수집한 어휘를 탑재하기 위해 로우-테크 

AAC를 선정하였다. 로우-테크 AAC는 A4 크기로 휴대용으로 불편

하지 않고 파손 우려도 적었으며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은 하이

-테크 AAC 사용을 꺼려하는 부모님의 요구에 적합하였다. 로우-테

크 AAC는 사용자가 전체 어휘를 한눈에 볼 수 있어 구성전략을 이

해하면 배열 전체를 시각적으로 스캔할 필요가 최소화되면서 어휘를 

검색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효과적이다(Bruno & Trembath, 

2006). 연구 참여 유아는 분류학적 디스플레이에서 자신이 가장 좋

아하는 놀이, 동물 주제를 다룬 어휘를 찾기 위해 매우 빠른 속도로 

검색할 수 있었다. 또한 출력 단위를 낱말로 하여 연구 참여 유아가 

상징을 조합하며 메시지를 산출하도록 지원함으로써(Kang & Park, 

2016; Rowe, 2012). 유아는 상징을 조합하고 다양한 의미관계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른 낱말 수가 증진되었다.

셋째, 본 연구는 유아가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AAC를 활용하여 

어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전략을 마련하였다. 현재 유아의 의사

소통 발달 단계는 적절한 언어입력의 양과 복잡성에 영향을 미친

다. 이에 본 연구는 언어입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AAC 모델링을 활

용하였다. AAC 모델링은 언어입력과 출력 사이의 비대칭성을 해결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되었다(Drager et al., 2006; Romski et 

al., 2010). 또한 기존의 언어치료 기법에 AAC를 통합하여 긍정적

인 결과를 얻었다(Navarro et al., 2020). 연구자는 AAC 모델링

을 평행발화기법과 확장에 적용함으로써 유아가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예, “팬더”)을 두 개 이상의 상징 조합으로 보여주고 말해주었

다. 그 결과 유아는 “퍼피구조대”, “바지”, “길어요”, “좋아요”, “작

아요”, “슬퍼요”, “웃겨요”와 같이 상징을 조합해서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어휘를 산출하였다. 이와 같이 AAC를 사용하는 유아의 어

휘 발달을 위해서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AAC를 활용한 언어학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Romski et al., 2015).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후속 연구는 AAC 사용자의 현재와 미래

를 고려한 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AC 체계의 상

징구성을 적용한 의사소통 디스플레이의 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강

화와 촉진이라는 단순한 접근을 넘어서 언어발달에 기반한 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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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전략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뇌성마비 유아 1명의 사례이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

리가 있다. 한편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뇌성마비장애 유아가 겪

는 심각한 표현언어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의사소통 기능과 다

른 낱말 수 증진을 목표로 하였고, AAC 체계의 상징분류체계

를 적용한 상징 디스플레이를 제작하였으며 가정환경에서 자연

스러운 의사소통 기회를 발생시키고 언어촉진기법과 비구어적 

맥락을 활용한 중재 전략을 AAC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

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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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C 중재가 의사소통 행동에 미친 영향: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4세 뇌성마비 유아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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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AAC 중재가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뇌성마비 유아의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4세 뇌성마비 유아 1명을 대상으로 단일대상연구, 상황 간 중다간헐 

기초선 설계를 사용하였으며 기초선, 중재, 일반화, 유지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중재는 연구 참여 

유아의 가정에서 이루어졌으며 책 읽기, 놀이, 옷 입기 세 가지 상황에서 실시하였다. AAC 

중재는 로우-테크(low-tech)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는 3개월에 걸쳐 시행되었다.

결과: AAC 중재는 연구 참여 유아의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 빈도수와 다른 낱말 수(NDW)를 

증가시켰다. 중재 결과는 연구 참여 유아의 어머니에게 일반화되었고, 중재가 끝난 3주 후에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어를 산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유아의 언어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도구적 AAC가 필요하다. AAC 중재의 목표는 유아의 의미론적 및 화용론적 기술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AAC 체계의 상징 구성은 성공적인 AAC 중재에 영향을 미친다. 상징 

구성은 보다 효과적이고 발달적으로 적합한 AAC 디스플레이를 설계하기 위해 적용해야 한다. 

셋째, AAC 중재는 유아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환경에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AAC 

모델링에 기반 한 언어촉진기법은 AAC를 사용하는 유아의 언어학습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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