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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three Sight Word Instructions
with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AAC) for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Method: For this,
single-subject research targeting a middle school student with severe disability through alternating treatments
design(ATD) was used to analyze define the effects on the word recognition.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follows: preparation and pre-education, baseline, intervention, and the post-intervention baseline. During the
intervention, 3 sight word teaching strategies (ie., speech generating device(SGD) based on smart device, picture
communication symbol(PCS) card, & multimedia learning) were conducted 10 times each to the target student.
In the post-intervention baseline, strategy with SGD based on smart device which has been proved to be most
effective was performed. Results: Comparing 3 strategies of sight word Instructions, we concluded that the way
of using SGD based on smart device is the most effective one. Conclusion: This results mean that the strategy
through SGD based on smart device is the most effective way of sight word Instructions. Therefore, this study
discuss about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and limits of the results.
Key words :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AAC), Sight Word, Word Recognition Abilities, Severe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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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글을 읽는 기술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읽기 기술은 문자로 쓰여진 글의 내용
을 추측하여 이해하는 단순한 읽기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능력이다. 글을 읽는 능력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고, 정보 수집을
통해 이해하고 비판하며 분석하여 사고과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Beukelman & Mirenda, 2005). 읽기 능력은 학습과 관련한 정보를 받아들여 조직하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중도장애학생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일견단어 읽기와 같은 기본적인 읽기 기술
의 결함을 갖는다. 중도장애학생의 기본적인 읽기 기술의 결함은 인지와 학습 동기 결여, 읽고
쓰는 경험의 부족(Blischak, Lombardino, & Dyson, 2003)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제한 등에 기인한다. 또한 신체적인 장애가 중복될 경우에는 구강주변의 근육조절, 협
응의 문제가 동반될 경우에는 표현 언어문제의 어려움까지 나타낸다(박은혜, 김정연, 2010).
중도장애학생의 읽기의 어려움이 반복될 경우 학령기 이후의 학습의 기반이 되는 문해력 발
달을 저해하며(Downing, 2005), 학교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의사소통의 어려움
이 있는 중도장애학생은 학교교육에서도 또래들보다 읽기와 쓰기 교수의 양이 적으며 읽기와
쓰기 활동에 대한 기회가 제한되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문해 자료를 덜 제공받는다(Beukelman &
Mirenda, 2005). 그러므로 중도장애학생의 읽기 지도를 위해서는 학생의 신체적, 언어적, 인지적,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방해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AC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중재 방안으로 구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을 보완하거나
대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보완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다. AAC 중
재는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최
선미, 곽승철, 2015), 또래 상호작용 및 수업 참여도(김경양, 한선경, 박은혜, 2015)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AC 중재는 그림이나 사진 등의 상징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게 함으로써
상징 읽기 등의 문해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으며(Loncke, 2003), AAC를 활
용한 문해력 교수방법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전 영역에 걸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지
도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Downing, 2005).
AAC가 비구어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외에도 문해력 향상에도 기여하는 이유는 의사소통
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상징과 단어를 짝짓는 활동을 통해 하나의 상징이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
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추후 상징 뿐 아니라 글자와의 관계도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이 제공되기
때문이다(Bishop, Byers-Brown, & Robson, 1990). AAC를 활용한 의사소통 중재 시 그림상징과 글자
를 짝짓는 활동은 그림과 단어, 단어와 소리 등의 관계를 학습하게 되어 읽기 능력에 도움이 되
며(박은혜, 김정연, 표윤희, 김은숙, 2007), 장기적으로는 상징들을 연결하여 문장 형태를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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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구문론적 인식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Hetzroni, 2004). Hetzroni(2004)는 조기에 AAC를 사
용하는 아동은 그림상징을 통해 생각과 그림상징을 연결하는 것을 배우게 되므로 읽기능력 향
상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전통적인 문해력 학습과정과 유사한 것으로 구어
표현을 할 수 없더라도 읽기 기술의 발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중도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문해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도장애학
생들도 읽고 쓰는 능력을 통해 선택과 자기 결정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해력 중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Erickson, Koppenhaver, & Yoder, 2002). AAC를 활
용한 읽기지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다양한 교수전략의 효과성을 밝히고 있다(김현주, 2002;
박나리, 채수정, 2007; 여광응, 박현옥, 박선애, 2007; 임미화, 박은혜, 김정연, 2006; 주연진, 박은
혜, 표윤희, 2007; Bosseler & Massaro, 2003; Brandy, 2000; Coleman-Martin, Wolff, Cihak, & Irvine,
2005; Fallon et al., 2004). AAC 기반의 문해력 중재에 관한 문헌분석연구(김정연, 박은혜, 표윤희,
2008)에서는 30편의 논문 중 46.7%가 음성출력 도구(VOCA)를, 50.0%가 그림카드와 낱말카드 등
의 PCS상징을, 16.7%가 각각 이야기책과 멀티미디어 교수학습자료로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중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출력도구인 VOCA를 이용한 연구(임미화, 박은혜, 김정연, 2006)에서는
그림상징과 글자를 함께 제시한 후 그림을 삭제하고 글자만을 제시하여 고정시간지연 방법과
촉진 절차를 사용하여 읽기를 지도한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연진, 박은혜, 표윤희
(2007)의 연구에서는 그림상징(PCS)과 낱말카드를 이용하여 체계적 촉진 방법으로 일견단어 읽기
를 중재하여 효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AAC를 활용한 읽기 지도 방법 중 어느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관한 비교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일견단어를 가르칠 때 흔히 그림을 사용하지만, 그림
에만 관심이 머물러 있을 경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Didden, Prinsen, & Sigafoos, 2000),
그림과 글자를 어떻게 짝짓기 하는가에 관한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김자경, 강혜
진, 2008; Fossett & Mirenda, 2006).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AAC를 활용한 3가지 일견단어 교
수 전략의 효과를 살펴보고, 그 중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3가지
일견단어 교수 전략이란 스마트기기 기반의 SGD(speech generating device) 전략, PCS(picture
communication symbol)카드 전략, 멀티미디어 학습 전략을 말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AAC를 활용한 일견단어 교수 전략(스마트기기 기반의 SGD 전략, PCS카드 전략, 멀티미
디어 학습 전략)은 중도장애학생의 단어재인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가장 효과적으로 보고된 AAC를 활용한 일견단어 교수 전략은 무엇이며, 단어재인능력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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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K광역시 소재 S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며, 중도 지적장애를 가진 중학교 2
학년 학생 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 학생 선정은 AAC 참여모델(Beukelman & Mirenda, 2005)
에 근거하여 AAC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기준들을 충족시키는 중도 지적장애학생 중 부
모의 동의를 받은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무발화이거나 발화가 있어도 분명하지 않으며, 의사표
현방법이 몸짓과 얼굴 표정으로 제한된 학생, 2) 학생이 갖고 있는 현재의 의사소통이 가족이나
친숙한 사람 외에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학생, 3) 의사소통 면에서 일상적인 언어를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으며, 시각적 변별이 가능한 18개월 이상의 인지 능력을 가진 학생, 4) 신
체적 기능과 청력 및 시력이 정상적인 학생, 5)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중재 이외의 일견단어 향
상을 위한 치료적 중재를 받지 않을 학생, 6) 이전에 어떠한 AAC 양식도 사용한 경험이 없는
학생, 7) 연구 시작 전 학교 출석률이 90% 이상이라고 보고된 학생이며, 구체적인 참여 학생의
특성은 <표 Ⅱ-1>과 같다.
<표 Ⅱ-1> 연구 참여자 특성
구 분
학년(연령)
성 별
학 교
장 애

특 성
중학교 2학년(만 14세)
남
지적장애 특수학교
자폐성장애 2급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의 현재 수행 수준 및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학생의 의
사소통 능력은 수용 및 표현어휘 검사(REVT)(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 2009) 결과,
수용언어는 3세 5개월, 표현 언어는 검사 불능으로 나타났다. 인지 및 학업적 특성은 일상생활
과 관련된 정보를 들려주면 내용 이해가 가능하며, 같은 사물/ 그림을 찾거나 구분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하는 기능을 찾아 실행시킬 수 있다. 의사소통 특성으로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정한 의성어에 관한 구어표현만 자발적으로 하며, 부정확한 발음이나 질
문 시 상대방의 말을 따라하는 즉각 반향어를 보인다. 질문 시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으나
반향어로 인하여 정확한 의사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간단한 지시 따르기가 가능하다. 신체적
특성으로는 별다른 감각 장애는 없으며, 손가락을 튕기거나 팔을 흔드는 상동행동을 보이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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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릿 PC나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1) 실험 설계

본 연구는 중재 후 참여 학생의 일견단어 학습에서의 변화양상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대중재설계(alternating treatments design: ATD)를 사용하였다. 이 설계는 한 대상자에게 여러 중
재를 교대로 실시하여 중재들 간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 방법이다(Richards, Taylor, & Ramasamy,
2014). 이 설계는 좀 더 체계적으로 중재 간 균형을 맞춤으로써 중다중재설계가 가지고 있는 내
적 타당도 문제와 중재 간 전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이소현, 박은혜, 김영태, 2000).
이 연구 설계를 통해 다른 중재들에 비해 보다 효과적인 중재 전략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최종
단계 시 가장 효과적으로 증명된 중재를 실시하여 효과의 유지를 확인함으로써 중재와 일견단
어 학습 사이의 기능적 관계를 재확인하였다.
2) 연구 기간 및 환경

연구는 참여자 선정 및 진단, 기초선, 중재, 최종단계의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3개월간 수행되었다. 결석하는 경우와 학교 행사 및 현장 학습일을 제외하고 1주에
총 4회 이상 실시하였다. 연구는 연구자의 주도 하에 중재자1과 중재자2와 함께 참여 학생들이
재학 중인 K광역시 소재의 S특수학교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자와 중재자 2명
에 의해 목표어휘목록 선정, 수업계획안 개발, 기초선, 중재, 최종단계 등이 실시되었으며, 실험
은 국어교과 수업 20분(멀티미디어 학습 전략 20분)과 방과 후 수업 40분(스마트기기 기반의
SGD 전략 20분, PCS카드 전략 20분)동안 실시하여 학생의 일견단어 학습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3) 실험 절차

실험 절차는 기초선, 중재, 최종단계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중재에서는 학생에 각기 다른 세
가지 일견단어 교수 전략을 각각 10회기씩 중재하였다. 최종단계에서는 3가지 전략 중재가 끝난
후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판명된 전략을 실시하였다.
사전 준비 및 사전 교육
본 연구에서 사용된 3가지 일견단어 교수 전략은 1명의 연구자와 2명의 특수교사 총 3명의
중재자에 의해 중재되었다. 실험 설계로 인한 오염변인을 최소화하고 중재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매회기 3명의 중재자가 교수 전략을 번갈아가며 바꾸어 실시하도록 교대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수행 전에 중재자들을 대상으로 세 가지 교수 절차에 대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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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재자로 인한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교육경력과 학생과의 친밀
감 형성 정도가 유사한 중재자들로 계획하였다. 중재자들의 특수교육경력은 5-6년이며 중등 1정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한 여교사이다.
기초선
기초선 단계에는 국어교과 수업 20분간 중재자 1에 의해 진행되었다. 평상시와 같은 전체 학
급 대상의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수업 후반부 10분간 교사는 해당 차시의 활동 및 내용과 관련
한 글자-그림 짝짓기와 단어로 된 글자 알기를 평가하여 학생의 응답태도와 내용을 측정하였다.
이 때 학생의 반응에 대한 어떠한 교수나 피드백도 제공하지 않으며, 스마트기기 기반의 SGD,
PCS카드 및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부여하지 않았다.
(2)

중재
본 절차의 목적은 3가지 일견단어 교수 전략을 교수하고, 각 전략에서 나타나는 참여 학생의
응답(글자-그림 짝짓기와 단어 글자 인식)을 비교하는데 있다. 훈련은 중재 매회기 이전 회기에
서 강조한 4개의 단어세트에 대해 학생의 반응을 10분간 관찰하고 10분간 단어 학습을 하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하였다. 관찰은 주당 4회씩 국어교과와 방과 후 수업 시간에 3가지 일견단
어 교수 전략(스마트기기 기반의 SGD 전략, PCS카드 전략, 멀티미디어 학습 전략)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중재 절차는 목표 글자 인식하기, 3가지 교수 전략을 이용한 읽기 훈련하기(모델링,
언어적 촉진, 신체적 촉진), 최대 촉진법에 의해 촉진 소거하기, 정반응을 했을 경우 언어적 칭
찬하기 의 순서로 실시하였다. 학생이 응답하도록 교사의 촉진(최대-최소 촉진)을 제공한다는 점
을 제외하고는 기초선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중재를 종료하는 기준은 학생의 정반응이
한 가지 전략에서 연속 3회기 80% 이상 지속될 때 종료하였다.
(3)

최종단계
최종단계는 중재 시 가장 효과적으로 보고된 한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중재
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학생에게 이전 회기에 강조한 4개의 단어 세트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였으며, 4회기 실시하였다.
(4)

3. 독립변인
1) 어휘 목록

인지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낮은 지적능력과 함께 흥미가 없거나 어려운 과제가 제시되
면 수업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생활영역 중심으로 선정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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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최성규, 1999). 따라서 참여 학생의 IEP 내용과 기본교육과정 국어의 가권 교과서에 제시된
어휘 및 해당 차시의 국어과 교육내용과 연관된 단어들을 선정하였다. 어휘목록은 최성규(1999)
가 제시한 기초어휘 난이도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중재자 3인이 매주 회의를
통해 어휘의 난이도가 통제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2) AAC를 활용한 일견단어 교수 전략

전략 1: 스마트기기 기반 SGD 전략
연구에서 사용한 스마트기기 기반 SGD는 보완 대체적이며, 음성합성이 가능한 멀티플 키스트
로크(multiple keystroke) 타입의 스마트기기에 AAC 소프트웨어인 마이토키를 설치한 것을 말한다.
마이토키는 안드로이용 스마트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AAC소프트웨어로 한국 문화와 생활 문
화, 환경에 맞는 상징 약 10,000개를 포함하고 있다.
스마트기기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10.1을 사용하였다. 갤럭시 노트 10.1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태블릿 PC로서 노트북 PC보다 가볍기 때문에 휴대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장애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SGD 전략은 시각적 자극인 그림 상징을 손가락 터치하면 동시에 즉각적인 음성이 산출되어
청각적 자극이 제공되며 이를 따라 읽도록 하는 교수방법이다. 각 상징에의 접근은 목표상징을
손가락으로 터치하여 합성음성이 산출되는 것으로 학생이 중재기간 동안 목표단어를 학습하는
데 사용하였다. 사용된 말하기판은 수준1 어휘 모음의 기본판으로 한 화면에 4개(가로2×세로2)
의 문자를 포함한 PCS로 구성되었다. 어휘는 학생의 언어평가를 기초로 각 회기에 해당하는 국
어교과 관련 어휘들로 구성하였다. 학생에게 적용한 마이토키의 예시는 [그림 Ⅱ-1]과 같다.
(1)

호기
화장실

비상구

정수기

보건실

1

[그림 Ⅱ-1] 스마트기기기반의 SGD 양식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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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PCS카드 전략
연구에서 사용한 PCS카드는 마이토키 보드(Mytalkie AAC Board)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
한 그림의사소통상징을 코팅하여 카드로 제작한 도구를 말한다. 마이토키보드는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이화여자대학교와 (주)보이스웨어가 개발, 보급한 의사소통판 제작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수교육 현장이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 5,000개의 어휘 목록을 가지고 있으
며, 사용 환경에 맞는 다양한 상징을 제공하고 있다. 각각의 어휘는 그림이나 사진 등의 상징으
로 표현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의 인지 및 언어
수준에 따라 의사소통판 페이지 당 심벌 수를 2개(2×1)∼45개(9×5)로 조절할 수 있으며, 상징의
단순 표시, 배치 및 편집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PCS카드는 마이토키 보드의 사용자 구성(가로2×세로2) 양식을 사용하여
한 면에 4개의 문자를 포함한 그림상징으로 구성하였다. 학생에게는 코팅된 10×10cm 크기의 그
림 카드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PCS카드는 시각적 자극으로서의 그림 상징만 제공되며, 별도의
소리나 청각적 자극은 주어지지 않는다. 사용된 PCS카드의 예시는 [그림 Ⅱ-2]와 같다.
(2)

식목일

현장체험학습

토요휴업일

국립광주과학관

[그림 Ⅱ-2] PCS카드의 예

전략 3: 멀티미디어 학습 전략
연구에서 사용한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는 프로젝션 TV를 통해 해당 국어교과 차시와 관련된
문자를 포함한 4개의 그림상징으로 구성된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림상징은 음
향(요술봉 소리)과 애니메이션(크게 강조) 기능을 삽입하여 제작하였으며, 프로젝션 TV를 보고
학생으로 하여금 교사를 따라 단어 읽어보기, 소리 듣고 변별하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멀티미
디어 학습 전략에 사용한 예시는 [그림 Ⅱ-3]과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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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말해봅시다.

따라 말해봅시다.

따라 말해봅시다.

[그림 Ⅱ-3]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의 예

따라 말해봅시다.

4. 종속변인
본 연구에서 일견단어 학습 능력은 단어재인 능력으로 김현주(2002)와 임미화, 박은혜, 김정연
(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일견단어 글자카드와 그림상징을 짝짓는 ‘글자-그림 짝짓기 검사’와
‘단어 글자 알기 검사’로 평가하였다.
글자-그림 짝짓기 검사는 글자 카드를 보여주고 글자가 의미하는 상징을 4가지 PCS카드 중에
서 선택하는 행위를 측정하는 검사이다. 이때 학생에게 제시하는 4가지 그림상징들은 마이토키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거나 기본교육과정 국어 가권 교과서에서 발췌하였다.
단어 글자 알기 검사는 글자를 전체로 기억하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검사자가 4개의 단어가
쓰여진 종이에 “○○은 어디 있어요?”라고 물어 보았을 때 학생은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 손가락
으로 가리키는 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검사이다.
5. 관찰 및 측정
매회기 중재 전에 이전 회기에서 강조한 단어 세트(4단어)를 글자-그림 짝짓기와 단어로 된 글
자 알기의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글자카드와 PCS카드를 제시한 뒤 10초 이내에 적절한
그림상징이나 글자 카드를 선택한 경우는 정반응(o)으로, 적절하지 않은 PCS나 글자 카드를 선택
하거나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오반응(x)으로 기록하였다. 일견단어 평가 결과는 기초선
과 중재 최종단계 동안 참여 학생이 정확하게 반응한 단어수를 제시된 단어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발생률을 산출하였다
6. 관찰자간 신뢰도
학생들의 일견단어 학습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3명의 중재자간에 채점자 훈련을 실
시하였다. 정확하게 채점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개별 특성과 행동 반응을 논의하였으며, 정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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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의 실례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채점 기록의 신뢰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
여 글자-그림 짝짓기 검사와 단어 글자 알기 검사의 결과에 대해 중재자와 1인의 관찰자가 읽기
행동에 대한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관찰자는 중재자 3인이 교대로 실시하였으며, 상호 교환 채
점하여 채점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관찰자간 신뢰도는 동시에 2인이 관찰 한 후 개별적으로 채
점 기록하여 일치도에 대한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채점 결과가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점
기준에 근거하여 논의 후 최종 결정하였다.
7. 중재충실도 및 사회적 타당도
연구자들의 중재가 일관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재 충실도를 측정하였다. AAC
를 활용한 세 가지 일견단어 교수 전략에 대한 중재 절차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검사하였다. 중재 충실도 검사는 중재 후 자기채점 방식으로 실시
하였으며, 중재자별로 주 1회씩 총 5회 실시하였다. 중재충실도의 검사항목은 연구자가 중재 과
정에서 학생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각 단계별로 촉구와 피드백, 강화 등 적합한 절차를 정확하게
사용하였는지 등 실행에 대한 6항목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측정 결과 중재충실도는 평균
90%였다.
중재가 종료된 후에 중재의 유용성 및 중재결과가 연구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가 소속된 학교의 교과담당 특수교사 4명에게 사회적 타당도를 실시하였다. 사
회적 타당도는 AAC를 활용한 세 가지 일견단어 교수 전략이 중도장애학생의 일견단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의 효과가 있는지, 중재 후의 변화가 보이는 지, 중재가 적절한지, 중재
의 정도가 만족스러운지 등의 문항을 포함하여 5점 평정척도 질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사
회적 타당도는 각 문항에 대해 평균 4.5점으로 나타났다.

Ⅲ. 결 과
1. AAC 기반 일견단어 교수 전략이 중도장애학생의 단어재인능력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서 사용된 AAC 기반의 3가지 일견단어 교수 전략(스마트기기 기반의 SGD 전략, PCS카
드 전략, 멀티미디어 학습 전략)이 학생의 단어재인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글자-그림 짝짓기 검사와 단어 글자 알기 검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56 -

중도장애학생의 단어재인능력 향상을 위한 AAC 기반 일견단어 교수 전략 비교 연구
1) 글자-그림 짝짓기 검사 결과에 따른 단어재인능력의 변화

기반의 세 가지 일견단어 교수 전략이 학생의 단어재인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글자-그림 짝짓기 검사 결과의 평균과 범위는 <표 Ⅲ-1>과 같다. 글자-그
림 짝짓기 검사 결과에 따른 단어재인능력 변화 양상은 [그림 Ⅲ-1]과 같다.
AAC

<표 Ⅲ-1> 글자-그림 짝짓기 검사 결과의 평균과 범위(%)
기초선
스마트기기 기반의 SGD 전략
평균
6.25
PCS카드 전략
(범위)
(0-25)
멀티미디어 학습 전략

기초선

교대중재

중재

77.08
(25-100)
35.42
(0-50)
54.17
(25-75)

최종단계
93.75
(75-100)

․
․

최종 단계

[그림 Ⅲ-1] 글자-그림 짝짓기 검사 결과에 따른 단어재인능력 변화

글자-그림 짝짓기 검사에 관한 학생의 정반응률은 기초선 4회기 평균 6.25%로 두 번째 회기를
제외하고 오반응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AC를 활용한 3가지 일견단어 교수 전략의 중재가 시작
되면서 정반응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중재 전 기간을 통해 상향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기간 동안 교수 전략별 학생의 정반응률은 스마트기기 기반의 SGD 전략은 평균
77.08(25-100), PCS카드 전략은 35.42(0-50), 멀티미디어 학습 전략은 54.17(25-75)으로 기초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AAC를 활용한 3가지 일견단어 교수 전략 모두가 비구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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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애 학생의 일견단어 학습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글자-그림 짝짓기 검사 결과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보고된 일견단어 교수 전략은 스마트기기
기반의 SGD 전략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기기 기반의 SGD 전략은 중재 기간 동안 참여 학생의
단어재인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중재기간 동안 SGD 전략에 대
한 글자-그림 짝짓기 검사 결과는 평균 77.08로 나타나, 최종단계에서는 스마트기기 기반의 SGD
전략을 사용하여 총 4회기 중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평균 93.75(75-100)로 중재 시기와 비교하
여 볼 때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 단어 글자 알기 검사 결과에 따른 단어재인능력의 변화

단어 글자 알기 검사 결과의 평균과 범위는 <표 Ⅲ-2>와 같으며, 단어 글자 알기 검사 결과
에 따른 단어재인능력 변화 양상은 [그림 Ⅲ-2]와 같다.
<표 Ⅲ-2> 단어 글자 알기 검사 결과의 평균과 범위(%)
구분
기초선
스마트기기 기반의 SGD 전략
0
평균
PCS카드 전략
(0-0)
(범위)
멀티미디어 학습 전략

기초선

교대중재

중재

최종단계

64.58
(0-100)
22.92
(0-50)
22.92
(0-50)

75
(50-100)

․
․

최종 단계

[그림 Ⅲ-2] 단어 글자 알기 검사 결과에 따른 단어재인능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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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글자 알기 검사에 관한 학생의 정반응률은 기초선 4회기 평균 0%로 모두 오반응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AAC를 활용한 3가지 일견단어 교수 전략의 중재가 시작되면서 정반응율의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 전략별로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났으며, 중재 전 기간을 통해 상향 수준을 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기간 동안 교수 전략별 학생의 정반응률은 스마트기기 기반의 SGD 전
략은 평균 64.58(0-100)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CS카드 전략은 22.92(0-50), 멀티
미디어 학습 전략도 22.92(0-50)로 기초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AAC를 활용한 3가지 일견단어 교수 전략은 비 구어 중도장애 학생의 일견단어 학습에
효과적이었으나 전략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어 글자 알기 검사 결과에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보고된 일견단어 교수 전략은 스마트기기
기반의 SGD 전략으로 나타났다. 중재기간 동안 SGD 전략에 대한 글자-그림 짝짓기 검사 결과
는 평균 77.08로 나타나, 최종단계에서는 스마트기기 기반의 SGD 전략을 사용하여 총 4회기 중
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평균 93.75(75-100)로 중재 시기와 비교하여 볼 때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재기간 동안 SGD 전략에 대한 단어 글자 알기 검사 결과는 평균 64.58(0-100)로 나타나, 최
종단계에서는 스마트기기 기반의 SGD 전략을 사용하여 총 4회기 중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평균 75(50-100)로 중재 시기와 비교하여 볼 때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향성을 볼
때, 유지 정도가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생의 경우 글자-그림 짝짓기 검사에서
의 성취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단어 글자 알기 검사에서는 유지되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 단어 글자 알기 검사는 청각적 자극을 제시한 후 해당하는 글자를 찾도록 하는 절차를
사용하였는데, 찾아야 할 단어를 듣고 4개의 단어가 쓰여진 종이에서 해당하는 글자를 찾는 과
정에서 과제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여러 개를 연속적으로 지적하는 행동을 보여 낮은 수준을 나
타냈다. 결과적으로 유지수준은 낮게 나타났으나, 중도장애학생 대상의 AAC를 활용한 3가지 일
견단어 교수 전략 중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스마트기기 기반의 SGD 전략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중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AAC를 활용한 3가지 일견단어 교수 전략의 효과를 비
교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연구문제로서 세 가지 일견단어 교수 전략 중 중도장애학생의 단어재
인능력을 증진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중재 결과, 세 가지 전략 모
두 중도장애 학생의 단어재인능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며, 특히 스마트기기 기반의 SGD 전
략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최종단계에서 스마트기기 기반의 SGD 전략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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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학습한 학생은 단어재인능력 검사 결과 중재 수준과 비슷하거나 안정성은 다소 떨어지나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기기 기반의 SGD 전략이 중도장애
학생의 일견단어 재인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AAC는 장애학생들의 의사소통 문제를 중재할 때 적절한 방안으로 사용되나(김정효, 2007), 이
연구에서는 비 구어 중도장애학생의 읽기 중재를 위해 AAC를 활용하였다. 참여 학생은 PCS카드
나 멀티미디어 학습 방법에 비해 SGD를 사용하여 교수하였을 때, 더 높은 정반응을 나타냈다.
AAC를 활용한 읽기 중재는 선행연구에서도 초기 문해력지도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며(김현주,
2002), 통문자 습득(박나리, 채수정, 2007), 언어학습(여광응, 박현옥, 박선애, 2007)에서도 효과적
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의사소통 교육이 시도되고 있으며, 하이테크 보조기기를 활용한 AAC 중재가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정연, 2016).
스마트기기 기반의 SGD 전략은 지적장애와 자폐 등의 발달장애 학생에게 효과적임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Van der Meer et al., 2012). 선행연구에서도 장애학생들은 SGD와 같은 스
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작동방법을 익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정연, 황지현, 2014). Kagohara와 동료들(2010)은 다른 AAC 양식에 비해 SGD가 더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말-산출 기능이 있고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인해 사용하기 용이한 점 때문으로 밝
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중재 초기 SGD의 목표상징을 섬세하게 누르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
나, 몇 번의 시도로 능동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교육이 보편
화되는 특수학교에서 스마트 기기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선호도가 학습 수행 결과로 이어진 선
행연구(김미선, 2013; 김수현, 2012; 김현준, 남상준, 2013; 손지영, 2013)에 근거해 볼 때, 유사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세 가지 교수 전략 중 PCS카드 전략, 멀티미디어 학습 전략의 효과가 낮게 나타난
것은 SGD 전략에 비해 시청각적 자극이 제한적이어서 학생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주의를 집중시
키는데 어려움을 주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의 대상 학생은 간단한 지시 따르
기가 가능하기는 하나, 수업 시간에 주의집중도가 낮고 손가락을 튕기거나 팔을 흔드는 상동행
동을 자주 보이는 학생으로 개인의 특성과 선호도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생의 스마
트기기에 대한 선호도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중도의 자폐장애, 지
적장애학생들은 다양한 AAC 양식 중 스마트기기 기반의 양식을 선호하였으며, 선호하는 AAC
양식을 제공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목표행동을 학습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Van der Meer et al.,
2012).

지적장애학생들에게 적용하는 스마트기기의 활용에 대해 몇 몇의 연구에서는 단순한 신기성
효과로 인한 변화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안비오, 김정연, 2015). 이 연
구에서는 AAC를 활용한 일견단어 교수 전략이 단순히 스마트기기의 신기성 효과가 아님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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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기 위해 학습 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측정하지 않고 학습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글자-그림
짝짓기 검사’와 ‘단어 글자 알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에 나타난 높은 점수는 스마트기
기 기반의 SGD에 대한 관심 외에 일견단어 읽기 학습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중도장애학생 1명에게 적용한 사례 연구임으로 그 결과를 모든 중도장애학
생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된다. 또한 연구 방법에서 중재자가 역할을 바꾸어 교대로 실
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중재자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중재자의 변인에 따른 오염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계 방법은 다수의 중재자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변인이 많으며 이로 인한 연구의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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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도장애학생의 단어재인능력 향상을 위한 AAC 기반
일견단어 교수 전략 비교 연구
김정연

조선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연구목적: 이 연구는 중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AAC를 활용한 3가지 일견단어 교수 전략의 효과를 비교하
기 위해 실시한 연구이다. 연구방법: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장애 중학생
1명을 대상으로 단일대상연구의 교대중재설계(alternating treatments design: ATD) 방법을 사용하여 단어재인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험 절차는 사전 준비 및 사전 교육, 기초선, 중재, 최종단계의 순으로 진행
하였다. 중재단계에서는 대상학생에 AAC를 활용한 세 가지 일견단어 교수 전략(스마트기기 기반의 SGD 전
략, PCS카드 전략, 멀티미디어 학습 전략)을 각 10회기씩 중재하였다. 최종단계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으로 판명된 스마트기기 기반의 SGD 전략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AAC를 활용한 세 가지의 일견단어 교
수 전략을 비교한 결과 글자-그림 짝짓기 검사 결과, 스마트기기 기반의 SGD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 단계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기기 기반의 SGD 전략
은 단어 글자 알기 검사 결과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종단계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
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기기 기반의 SGD 전략이 중도장애학생의 일견단
어 교수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AAC 중재에 관한 유용성과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는 추후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일견단어, 단어재인능력, 중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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