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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에서는 문자를 해득한 뇌성마비 학생들의 언어능력에 한 의사소통 도구를 구 할 목 으로 

말소리 산출 도구(speech generation device: SGD) 로그램을 제안하 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SGD 

로그램은 학습 도구로써의 기능과 의사표 을 한 수단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로그램으로 재

까지의 AAC 도구 사용 목 과 용이 의사소통 보조기기의 고유한 기능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과는 차별

화된다. 한, SGD 로그램을 기반으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뇌성마비 학생의 언어

능력을 측정해 볼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언어지도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콘텐츠를 수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기존의 련 소 트웨어와 비교해 볼 때, 이 연구에서 구 된 SGD는 인  스크립트 

상황이 아닌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 SGD를 통해 제공되는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여 보완․ 체의사소

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을 사용하는 뇌성마비 학생들에게 총체  언어 지도가 

가능하도록 구 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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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speech generation device(SGD) program to materialize the proper 

communication aids which address to language abilities by students with cerebral palsy in the 

stage of word recognition achievement. This SGD program aim at function of learning 

mediation and communication expression by synchronization not restrict aim of AAC aids' 

employment to the only function of communication expression. And this SGD was designed to 

evaluate language abilities of student with cerebral palsy through analysis of the date offered 

at this program, and then might utilize to set learning goals and objects, modify teaching 

contents. This SGD program have a meaning on contribution to possible teaching  the user 

AAC aids, students with cerebral palsy by whole language approach in natural environment but 

in artificial situation at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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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말을 사용하여 의사를 표 하지 못하는 장애학생들

을 한 보완․ 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재는 뇌성마비  

학생의 언어 능력 발달을 진하고 의사소통 수행 능력

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 인 것으로 보고된다[1].

1970년  보완․ 체 의사소통이 주로 손짓 기호로 

구성되었다면, 지난 20～30년 동안은 비 자 인 의사

소통 도구와 자 인 의사소통 도구를 통해 여러 가지 

AAC 옵션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말소리 산출도구

(speech generation device: SGD)는 AAC 옵션들 가운

데 최근에 포함된 표 인 도구이다[2]. 말소리 산출 

도구와 말하는 워드 로세서 같은 SGD 소 트웨어의 

음성 출력은 보완․ 체 의사소통의 을 크게 변화

시켰다.

SGD는 음성처리 기술의 발 으로 명료하고 자연스

러운 말소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AAC 체계로 

이야기 하는 것이  더 실제 으로 발 하게 되었

다. 더불어 의사소통의 속도와 한 타이 을 개선시

켜 의사소통 상 자에게 메시지를 성공 으로 보낼 수 

있으며, 유연한 메시지 생성이 가능하게 되었다[3]. 

AAC를 사용하는 아동들에게 보조공학은 학습에 참

여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 된다. 뇌성마비  아동들 부

분은 의사소통능력과 쓰기능력을 보완하기 해 보조

기구들을 필요로 한다. 이들에 한 AAC와 보조기구 

지원의 목 은 읽기와 쓰기에 쉽게 근하도록 진하

고, 언어  의사소통을 발달시키도록 돕는 데 있다[4].

이와 같은 목 으로 구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뇌성마

비 아동에게 SGD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표 할 수 있는 구체 인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

할 수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외국에서는 SGD를 

통해 언어 인 지원과 문해(literacy) 능력을 향상시키

기기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5].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분의 AAC 기기들은 로

우테크 기반이며 음성합성을 지원하더라도 그림상징 

체계를 사용하는 기기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즉, 

문자해득 이  수 의 기능  의사소통을 해 그림상

징 기반 AAC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한, 부분의 

AAC 도구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수․학습과정

에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와 같은 총체  언어지도 

활동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AAC 도구 가운데 장애아동이 사용한 데이터를 수집하

거나 분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 한 로그램은 아직 

소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문자를 해득하 으나 구어로 의사표 이 어

려운 뇌성마비 학생들을 해 총체  언어지도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뇌성마비 학생의 

언어능력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AAC 로

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 SGD 로그램 사용 

내역을 데이터로 장하여 뇌성마비 학생의 언어를 분

석할 수 있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AAC를 사용하는 뇌성마비 학생들이 사용하는 핵

심어휘, 메시지 출력 타이  측정, 자발어 수집, 구문 분

석 등 사용자의 언어표 을 밝히는 기 연구 수행에서 

주요한 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SGD를 활용한 련 연구들을 고찰하

여 뇌성마비 학생들이 말하기․듣기․ 쓰기․ 읽기와 

같은 언어활동에 활용이 가능하며, 그 사용내역을 분석

할 수 있는 SGD 로그램을 구 하 다.

Ⅱ. 선행연구 고찰

이 연구에서는 SGD를 활용한 선행 연구들을 1) 메시

지의 길이를 비교한 연구 2) 음성합성의 명료도와 음성

산출의 효과 3) 음성출력의 유무에 따른 AAC 시스템의 

효율성 4) SGD가 있는 재와 SGD가 없는 재의 효

율성 5) 기능  의사소통과 반응 효율성을 한 SGD의 

효과 6) 문해 학습의 항목들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

러한 선행연구들은 이 연구에서 구 된 SGD 로그램 

설계와 기능구 을 한 이론  토 로 활용되었다.

1. 메시지 길이를 비교한 연구

AAC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아동의 메시지 길이

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아동이 한 단어 메시지를 

할 때와 2～4개의 단어로 구성된 메시지를 만드는 두 

가지 조건으로 음성합성 기반의 SGD를 사용하 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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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 3～5학년의 낯선 어린이들은 긴 메시지 산출에 

정 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친근감 있는 아동에게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6].

다른 연구에서 SGD를 사용하는 아동의 의사소통 

진자에 한 태도 연구 변인은 ① 메시지 길이(한 단어 

 구 ) ② AAC 사용자의 메시지에 한 의사소통 상

자의 한 반응(존재  부재) ③ 의사소통 진자의 

배경(낯선 사람  친근한 사람)이었다. 연구결과는 

진자의 배경과 메시지 길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

으며, 한 단어 메시지를 사용할 때 보다 구 을 사용할 

때 더 정 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음성산출 유형(디지털음성  합성음성), 메시지 길

이와 의사소통 상 자의 반응을 변인으로 하는 연구에

서  SGD를 사용하는 아동에 한 의사소통 진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메시지 길이에서 주 효과가 나타났

으며, 한 단어 메시지보다 구 이 있는 조건들이 높게 

평가되었다. 한 명료도가 높은 음성합성 장치의 사용

을 제안했으며 의사소통 상 자들은 음성산출 유형과 

계없이 학습자의 메시지에 반응한다고 하 다[8]. 

2. 음성합성의 명료도와 음성산출의 효과

일반아동들을 상으로 AAC 도구의 음성합성 명료

성 효과를 알아보고자 실시한 연구에서 일반아동들은 

AAC 도구에서 산출되는 음성이 녹화된 비디오를 시청

하 다. 연구결과 명료도가 높은 합성 음성에 해 보

다 더 호의 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성별에 부 한 

목소리 보다 성별에 한 목소리를 더 선호하 다[9].

독립변인으로 음성산출 효과를 알아본 연구에서는 

뇌성마비로 인해 의사소통 능력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

동에 한 래 아동의 태도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

서 래 아동들은 SGD와 같이 음성산출이 가능한 도구

를 사용하는 상황과 음성산출이 없는 도구를 사용하는 

상황의 비디오를 시청하 다. 연구결과 래아동들은 

음성산출이 제거될 때보다 음성을 산출하며 의사소통

할 때 더 정 인 반응을 나타냈다[10]. 

음운인식 훈련으로 학령기 이  아동들과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학령기 아동들의 구어산출 변화를 조사한 

연구에서 한 집단은 그림상징을 이용한 재를 받았고 

다른 집단은 그림상징과 SGD를 통해 합성음성이 제공

되는 재를 받았다. 그림상징 재를 받은 집단의 아

동들은 구어산출이 12～25%정도 감소한 반면 그림상

징과 SGD를 재한 집단의 아동들은 19～39% 정도가 

증가 하 다[11]. 

3. 음성출력의 유무에 따른 AAC 시스템의 효율성

패스트푸드 음식 에서 다양한 AAC 시스템으로 주

문하는 두 가지 실험을 비교한 연구의 첫 번째 실험은 

의사소통 수첩과 SGD를 비교한 것이다. 이 실험에서는 

원이 주문내용의 확인을 해 설명을 요구하는 횟수

와 주문하는 시간을 통해 그 효율성을 측정하 다. 연

구결과 상자는 AAC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하는 음식 

요구하기를 두 번 모두 성공하 다. SGD 보다 의사소

통 수첩이 더 효율 이고 효과 이라고 밝 졌으며, 이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 다. 첫째, 실험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정된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둘째, 

사용된 SGD가 제공하는 합성음성의 명료도가 낮았다. 

마지막으로 SGD와 비교하여 의사소통 수첩이 은 정

보로도 활용이 가능하 다[12].

추가 실험에서는 디지털 음성과 다음사항들을 비교

하 다(의사소통 수첩과 린터를 함께 사용한 SGD의 

비교, 린터 없는 SGD와 명료도가 높은 SGD의 비교). 

연구결과, 린터의 유무와 계없이 SGD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의사소통 수첩과 명료도가 높은 SGD의 차이

가 없었다. 명료성이 낮은 SGD와 비교하 을 때 명료

성이 높은 SGD 도구를 사용하여 주문하는 경우가 주문 

시 시간이 짧았으나, 의사소통 수첩이 훨씬 효율  이

었다. 원이 고객의 을 풀이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린터가 제공되지 않은 SGD와 린트가 제공된 

SGD의 효율성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4. SGD가 있는 중재와 SGD가 없는 중재의 효율성

단어와 다  의사소통 체계를 사용한 단어 조합이 추

가될 때 SGD의 효과에 한 두 가지 연구에서 경도와 

증의 정신지체가 있는 두 명의 아동에게 두 단어를 

결합하는 다  의사소통 체계의 사용과( , 말하기+손

짓) SGD를 이용한 다  의사소통 방식을 비교하 다. 

연구결과 한 아동은 두 상황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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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른 아동은 SGD를 사용한 상태에서 더 효과 으

로 학습하 다[13]. 

후속 연구에서, 다운증후군 아이들의 다  의사소통 

체계와 SGD를 사용한 다  의사소통 체계를 비교하

다. SGD가 없는 경우 보다 SGD가 있는 경우에서 아동

들은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거나 단어 결합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손짓을 사용할 기회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SGD가 더욱 자주 사용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일부 아동에게 다  의사소통 체계가 

사용될 때 SGD가 그들의 언어표 을 개선할 것이라고 

제안하 다[14]. 

5. 기능적 의사소통과 반응 효율성을 위한 SGD의 

효과

증장애와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3명의 아동들의 문

제행동을 체하기 해 SGD를 활용한 기능  의사소

통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결과, 상자는 탈출 는 문

제행동을 하기보다 SGD 사용하여 요구하기를 성공

으로 학습할 수 있었다[15]. 후속 연구에서는 증장애

를 가진 다섯 명의 학생에게 확 하여 용하 으며, 

숙련되지 않은 의사소통 상 자에게 학생들이 SGD를 

사용하 다. 각 아동들의 문제행동을 체하기 해 디

지털 음성이 제공되는 SGD를 사용하여 기능  의사소

통 훈련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성공 으로 SGD를 사

용하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어들었고 한 의사

소통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16]. 이 연구는 숙

련되지 않은 의사소통 상 자로부터 한 의사소통

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성공 으로 얻을 수 있다

는 에서 의의가 있다. 

체행동은 문제행동에 한 체반응의 효율에 달

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아동의 에서 체행동

은 문제행동보다 더 ‘좋은 거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응을 하기 해 요구되는 신체  노력에서 

체반응이 문제행동보다 은 노력이 필요하다. 강화 

스 에서는 문제행동의 발생 시간에 걸리는 시간보

다 강화자에게 근하기 한 체반응의 발생 시간이 

더 게 걸려야 한다[17]. 

공격성을 가진 아동을 상으로 SGD의 반응 효율성

을 실험한 연구에서 상자는 미리 장된 메시지를 선

택하여 음성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하 다. 이 연구 결

과 미리 장된 메시지는 문제행동보다 더 효율 이며 

신체노력이 반응 효율에 기여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

다[18]. 요약하면, SGD의 사용은 기능  의사소통 훈

련에 활용될 때 문제행동의 체를 돕는 잠재성이 있음

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6. 문해 학습

문해학습 측면에 한 연구는 철자법, 음운인식, 읽

기, 쓰기 등의 측면에서 SGD의 효과가 검토되었다. 

시각  화면과 음성산출을 동시에 제공하는 SGD는 

아동에게 시각 이며 청각 인 피드백을  수 있다. 

SGD와 SGD 워드 로세서를 이용한 철자법 지도는, 

음성 출력을 매개로 시각  화면 제공과 말소리 피드백

을 통해 철자법에 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두 가지 

피드백  어떤 피드백이 더욱 효과 인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Cataldo 와 Ellis는 합성음성 피드백

이 자-소리 응을 학습하는 아동에게 잠재 인 도

움을  수 있다고 하 으며 자와 말소리 피드백이 

제공되었을 때 철자쓰기가 더욱 정확하게 나타난다고 

하 다[19].

Blischak는 음운인식 재를 학령기 이 의 아동들과 

증의 뇌성마비와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등학생들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한 집단은 그림상징이 

재에 사용되었고 다른 집단은 그림상징과 음성합성 산

출이 재에 포함되었다. 연구결과 음성산출이 제공된 

집단이 운율활동에서 정 인 변화를 보 으나 이 변

화는 통계 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읽기는 단어 해독이나 인식, 이해와(단어, 문장, 단락) 

교정보기(확인하고 실수를 교정하기)등을 포함하여 다

양한 기술이 포함된다. 읽기를 지원하는 피드백에는 말

소리를(디지털 음성, 합성음성, 구어) 통한 청각 피드백 

혹은 텍스트를 강조하는 시각  피드백이 포함된다

[20]. 쓰기는 음성산출의 향을 받는 요한 문해 기

술이다. 그러나 재까지는 학습장애나 구어를 사용할 

수 있는 아동 는 일반아동에 한 소수의 연구가 진

행되었으며 AAC 분야에서는 많이 근하지 않고 있다

[2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C 도구가 다양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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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는 AAC를 사용하는 장애학생을 상으로 SGD

의 효과를 검증하기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말소리 산출 도구의 활용이 AAC를 사용

하는 학생들의 메시지 길이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의

사소통 진자  낯선 사람들에 한 반응의 변화, 말

소리 산출 도구와 다른 AAC 도구들 간의 비교와 같은 

변인을 심으로 SGD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AAC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문해 능력 향

상에 한 심과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 AAC 

재에 사용되고 있는 도구들은 부분 상징 시스템에 

형태소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재과정에서 AAC를 

활용한 의사소통에 시간이 무 많이 소비된다고 생각

하여, 기능  메시지를 달하기 해 핵심  의미를 

주로 선택하고 형태소를 생략한다. 이러한 상징 시스템

과 재과정은 형태소와 통사론  근을 제공하지 못

하게 됨으로써 AAC 체계를 사용하는 장애학생들이 문

장 내 정교한 의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텍스트 구

조상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을 악하지 못할 가능성

이 있다. 한, 세련된 의미의 달, 복잡한 문장 구조 

작성 등에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AAC를 

사용하는 장애학생에게 효율  의사소통과 통사론  

텍스트 안의 형태소 사용에 한 이해를 돕기 한 

재가 필요하다. 이러한 재의 용을 해서는 이 연

구에서 제안하는 SGD와 같은 도구의 구 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Ⅲ. SGD 프로그램의 구현 

1. SGD 프로그램의 구조도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SGD 로그램은 사용자를 확

인하는 SGD 시작 모듈,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된 이

야기 자료, 이야기 자료를 제작, 수정  편집할 수 있는 

편집기, 자연스러운 언어표 과 문자입력 속도 향상을 

보조하는 단어 자동 완성, 자동 띄어쓰기 엔진, 학생들

의 언어표 을 해 고안된 체키보드와 음성합성 엔

진, 사용자의 사용기록을 장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이

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 구 한 SGD 로그램은 뇌성마비 학생

들이 교사가 SGD 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이야기 자

료를 활용하여 읽기, 듣기 학습이 가능하고 체키보드

를 통해 입력된 문자는 음성합성 엔진을 통해 말소리로 

산출되므로 쓰기와 말하기가 가능하게 하 다. 한, 사

용자의 사용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언어표  능력을 분

석할 수 있다. SGD 로그램의 체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SGD 프로그램 전체 구조

2. SGD 프로그램의 흐름도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SGD 로그램은 학생과 교사 

의 권한으로 각각 사용할 수 있다. 학생은 이야기 자료 

선택, 이야기 읽기, 듣기, 체키보드를 활용한 말소리 

산출이 가능하다. 교사는 학생이 학습하는 이야기 자료

를 제작, 편집, 수정할 수 있으며 학생의 읽기 속도와 언

어표  능력에 따라 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 한,  

SGD 사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생의 언어표 을 분석

할 수 있다.

그림 2. SGD 프로그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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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GD 프로그램의 구현

SGD 로그램의 주요한 구성 요소는 SGD 시작 모

듈, 읽기 모듈, 이야기 자료 편집  환경설정 모듈, 

체 키보드 입력 모듈,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분석기 모

듈이다. 

3.1 SGD 시작 모듈

SGD 로그램의 기화면에서 사용자 정보를 입력

하고 이야기 교수에 활용할 이야기 자료를 불러 온다. 

SGD는 입력된 사용자 정보를 기 으로 각각의 데이터

를 자동으로 장한다. 불러오기를 실행하여 이야기 자

료를 선택하면 이야기 읽기 모드가 실행된다. 사용자등

록, 불러오기, 실행하기 기능들이 포함된 SGD 로그

램  시작화면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SGD 프로그램 시작화면 

3.2 읽기 모듈 개발

[그림 4]와 같이 이야기 자료는 자책(e-book)과 같

은 형태로 구 되었다. 

기본 인 화면구성은 이야기의 내용을 표 한 삽화 

이미지가 왼쪽에 제시되며 텍스트는 오른쪽에 제시된

다.  읽기 엔진은 HCILAB사의 음성합성 엔진(TTS) 소

트웨어 개발 키트(Software Development Kit)를 제

공받아 구 하 다. 메뉴에서 시작 버튼을 러 이야기 

자료를 실행시킬 수 있다. 음성합성 엔진이 실행되면 

오른쪽 텍스트 창에 있는 자들이 음성으로 변환된다. 

텍스트는 문장 단 로 제시되고 어  단 로 진하게 활

성화 되면서 말소리로 출력된다. 읽기 도 에 반복 재

생과 정지가 가능하며 폐이지가 끝나면 다음버튼을 

러 다음 장을 읽을 수 있다.  기 엔진은 읽기 엔

진이 멈추었을 때 실행된다. 교사의 질문에 한 답에 

을 그을 수 있다. 이 그어진 곳은 음성으로 출

력된다. 읽기 모드에서  는 것은 텍스트 창의 어

느 곳이나 가능하고 편집기에서  기가 설정된 어

만 음성출력이 가능하다. 교사의 질문에 아동이 오답

에  기를 수행하게 되면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읽기 과정에서 어려운 

낱말을 들어 볼 수 있도록 모든 텍스트에  기를 

설정한 모든 낱말들을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다. 

그림 4. 이야기 자료 읽기 화면

3.3 이야기 자료 편집 및 환경설정 모듈

이야기 자료 편집  환경설정 모듈은 이야기 자료를 

편집하거나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 환경 설정값

을 변경할 수 있다. 먼 , 이야기 자료와 함께 제시되는 

삽화를 삽입하기 해서는 텍스트 내용이 담긴 이미지 

일을 선택한다. 이미지를 삽입하면 편집기 좌측 상단

에 있는 미리보기 창에서 텍스트에 들어갈 이미지를 확

인할 수 있다. 텍스트  편집은 텍스트 입력창에 키보드

를 이용하여 텍스트의 내용을 직  입력한다. 환경설정 

모듈은 텍스트의 자 크기와 색,  간격을 변경할 수 

있다. 아동의 읽기 능력에 따라 단계별로 읽기 속도 조

이 가능하며 읽기 속도에 맞게 텍스트가 화면에 제시

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읽기 모드에서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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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이야기 자료 편집 화

면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이야기 자료 편집 화면

3.4 화상 대체키보드 입력 모듈

체키보드 입력 엔진은 말소리를 산출하기 해 

자를 입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체키보드의 인터페

이스는 키보드의 앙을 기 으로 좌측에는 자음(ㄱ～

ㅎ, ㄲ, ㄸ, ㅆ, ㅉ, ㅃ)이 배열되어 있으며, 우측에는 모

음(ㅏ～ㅣ, ㅔ, ㅖ, ㅐ, ㅒ)이 배열되어 있다. 그 밖에 

Enter, Space, Backspace 등의 기능키가 있으며 부수

으로 한 - 어 변환키를 이용하여 문과 숫자를 입

력할 수 있다. 스 치 모드를 선택하면 트 볼이나 조

이스틱형 마우스를 이용한 문자입력이 용이하다. 체

키보드 입력시 철자 오류가 발생하면 붉은색으로 철자

오류 피드백을 제공한다. 한, 키보드 입력 속도를 향

상시키기 해 단어 자동완성 기능이 함께 제공된다. 

단어 자동완성 기능은 자주 사용하는 빈도순으로 최  

5개까지 화면에 표시되며 표시된 단어들 가운데 

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어 자동완성 엔진

은 사용자 사 과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사 을 모두 사

용하지만, 사용자 사 에 우선권을 부여하 으며 시스

템 사 에서는 약 210만개의 단어와 조사 측이 가능

하다. 단어자동완성 엔진은 부산 학교 한국어 정보 처

리 연구실에서 개발한 단어자동완성기의 API를 지원받

아 구 하 다. 입력된 자는 들어보기 버튼으로 말소

리 산출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입력한 자 로 말소리

를 산출하게 되어있으므로 ‘은지가수 을합니다.’와 같

이 사용자가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음성합성 엔

진을 거쳐 산출된 말소리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를 

보완하기 해 들어보기 버튼을 르는 동시에 자동 띄

어쓰기 엔진이 작동하여�은지가 수 을 합니다.�라

는 말소리로 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동 띄어쓰기 

기능은 부산 학교 한국어 정보 처리 연구실에서 개발

한 엔진을 본 로그램에 맞도록 렛폼을 바꾸어 구

하 다. 사용자가 자동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사

용할 경우 자동 띄어쓰기 정확도는 약 90% 정도이다. 

키보드 입력을 마치고 다시 이야기 읽기 모드로 환하

려면 나가기 버튼을 활용한다. 체키보드 입력 화면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화상 대체키보드 입력 화면 

3.5 데이터 베이스

SGD 로그램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사용자가 

SGD를 실행할 때 SGD 로그램 사용 내역이 모두 

장된 텍스트 일이다. 데이터 분석을 해 특정한 태

그들을 사용하여 구분하 으며, 날짜, 시간, 분류 태그

와 사용 내역이 장된다. 장 형태는 ASCII Text

일이다. 로그램 루트 폴더에�Data-사용자-날짜시

간.txt�로 자동 장 된다. SGD 로그램에서 생성되

는 데이터는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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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GD 생성 데이터 

3.6 데이터 분석 모듈

데이터 분석기는 사용자가 SGD 로그램을 사용할 

때 생성된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자의 언어표 을 분

석하고 결과 값을 입력하면 아동의 언어표  능력

(C-unit, 어 수, MNC, 오타율, 내용일치도 등)을 측정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각의 학생별 표로 제시해

다. 데이터 분석기 화면에는 사용자의 데이터 불러오기 

메뉴, 분석자가 사용자의 언어표 을 분석하는 분석 메

뉴, 분석 결과를 입력하는 결과입력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분석기 실행 화면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 데이터 분석기 실행화면  

3.7 개발의 타당성 검토

개발을 완료한 후, 개발된 SGD가 뇌성마비 학생의 

AAC 재에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 다. 타당성 검토를 해 

지체장애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10명

의 교사에게 SGD 개발의 목 과 활용방법을 설명하고 

직  SGD를 사용해 보도록 하 다. 교사들의 간략한 

정보, AAC에 한 지식과 재경험, SGD 설계, SGD 

용 효과성, SGD의 문제 에 한 설문지에 리커트 5

 척도로 평정하게 하 다. SGD 개발의 타당성을 검

토한 교사들의 기  정보는 [표 1]과 같다. 

구분 조사 결과

성별
남 2

여 8

연령
30-40(세) 8

40-50(세) 2

담당과정

유치부 1

초등부 3

중․고등부 6

교육경력

5년 이상 5

10년 이상 3

15년 이상 2

표 1. SGD 개발의 타당성 검토 교사 기초 정보

  

[표 1]과 같이, SGD 개발의 타당성 검토에 참여한 10

명의 교사는 유 등부 4명, 고등부 6명이었으며, 특수

교육 경력이 5년 이상 근무한 교사 5명 10년 이상 근무

한 교사 5명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지체장애 학교에서 근

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GD 개발

의 타당성 검토 교사에 한 AAC 재 경험과 지식의 

정도 등을 묻는 설문의 내용과 결과는 [표 2]와 같다. 

기  조사 문항 평균

보완․대체 의사소통 중재 경험이 많다. 2.00

보완․대체 의사소통 중재에 대한 관심이 많다. 4.00

수업중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사용한 경험이 많다. 1.70

보완․대체 의사소통 중재에 대한 적용이 쉽다. 2.10

표 2. 타당성 검토 교사 기초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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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와 같이, AAC 재에 한 심의 정도에 한 

질문에는 부분 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AC 재 경험과 수업  AAC 사용 여부, AAC에 

한 지식의 정도의 항목에 부분 부정 인 반응을 보

다. 이들은 AAC 재에 한 심의 정도에 비해 AAC 

재의 수행이나 수업 에 AAC를 사용하는 것에 어

려움을 겪고 있으며, AAC 재에 한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GD 설계에 한 설문 조사결과는 

표3과 같다.

SGD 설계에 한 설문 문항 평균

SGD는 사용하기 간단하고 쉽게 설계되어 있다. 4.60

SGD의 메뉴구성과 실행방식은 직관적으로 설계되었다. 4.40

SGD는 다감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4.70

SGD의 입력 시스템은 쓰기를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4.80

SGD는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4.60

SGD는 여러 교과수업에 활용될 수 있다. 4.10

표 3. SGD 설계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표 3]과 같이, SGD의 설계는 사용하기 쉽고, 다감각

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뇌성마비 학생의 쓰기를 

보완해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메뉴 구

성과 다양한 환경이나 교과 상황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부분 정 인 반응을 보 다.

SGD의 용과 효과성에 한 질문에 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4]와 같다.

SGD의 용과 효과성에 한 설문 문항 평균

SGD를 활용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중재는 뇌성마비 학생이 

독해 수업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70

SGD를 활용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중재의 적용은 뇌성마비 

학생의 언어 표현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5.00

SGD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뇌성마비 학생의 언어 

능력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4.50

SGD를 활용하면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는데 효과적일 것

이다.
5.00

SGD를 활용하면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일

반화에 효과적일 것이다.
4.80

SGD를 수업시간에 실제로 적용해 보고 싶다. 4.80

표 4. SGD의 적용과 효과성 설문조사 결과

[표 4]와 같이, SGD의 실제 용에 한 설문에 한 

응답은 부분의 질문에 매우 효과 일 것이라고 응답

하 으며, SGD를 수업시간에 실제로 용해 보고 싶다

고 하 다. SGD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뇌성마

비 학생의 언어능력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항목에 

한 수는 다른 문항보다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SGD의 문제 을 기술하도록 제시한 문항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스캐닝 기능의 제공의 필요성,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기능과 분석결과를 요

약하여 제시해 주는 기능의 필요성, 학생에게 제시되는 

독해 문제를 해결하고 오류에 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문제풀이  작 기능, 기타 화면구성의 문제  

등을 지 하 다.

Ⅳ. 결 론 

음성언어기술과 컴퓨터 련 기술의 발달로 AAC 도

구들의 비약 인 발 이 상된다. 그러나 그동안 

AAC 도구는 언어표 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들을 

한 의사소통 보조기기로써의 기능만을 제공하 다. 

즉, 학습 자료의 제시와 학습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는 

제한 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AAC 재에서는 별

도의 스크립트를 구성하여 지도하는 것이 일반 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주로 기능 인 의사소통을 

목 으로 하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한 장애학생들에

게 효과 이었다[1]. 그러나 문자를 해득한 뇌성마비 학

생들에게는 그림상징이나 기능  의사소통, 스크립트 

심의 재방법을 용하는 것이 하지 않을 수 있

다. 그들은 이미 그림상징이나 기능 인 방법으로 의사

표  하는 것 이상의 내 언어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AAC를 사용하는 뇌성마비 

학생들의 학령이 높아질수록 표 언어와 수용언어의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상되지만 실제로 얼마나 이해

하고 있는지, 표 할 수 있는 내 언어는 얼마나 되는

지를 측정하는 것은 여 히 어려운 일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문자를 해득한 뇌성마비 학생들의 언

어능력에 한 의사소통 도구를 제공할 목 으로 

SGD 로그램을 제안하 다. SGD 련 선행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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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을 토 로 SGD 로그램 개발이 갖는 의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까지의 AAC 도구의 용과 사용의 목 이 

의사소통 보조기기의 고유한 기능에 한정되는 것이 아

니라 학습 도구로써의 기능과 의사표 을 한 수단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로그램이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의 련 소 트웨어와 비교해 볼 때, 인

 스크립트 상황이 아닌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 

SGD 로그램이 제공하는 학습 콘텐츠를 통해 AAC를 

사용하는 뇌성마비 학생들의 총체  언어 지도가 가능

하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SGD 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SGD 로그램

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결과로 뇌성마비

학생의 언어능력을 측정해 볼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언어지도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콘텐츠를 수정하여 제

공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추후 연구 과제는 개발된 SGD 로그램을 임상실험

에 용하여 효과에 한 검증을 실시하지 못한 제한

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장애 역을 상으로 용

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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