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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보완대체 의사소통도구는 구어(口語)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상호작용 

시스템으로 전통적으로는 그림이나 글자로 된 의사 소통판을 활용하여 왔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기기 등의 높은 휴

대성을 가진 기기를 이용한 의사소통도구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상황인식 컴퓨팅의 개념이 

출현하면서 모바일 디바이스는 사용자에서 즉시적이며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도구가 되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스마트 기기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이용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보완대체 의사소통도구 제안한다. 맞

춤형 의사소통도구를 위해서 가변적인 레이아웃과 장애정도에 따른 AAC 항목의 선택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시간정

보, 위치정보, 그리고 클릭 수 등의 상황인식 기능을 적용하였다.

ABSTRACT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AAC) is a communication tool for those with impairments or 

restrictions on the production or comprehension of spoken language. Traditional AAC has used a portable board with 

pictures and texts with which disabled person could be supported by it. Currently, smart phone based AAC researches 

and developments are actively studying. With emerging concepts of context-aware computing, the mobile devices can 

provide mobile users with timely information and location based services. We proposed a adjustable AAC system for 

disabled people of which has variable layouts and selectable items. We also implemented context-ware application for 

AAC systems including time, location and click count informations on smart phone. The system can adaptively change 

its layout and select AAC items depending on various situation of disabled persons.

키워드 : 보완대체 의사소통도구, 상황인식 컴퓨팅, 장애인 소프트웨어, 모바일 시스템, 가변 레이아웃

Key word :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Tool, Context-aware computing, software for disabled person, 

Mobile system, Adjustable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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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보완대체 의사소통도구(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System)를 의미하는 AAC는 비장애인

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 사이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수

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AAC는 언어 장애인, 치매환자, 

중증환자들의 언어장애를 보완하거나, 의사소통 수단

을 대체하여, 이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1]. 

AAC에서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상징에 관한 

연구도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이미 북아메리카와 

유럽 선진국 등에는 이러한 표상 상징(representational 

symbols) 세트가 표준화되어 개발되어 활용하고 있다

[1-2]. 이러한 상징은 단순히 그림을 인지하는 역할을 

넘어 발음교정 및 언어에 대한 학습능력을 배양하는 역

할을 한다. 최근에는 스마트기기의 보급 활성화와 오픈 

마켓의 성장으로 인하여 이러한 상징체계를 이용한 

AAC 기기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과 스마트 패드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

장으로 인하여 이제 AAC 시장은 의사소통판, 전용 

AAC 단말기, PC용 S/W를 넘어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

능, 접근성, 그리고 휴대성을 접목한 다양하고도 풍부

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다

[3,4].

스마트폰에서 가장 대표적인 AAC 어플리케이션인 

Prolog2Go의 경우 그림 1과 같이 다양한 상징체계와 풍

부한 UI를 제공하여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

러나 대부분의 스마트폰 AAC들은 기존 전자식 단말기

의 변형으로 스마트 기기가 가진 위치정보, 날씨정보, 

그리고 시간과 요일 등의 정보를 이용하는 형태로는 발

전되지 못하였다[3-7].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이 가지는 풍부한 멀티미디

어 기능을 활용하면서도 스마트폰의 위치인식기능과 

시간, 요일 등의 정보를 활용한 의사소통도구를 제안한

다. 이 도구는 가변적인 레이아웃과 우선순위 조정 기

능을 통해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와 레이아

웃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상황인식 기술을 접목하

여 해당 어휘의 검색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므로 장애

인들이 보다 편리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한 AAC 도구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3절에

서는 AAC 도구에서 사용되는 핵심적인 기술에서 대해

서 다룰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림 1. 선화와 상징체계를 사용한 의사소통도구 Prologue2Go

의 화면

Fig. 1 The screen shot of Prolog2Go. Prolog2Go uses 

PCS symbols for AAC items.

Ⅱ. 시스템 개요

이 절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AAC 시스템

에서 사용되는 어휘조사에 대한 연구과정을 기술하고, 

AAC 도구가 가진 특징에 대해서 기술한다. 다음은 

ACC 도구가 가진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2.1. AAC 어휘 조사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육 전문가와 관련교육 종사자

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교생활에 필요

한 어휘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조

사를 바탕으로 우선 어휘를 10개의 대 카테고리로 분류

하였다. 각각의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1)교실, 2)선

생님, 3)행사, 4)학교식당, 5)도서관, 6)수업, 7)숙제, 8)

교과목, 9)체육관, 10)친구. 

각각의 대(大) 카테고리는 소(小) 카테고리 항목을 

가지는데 예를 들어, 교실 카테고리의 하위 카테고리로

는 1-1)사물함, 1-2)문, 1-3)칠판, 1-4)교실, 1-5)책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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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1-6)가져올 물품, 1-7)교실활동 등의 카테고리를 

가진다. 이러한 소 카테고리를 또 하나의 하위 카테고

리를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사물함의 경우 1-1-1)어

디에 있나요? 1-1-2)제 가방을 넣어주세요. 1-1-3)제 가

방을 꺼네 주세요. 등의 하위 카테고리가 있다.

 

그림 2. 최상위 카테고리의 AAC 어휘.

Fig. 2 The AAC context on top category.

그림 3. 사물함 카테고리 하위의 “제 가방을 넣어 주세요” 항

목의 선택결과

Fig. 3 The screen shot when user selects "Please put my 

bag in", the items are sub items for Locker category.

그림 2는 본 시스템에서 사용한 최상위 카테고리와 

AAC 심벌 그리고 텍스트의 예이다. 그림 3은 사용자

가 최하위 레벨의 버턴을 터치했을때 볼 수 있는 화면

으로 최하위 레벨의 기능을 터치하면 팝업창으로 텍스

트와 이미지가 나타나며 음성합성기능을 이용한 텍스

트 읽기 기능을 지원한다.

2.2. AAC 시스템의 특징

본 연구에서는 iOS 4.0 이상의 기기에서 작동하는 

AAC를 개발하였으며, 개발용 데이터베이스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널리 이용되는 SQLite 3.0를 채택하였다. 

선택된 어휘들은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영문어휘로 번

역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용되는 심벌들도 영문으로 수

정되었다. 

또한 음성합성 모듈로는 iOS용 오픈소스 음성합성 

모듈인 CMU Festival-Lite(flite)를 사용하였다. CMU 

Festival-Lite는 코코아 표준 동적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를 사용하며 어플리케이션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AAC 시스템 도구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340여개 가량의 학교생활에 필수적인 영문 어휘연구.

-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가변적인 레이아웃을 가진 AAC.

- 단순하며 3색 이하의 색상을 가진 시인성이 뛰어난 선

화 상징 개발.

- 위치정보, 시간정보, 요일정보를 이용한 우선순위의 

자동 조정기능.

Ⅲ. AAC 시스템 구현기술 

본 절에서는 개발된 AAC 도구에서 사용되는 핵심적

인 구현기술인 가변적인 레이아웃과 우선순위 조정 기

능과 상황인식 기술에 대해서 기술한다. 

3.1. 가변적인 레이아웃과 우선순위 조정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은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을 가진 사람들이며, 또한 한 가지 이상의 복합적

인 장애정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장 이상

적인 AAC는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필요에 따른 맞춤식 

AAC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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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적으로 AAC 장애인의 장애 상태와 상황 

역시 가변적이기 때문에 완전 맞춤식 AAC는 거의 불가

능하며 최대한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맞추어 그 기능을 

조정하거나 어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

음과 같은 UI와 기능을 제공한다: 1) 4단계에 따른 심벌

의 크기 조정기능 기능, 2) 가변적인 심벌 우선순위 조

절 기능.

그림 4. 가변적인 AAC 레이아웃 기능

Fig. 4 Adjustable AAC Layout

그림 4는 가변적인 AAC 레이아웃 설정기능으로 설

정 기능창에서 열의 개수를 2에서 5까지 선택할 수 있

으며, 선택된 열의 개수에 의하여 레이아웃은 변하게 

된다. 또한 메인 아이템은 그림 5와 같이 선택적으로 화

면에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 그림과 같이 Teacher와 

Event 항목을 설정 표시 창에서 제거하게 되면 사용자

는 이 두 항목을 메인 아이템에서 볼 수 없게 된다. 이 

기능은 AAC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화면

에서 제거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

적이 있다. 

   

그림 5. Teacher와 Event 항목 표시기능을 Off시킨 후 실행

시킨 결과

Fig. 5 The result when teacher and event item display 

setting is off

3.2. 상황인식 기술

본 시스템에서 구현한 기능을 담고 있는 테이블명은 

T_AACCategory이고 각 필드명은 표 1에서 정의되어 

있다. 

필드 이름 설명

ID AAC 아이템의 프라이머리 키 값.

ParentID AAC 아이템의 부모 아이템의 키 값.

Name AAC 아이템의 이름.

Image AAC 아이템의 이미지 파일명.

Sound

AAC 아이템의 사운드 파일명.

(현재 TTS를 이용하므로 사운드 파일은 필요 

없으나 향후 성우의 목소리를 통한 서비스도 

가능함)

Properties
AAC 아이템의 속성정보로 상황인식기능을 

위하여 사용됨.

ClickCount

실제 이용자들이 클릭한 횟수를 저장하게 되

며, 이 횟수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게 된다.

ShowOn 화면에 출력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값.

Seq

화면에 출력되는 순서로 상황정보를 이용하

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설정한 Seq 값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는 순서가 결정된다.

Level

현재 AAC 아이템이 대 카테고리인지(1), 소 

카테고리(2)인지 최하위 카테고리(3)인지에 

관한 정보.

표 1. T_AACCategory 테이블의 필드이름과 그 설명

Table. 1 A field name and its description on T_AAC 

Categor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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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T_AACCategory 테이블의 필드 값과 각 필드

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각 AAC 아이템은 아이템의 

키 값과 부모 아이템의 키 값, 이름, 이미지파일, 사운드

파일, 속성, 클릭횟수, 화면표시 여부, 출력순서, 카테고

리 레벨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상황인식 기능을 위하여 

3개의 상황인식 테이블을 제공하고 있다. 각 테이블의 

이름과 역할은 표 2와 같다.

테이블이름 기능

T_Awareness 

Location

위치기반의 우선순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T_Awareness 

Time
시간기반 우선순위 제공

T_Awareness 

Week
주중, 주말에 따른 새로운 우선순위 제공

표 2. 상황인식 기능을 위해 참고할 테이블명과 그 기능.

Table. 2 A name of the table and function for referencing 

context-awareness.

 

표 2는 본 논문에서 사용된 각각의 상황인식 테이블

과 그 테이블이 하는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T_AwarenessLocation 테이블은 위치기반

의 우선순위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그림 6과 같이 사

용자가 도서관 부근에 있을 경우 도서관의 우선 순위가 

높아지며 집 부근에 있을 경우 숙제 항목의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그림 6. 위치 설정을 도서관으로 설정한 후의 결과

Fig. 6 The result screen shot when location setting is 

set on library.

그림 7. 위치설정을 사용하지 않고 시간과 요일설정을 사용하

여 나타난 평일 점심시간(12:00-13:30)의 화면

Fig. 7 The screen shot when location setting is off and 

only using time and week information. The time is 

between 12:00-13:30 on week.

두 번째, T_AwarenessTime 테이블은 시간기반 우선

순위정보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그림 7과 같이 사용

자가 아침 9시에 앱을 실행하게 되면 학교와 교실 등의 

항목 우선순위가 높아지며, 반대로 저녁 9시에 앱을 실

행하게 되면 숙제나 도서관 항목의 우선순위가 높아지

도록 설계되어 있다. 

세 번째, T_AwarenessWeek 테이블은 주말, 주중의 

요일기반 우선순위 정보를 제공하는데, 예들 들면 사용

자가 주말에 앱을 구동할 경우 학교, 학교 식당 등의 우

선순위가 높아지며, 주말의 경우에는 숙제나 도서관, 

친구 등의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가 증가하도록 설계되

어 있다.

그러나 현재 구현단계에서는 완벽한 위치기반 정보

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

이 있어서 위치기반 서비스는 사용자의 입력에 의존하

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용자가 상황인식 옵션을 선택하

게 되면 다음과 같은 조인연산에 의하여 AAC 아이템의 

순서가 표시되게 된다.

T_AACCategory ⨝ T_AwarenessLocation  ⨝ 

T_AwarenessTime ⨝ T_AwarenessWeek

AAC 아이템의 표시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는 데이

터베이스 내의 ClickCount를 조회하여 클릭횟수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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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이템이 더 빈번하게 선택되는 아이템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배치하였다.

Ⅳ.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의 의사소

통을 보조하는 보완대체 의사소통도구를 개선하는 방

안으로 적용 가능한 상황인식기능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구현하였다. 장애인들은 다양한 장애정도와 상황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적이고 고정적인 의사소통판 

레이아웃을 이용한 의사소통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장애 상황에 적용 가능

한 가변적인 레이아웃과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AAC 아

이템을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개발하였다. 또한 상

황인식기능을 모바일 기반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에 

적용하였다. 모바일 디바이스가 가지는 위치정보, 시간

정보 등의 다양한 기능을 의사소통 도구에 적용하여 보

다 편리한 상황별 의사소통 어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현재 연구에서 구현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사용자 

경험과 피드백에 의한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개인의 

설정에 의한 위치정보 이용 방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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