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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eds of parents and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SLPs) when developing mobile-based contents as intervention tools for chil-
dren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Methods: Questionnaires were developed through 
preceding research; assessment tools and reference data from Statistic Korea were verified 
by two professionals for validity and suitability. The survey was conducted in person, by 
mail, or online format. A total of 189 of questionnaires were chosen for analysis (96 families 
of children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and 93 SLPs). Results: More than half of the 189 
subjects responded that they have used smartphone applications to improve the commu-
nication skills of a child. Educational content for parents is highly desired by both parents 
and SLPs, while the parent group needed more quantitative information about proper ut-
terances for themselves as conversation partners. And while parents highly desired educa-
tional material, most interactions between them and their SLPS were consultation-based.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 follow-up study is needed to provide 
communication care service via smartphone applications for speech-language intervention. 

Keywords: Children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Speech-language pathologists (S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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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스마트 미디어 사회(Smart Media Society)로 정의할 

수 있다(Croteau, Hoynes, & Milan, 2012). 미디어란 정보가 전달되

는 통로이자 매개체로(Buckingham, 2013), 특히 스마트 미디어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융합 콘텐츠를 제공하며(Kim & Kim, 

2012) 양방향적 소통이 가능한 사용자 참여형 또는 맞춤형 전달 매

체로 정의할 수 있다(Cho, 2011). 스마트 미디어의 대표적인 예로 네

트워크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2013

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는 스마트폰이 일반 휴대

전화의 보급률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나 보편적인 휴대용 통신기

기로 통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례로 2013년 7월 구글코리아에

서 전국 18-64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모바

일 소비자의 이해’ 조사 결과, 한국 소비자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73%

로 2011년 1분기에 발표되었던 27%에 비해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글의 조사 대상이었던 43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이며, 82%의 사용자가 매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으로 밝혀져 스마트폰 사용량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스마트폰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 수도 평

균 40.1개로 조사 대상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렇듯 스마트폰은 

한국 사회에서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청각장애,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

하여 말·언어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유창성 장애나 조음장애, 

단순언어장애 등 말 및 언어에 특정적인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영역에 있어서 중추신경의 문제로 인하

여 유발되는 장애를 언어장애(language disorders)로, 호흡기관 또

는 발성기관, 공명기관 등 주변 기관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애를 말장애(speech disorders)로 분류해 왔으나, 말장애와 언어

장애는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며 두 가지 모두 결국 타인과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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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바, 최근에는 의사소통장애(communi-

cation disorders)로 통칭하는 추세이다(Sim et al., 2011). 즉, 의사소

통장애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초래

하는 것을 뜻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

에서도 의사소통장애에 대하여 이러한 정의를 사용하고자 한다.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미디어 사회에

서는 이러한 의사소통장애를 다루는 방식 또한 새로워졌는데, 컴

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다양

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Lim & Park, 

2012). 컴퓨터를 이용한 교수방법인 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CAI, 컴퓨터 보조학습)(Heimann, Nelson, Tjus, & Gillberg, 1995; 

Hwang et al., 2014), 로봇을 활용한 자폐 아동 중재(Goldsmith & 

LeBlanc, 2004), PC 및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Argu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보완대체의사소통)(Cafiero & 

Meyer, 2008; McNaughton & Light, 2013) 등은 의사소통장애 아

동의 의사소통 기능 및 상호작용 기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중재에 양방향 소통형의 스마트 미디

어를 활용하는 접근은 임상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Ha & Kang, 2011),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와 관련 기술의 발달이 이

러한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스마트 미디어에 비해 더욱 광범위하게 보급된 스마트폰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 실생활에 접목하여 인간의 생활을 더욱 윤택

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한 연구가 최근에 있어 왔는데, 스마

트폰을 재활 및 치료에 응용한 사례로는,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al-

coholism) 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A-CHESS라는 프로

그램을 제공한 후 그 효과를 검토한 연구가 있다(McTavish & Gus-

tafson, 2012). 349명의 알코올 중독 환자들에게 A-CHESS 프로그

램이 장착된 스마트폰을 제공하여 재활에 관한 다양한 정보 및 피

드백을 제공하였으며, 환자의 70% 이상이 꾸준히 이 시스템을 이

용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본인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는 당뇨병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에 공복 혈당과 식습관, 신체 활동 및 감정에 대해 일기를 작성하도

록 하고,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이에 접근하여 피드백을 제공하여 

그 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Nes et al., 2012). 참가자들은 생활

습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참가자가 전문가의 피드백이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언어병리학 분야에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

달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동의 음성을 영상화

하여 언어장애 및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언어치료를 지원(Hailp-

ern, Karahalios, Halle, DeThorne, & Coletto, 2008)하고, 발화의 속

도를 게임을 통하여 조절(Hoque, Lane, El Kaliouby, Goodwin, & 

Picard, 2009)하는 등 데스크톱 컴퓨터를 이용한 언어치료 연구 및 

기술 개발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

로 데스크톱 환경, 즉 정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을 위한 기술들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제공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찾

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언어발달 지연 및 장애에 대한 조기 

진단과 평가를 목적으로 한 LENA Foundation의 아동 언어환경 

분석 프로그램(language environment analysis, LENA)에 주목할 

만하다. 이는 아동의 언어환경을 분석하고 아동의 언어를 일상적 

환경에서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기기와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이를 임상에 적용한 사례로서, LENA를 사용하여 아동의 언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본 결과, 부모와의 대화 

상황(Zimmerman et al., 2009), 부모의 언어제공(Caskey, Stephens, 

Tucker, & Vohr, 2011) 등이 아동의 발화량 및 언어발달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ENA를 사용한 연구에

서 청각장애(Caskey & Vohr, 2013), 자폐범주성장애(Warren, Stone, 

& Humberd, 2009) 등의 선별도구가 될 수 있음이 나타났고, 부모

가 아닌 보조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기기의 피드백이 

아동에 대한 언어적 태도에 유의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음을 밝

혔다(Suskind et al., 2013). 그러나 이 기기와 프로그램은 고비용 문

제로 인하여 주로 연구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임상 및 일상에서

의 보편적인 사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만약 스마트폰 어플리

케이션을 통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동의 언어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조기 선별의 도구

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사소통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에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바 있다(Hemmeter & Kaiser, 1994; Lee & 

Seok, 2006; Pennington, Thomson, James, Martin, & McNally, 

2009; Roberts & Kaiser, 2012). 부모를 치료에 직접 참여(Crais, Roy, 

& Free, 2006; Hanna & Rodger, 2002; Rosenbaum, King, Law, King, 

& Evans, 1998) 시키거나 또는 부모 교육을 통한 간접 치료(Gillet & 

LeBlanc, 2007; Hemmeter & Kaiser, 1994; Kaiser & Roberts, 2013)

의 방법도 그 효과가 많은 연구들에서 증명되어 실제 임상에서도 

권장되고 사용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 교육을 현실화

하기 어려워 치료실 내에서의 부모교육이 가정으로까지 연계되지 

않고 있다(Romski et al., 2011). 한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

족의 부모 교육의 현실성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교육의 선호도 및 효과

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Leijten, 

Raaijmakers, de Castro, & Matthys, 2013; Rogers, Forehand, G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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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 Wells, & McMahon, 1981; Wood & Baker, 1999), 다만 사회경

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치료 효과의 유지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

은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Leijten et al., 2013). 

취학 전 영·유아의 경우 부모를 통해 최초의 언어 학습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간접 치료 방식인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데(Reese, Sparks, & Leyva, 2010), 1;0-5;10세의 아동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연구(Jung & Yim, 2011)에 의하면, 1980년부

터 2011년까지 이루어진 20개의 연구 가운데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으로는 Hanen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

으로 부모중심중재(parent-based intervention), 중심자극중재(fo-

cused stimulation intervention)가 뒤를 이었다. 또한 메타분석 결

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언어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그리

고 부모의 상호작용 능력에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사소통장애 아동 부모교육이 아동의 언어발

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을 다시 지지하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부모교육 및 언어중재에 있어서 부모의 참여

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부모교육이 일상생활에서 적용되고 있

는지를 꾸준히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

는데, 여기에서 스마트폰의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

에 의하면 부모교육을 스마트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했을 때 부모 

기술이 향상되고 아동의 문제 행동들이 줄어드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McGrath et al., 2013), 특히 저소득층 부모들에

게 유용했다(Breitenstein & Gross, 2013).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일

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한 모바일 기기인 스마트폰을 언어치료 특히 

부모교육에 접목할 수 있다면, 접근성의 측면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이 가진 활용성과 가능성을 언어치료에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부모교육 및 의사소통장애 아동 선별 도

구로 사용할 수 있다면, 별도의 비용 없이 ‘일상생활 통합형 의사소

통 지원 서비스(Life-immersive Communication Care Service)’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수요자라 할 수 있

는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 및 언어치료 전문가의 실제적 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언어병리학 분야에서도 언어재활 서

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의 요구 및 현황을 파악하여 중재의 방향

을 설정하고, 수요자 중심 중재를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어 

왔다. 이는 주로 설문조사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성인 대상자

의 경우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특정 중재법의 요구도에 대해 

조사하기도 하며(Sutherland et al., 2014), 아동의 경우에는 간접치

료의 대상이 되는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주위 환경을 살펴보기도 한다(Minchom, Shepherd, White, Hill, & 

Lund, 2003). 설문조사 연구방법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요구와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

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장

애 아동을 양육하고 치료하는 부모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자

의 요구를 반영한 ‘모바일 기반 의사소통능력 증진 콘텐츠’의 필요

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적 특성을 반

영한 언어중재 도구로서의 스마트폰의 가능성을 탐색하여, 스마트

폰 기술을 언어병리학 분야에 접목하는 사회적 컴퓨팅(social com-

puting)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 및 전문가 집단의 스마트

폰 활용도를 알아보고,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증진

을 위해 필요로 하는 스마트폰콘텐츠의 종류와 요구도를 조사하여 

실시간 부모교육 및 일상생활 통합형 중재 서비스의 가능성을 모색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 및 의사소통장애 전문가의 스

마트폰 활용도는 어떠한가?

둘째,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 및 의사소통장애 전문가 간 의

사소통장애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스마트폰콘텐츠 종류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의사소통장애 아동 부모의 자녀가 가진 의사소통 어려움

의 종류에 따른 스마트폰콘텐츠 종류별 요구도는 어떠한가?

넷째, 의사소통장애 아동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부모

교육 요구도는 어떠한가?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현직 언어치료사와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소통장

애 아동의 부모, 또는 연구 참여를 희망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 중 현재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

구 대상에 대한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총 253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198부(78.3%)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

이 되는 아동의 연령은 선행연구(Jung & Yim, 2011; Kaiser & Rob-

erts, 2013; Roberts & Kaiser, 2012) 결과를 참고하여 부모교육 프

로그램의 효과를 고려하여 2-5세로 하였으며, 자녀의 연령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 부모의 설문지와 불충분하게 작성된 설문지는 분석

에서 제외함에 따라 총 189부(74.7%)의 설문지가 본 연구의 분석 

자료가 되었다. 요건이 충족된 연구 대상자는 의사소통장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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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93명,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 96명으로, 두 집단 모두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전문가 95.7%, 부모 93.8%). 부모의 경우 96명 중 91명

(94.8%)이 어머니였으며, 4명은 아버지, 1명은 할머니였다. 의사소통

에 어려움을 가진 자녀의 성별은 남자(76.0%)가 여자(24.0%)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3세(32.3%), 4세(31.3%), 5세(18.8%), 2세(10.4%) 순

이었다. 자녀의 의사소통장애 유형은 국립특수교육원(Korea Na-

tional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2011)에서 발행한 ‘2011 특수

교육실태조사’ 및 선행연구(Hong, 2013; Hwang & Choi, 2012; Lee, 

Kang, & Kim, 2013)를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기술통계 결과 언어

발달지연 및 지체(66.3%)가 가장 많았고, 자폐범주성장애(15.8%)

와 지적장애(14.7%)가 그 뒤를 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의사소통

장애 전문가의 평균 연령은 31.56세(SD=7.351)였으며, 임상 경력

은 2014년 3월 1일 기준 6년 2개월(SD=5년 11개월)로 2개월부터 

30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연구 도구

설문지는 언어치료 전문가용 설문지와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

모용 설문지 두 가지로 제작되었으며, 각각 (1) 스마트폰의 활용도(7

문항), (2)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콘텐

츠 요구도(22문항), (3) 연구대상자 배경 정보(전문가용 12문항, 부

모용 48문항)를 묻는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 항목은 주로 

선다형과 5점 척도형으로 설계하였으며, 응답자 사생활 침해 정도

가 적은 자기기입식(Heo, 2012)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선행연구 및 기존의 검사도구에 수록된 의사소통기능 문항, 통

계청 자료를 참고하여 1차로 설계한 설문지는 언어병리학과 교수 1

인과 1급 언어치료사 1인에게 내용의 타당성과 문항의 적절성을 검

증받았으며, 초안을 현재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3세 아동의 어머니 

1인에게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설문지 구성을 개선

하고 어구를 다듬는 작업을 거쳤다. 언어치료사 2인과 부모 2인에 

대한 사전 테스트 결과 최종적으로 완성된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

는 시간은 전문가용은 약 5-10분, 부모용은 약 10-15분인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전문가용 설문지와 부모용 설문지의 공

통 문항 중 일부를 Appendix에 제시하였다.

전문가용 설문지

언어치료 전문가용 설문지와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용 설문

지는 (1) 스마트폰의 활용도와, (2)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스마

트폰 어플리케이션 콘텐츠요구도를 묻는 영역에 대해 동일한 설문 

내용에 응답하도록 제작되었다. (1) 스마트폰의 활용도를 조사하는 

영역은 방송통신위원회(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3)의 ‘2012년 하반기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를 참고하여 설문

조사 대상자의 현재 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들

로 구성하였다. (2)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

이션 콘텐츠요구도에 대한 영역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특히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사용 경험

에 대한 문항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콘텐츠의 종류별로 조사 

대상자가 필요 정도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의사소통기

능 증진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설문 문항에서 아동

용 멀티미디어(동영상, 동화 및 동요, 게임 등), 부모 교육(아동의 발

달 연령에 맞는 강의 동영상 및 사례에 대한 자료, 아동과의 의사소

통 시 올바른 대응 방법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조언 및 피드백 등 

제공), 의사소통 보조 수단(그림 및 글자판 또는 말소리 출력기 등

을 통하여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를 대신해주거나 돕는 어플리케이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Classification Frequency (%)

SLPs (N= 93) Gender

Certification

Place of work 

Male
Female
1st degree SLP
2nd degree SLP
No Response or others 
Seoul
Gyeonggi-do
Incheon
Chungcheong-do
Deajeon
Gyeongsang-do
Busan

4 (4.3)
89 (95.7)
38 (40.9)
52 (55.8)
3 (3.3)

47 (50.5)
31 (33.3)
1 (1.1)
3 (3.2)
8 (8.6)
1 (1.1)
2 (2.2)

Parents (N= 96) Relationship with a  
   child

Age (yr)

Sex of a child

Age of a child (yr)

Disorder types of a  
   child (multiple  
   responses)

Father
Mother
Others
< 30
30-34
35-39
≥ 40
Male
Female
2
3 
4 
5 
ID
PD/CP
ASD
HI
LI
FD
AD/PD
Others

4 (4.2)
91 (94.8)
1 (1.0)
3 (3.1)

32 (33.3)
41 (42.7)
20 (20.8)
73 (76.0)
23 (24.0)
10 (10.4)
31 (32.3)
30 (31.3)
18 (18.8)
14 (14.7)
12 (12.6)
15 (15.8)
10 (10.5)
63 (66.3)
1 (1.1)
7 (7.4)
5 (5.3)

SLP= speech language pathologist; ID= intellectual disorders; PD/CP= physical dis-
abilities or cerebral palsy; ASD= autism spectrum disorders; HI= hearing impair-
ment; LI= language impairment; FD= fluency disorders; AD/PD= articulation disor-
ders or phonological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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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등)으로 보기를 제시하였으며, 이 외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타’

의 항목을 두어 설문조사 대상자가 자유롭게 기입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종류별 필요성을 묻는 항목

은 총 11개로, 발화의 양적인 정보(4문항)와 화용적 정보(3문항), 그

리고 부모교육 콘텐츠(4문항) 3개 범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필요없다’부터 ‘매우 필요하다’까지 5점 척도로 제시되었다. 

이 중 발화의 양적인 정보에 대한 항목은 선행연구(Theimann-Bour-

que, Warren, Brady, Gilkerson, & Richards, 2014)에서 사용된 영

유아 언어측정 도구(LENA)의 측정 항목을, 발화의 화용적 정보에 

대한 항목은 영유아의 대화기술에 대한 선행연구(Lee & Lee, 2013)

에서 자료 수집 시 측정한 항목을, 부모교육에 대한 항목은 Jung과 

Yim (2011)의 메타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3) 배경정보에 대한 영역에서는 언어치료사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및 근무환경을 조사하였다.

부모용 설문지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용 설문지는 (1) 스마트폰의 활용도와, 

(2)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콘텐츠요구

도에 대한 영역은 전문가용 설문지와 동일하며, (3) 배경정보 영역

은 다르게 구성하였다. 아동의 장애유형과 아동과의 관계 등 기본

정보(8문항)와 치료기관에서의 부모교육과 관련한 문항(3문항), 

그리고 자녀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항목(37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학력 및 직업, 소득 등 사회경제적 속성은 응답자의 과민반응

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문지의 제일 마지막에 삽입하였다. 이 중 부

모가 인식한 자녀의 의사소통 문제의 내용을 묻는 항목 37문항은 

선행연구(Lee et al., 2013)에서 사용한 33개 문항에 영역 간 비율을 

고려하여 선행연구(Lee & Lee, 2013)를 참고한 담화(대화) 영역 4문

항을 추가, 문항제시 순서 등을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해당 항목은 

최종적으로 언어영역 11문항, 담화(대화)영역 9문항, 의사소통기능 

9문항, 비언어적 의사소통영역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항상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제시되었다. 

본 항목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17로, 문항 간 내적 신뢰

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4년 3월 말부터 4월 초에 걸쳐 서울 및 경기, 인천, 

대전, 충청도, 부산, 제주도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언어치료사 및 

기관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구두로 연구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해 설

명하고, 설문조사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언어치료사 및 기관을 대상

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는 기관발

송 또는 해당 기관에서 언어치료사의 소개로 연구원이 직접 대면

하여 연구에 대해 설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해당 언

어치료사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첨부한 부모

용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지리적 요건으로 인하여 직접 대면 설문

조사가 어려운 경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언어치료사 및 기관을 대

상으로 회신용 봉투를 동봉하여 설문지를 발송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거나 전화로 요청하여 회수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version 19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조사 대상

자의 기본정보 및 각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

율을 함께 산출하였다. 조사 대상자 및 범주 간 응답 차이를 분석하

기 위하여 카이제곱(chi-square) 검정과 분산분석(ANOVA)을 실

시하였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부모교육 요구도 간 관련성

을 검토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 및 전문가의 스마트폰 활용 현황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 및 전문가 189명을 대상으로 하루 평

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217.44분(SD=214.170)

으로, 응답자들은 하루에 약 3.6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에서 12-59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인 하

루 평균 3.4시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스마트폰을 통해 주로 이용하

는 기능 가운데 응답자들이 1순위로 꼽은 것은 문자메시지 및 SNS 

(43.4%), 무선인터넷 및 어플리케이션(32.8%), 음성 및 영상통화

(23.8%)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스마트폰을 기존의 휴대 전화

가 가졌던 통화 기능보다는 텍스트 형식의 의사소통 수단 또는 무

선인터넷 및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 실행을 목적으

로 더욱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용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는 52.1% (50/96), 

전문가는 67.7% (63/93)가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카이제곱 검정 결

과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χ2(1)=4.818, p< .05). 

즉, 전문가 집단의 사용 경험이 부모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에 어

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는 ‘다소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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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많은 도움이 되었다(6.3%)’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하였

으나, 부모의 경우 ‘큰 영향이 없었다(16.0%)’와 ‘영향이 미비하다

(46.0%)’는 의견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한편 두 집단 모두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

이션 사용 경험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종류를 조사하였다

(복수응답 허용). 부모가 사용한 의사소통능력 증진 어플리케이션

Table 2. Response for the needs of contents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Frequency (%)

Strongly not 
necessary 

Not  
necessary Neutral Necessary Strongly  

necessary
No 

response

  1. Quantitative information on children’s utterances
Parents (N= 96)
SLPs (N= 93)
Total (N= 189)

0 (0)
2 (2.2)
2 (1.1)

2 (2.1)
5 (5.4)
7 (3.7)

28 (29.2)
23 (24.7)
51 (27.0)

43 (44.8)
48 (51.6)
91 (48.1)

22 (22.9)
14 (15.1)
36 (19.0)

1 (1.0)
1 (1.1)
2 (1.1)

  2. Quantitative information on conversational partners’ utterances
Parents (N= 96)
SLPs (N= 93)
Total (N= 189)

0 (0)
2 (2.2)
2 (1.1)

1 (1.0)
8 (8.6)
9 (4.8)

24 (25.0)
23 (24.7)
47 (24.9)

45 (46.9)
48 (51.6)
93 (49.2)

25 (26.0)
11 (11.8)
36 (19.0)

1 (1.0)
1 (1.1)
2 (1.1)

  3. Conversational Speed in partners’ utterances
Parents (N= 96)
SLPs (N= 93)
Total (N= 189)

0 (0)
1 (1.1)
1 (0.5)

5 (5.2
6 (6,5)

11 (5.8)

31 (32.3)
26 (2.80)
57 (30.2)

39 (40.6)
48 (51.6)
87 (46.0)

19 (19.8)
12 (12.9)
31 (16.4)

2 (2.1)
0 (0)
2 (1.1)

  4. The number of initiation in children’s utterances
Parents (N= 96)
SLPs (N= 93)
Total (N= 189)

0 (0)
1 (1.1)
1 (0.5)

6 (6.3)
4 (4.3)

10 (5.3)

28 (29.2)
25 (26.9)
53 (28.0)

38 (39.6)
47 (50.5)
85 (45.0)

23 (24.0)
16 (17.2)
39 (20.6)

1 (1.0)
0 (0)
1 (0.5)

  5. The number of response in children’s utterances
Parents (N= 96)
SLPs (N= 93)
Total (N= 189)

0 (0)
1 (1.1)
1 (0.5)

6 (6.3)
4 (4.3)

10 (5.3)

23 (24.0)
21 (22.6)
44 (23.3)

46 (47.9)
50 (53.8)
96 (50.8)

19 (19.8)
17 (18.3)
36 (19.0)

2 (2.1)
0 (0)
2 (1.1)

  6. The number of turn-taking in children’s conversation
Parents (N= 96)
SLPs (N= 93)
Total (N= 189)

1 (1.0)
1 (1.1)
2 (1.1)

7 (7.3)
7 (7.5)

14 (7.4)

24 (25.0)
25 (26.9)
49 (25.9)

33 (34.4)
36 (38.7)
69 (36.5)

28 (29.2)
23 (24.7)
51 (27.0)

3 (3.1)
1 (1.1)
4 (2.1)

  7. Information about smooth interactions
Parents (N= 96)
SLPs (N= 93)
Total (N= 189)

0 (0)
1 (1.1)
1 (0.5)

6 (6.3)
5 (5.4)

11 (5.8)

33 (34.4)
23 (24.7)
56 (29.6)

35 (36.5)
45 (48.4)
80 (42.3)

19 (19.8)
19 (20.4)
38 (20.2)

3 (3.1)
0 (0)
3 (1.6)

  8. Immediate feedback for conversation partners
Parents (N= 96)
SLPs (N= 93)
Total (N= 189)

0 (0)
3 (3.2)
3 (1.6)

3 (3.1)
4 (4.3)
7 (3.7)

21 (21.9)
16 (17.2)
37 (19.6)

33 (34.4)
43 (46.2)
76 (40.2)

37 (38.5)
27 (29.0)
64 (33.9)

2 (2.1)
0 (0)
2 (1.1)

  9. Materials about theory and/or techniques
Parents (N= 96)
SLPs (N= 93)
Total (N= 189)

0 (0)
1 (1.1)
1 (0.5)

1 (1.0)
6 (6.5)
7 (3.7)

24 (25.0)
19 (20.4)
43 (22.8)

42 (43.8)
47 (50.5)
89 (47.1)

27 (28.1)
20 (21.5)
47 (24.9)

2 (2.1)
0 (0)
2 (1.1)

10. Lectures from professionals
Parents (N= 96)
SLPs (N= 93)
Total (N= 189)

0 (0)
1 (1.1)
1 (0.5)

1 (1.0)
6 (6.5)
7 (3.7)

24 (25.0)
19 (20.4)
43 (22.8)

42 (43.8)
47 (50.5)
89 (47.1)

27 (28.1)
20 (21.5)
47 (24.9)

2 (2.1)
0 (0)
2 (1.1)

11. Demonstrations by professionals
Parents (N= 96)
SLPs (N= 93)
Total (N= 189)

0 (0)
2 (2.2)
2 (1.1)

3 (3.1)
6 (6.5)
9 (4.8)

18 (18.8)
25 (26,9)
43 (22.8)

39 (40.6)
34 (36.6)
73 (38.6)

34 (36.5)
26 (28.0)
61 (32.3)

1 (1.0)
0 (0)
1 (0.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SLP= speech language path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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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동용 멀티미디어(93.9%), 의사소통 보조 수단(22.4%), 부모교

육(20.4%) 순으로 나타났고, 전문가는 아동용 멀티미디어(88.9%), 

의사소통 보조수단(46.0%), 부모교육(7.9%) 순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주로 의사소통장애 아동에게 동영상 및 동화 ·동요, 게

임 등의 멀티미디어를 보여주는 기능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각 항목별로 집단 간 차이를 카

이제곱 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의사소통 보조수단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여(χ2(1)=7.040, p< .05), 전문가 집단이 부모에 비해 의사소

통 보조수단으로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유의하게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 및 전문가 간의 의사소통능력 증진 

스마트폰콘텐츠 요구도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11개 

종류에 대한 요구도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콘텐츠의 필요성에 대

해 긍정적인 답변(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을 한 응답자를 기준으

로 살펴보면 부모 집단(73%)과 전문가 집단(70%) 모두 공통적으로 

전문가의 시범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부모 집단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아동의 대화 상대자의 발화에 대한 양적인 정보를 제공

하는 콘텐츠(70%)와 대화 상대자에게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는 

콘텐츠(70%)가 후순위로 나타났고, 전문가 집단은 대화 상대방에

게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는 콘텐츠(70%)에 이어 아동의 반응 횟

수에 대한 정보(67%)와 전문가의 강의(67%) 및 이론 및 기술에 대

한 자료(67%)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은 발화의 양

적 정보에 대한 항목(1, 2, 3, 7)과 발화의 화용적 정보에 대한 항목

(4, 5, 6), 그리고 부모교육 콘텐츠에 대한 항목(8, 9, 10, 11)의 세 가

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두 집단 모두 부모교육 콘텐츠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종류

별 요구도의 집단 간 차이는 Fisher의 정확한 검정 결과 ‘의사소통 

상황에서 아동의 대화 상대자(부모 등)의 발화에 대한 양적인 정보

를 제공하는 콘텐츠’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p< .05). 이 문항에 

대해 전문가는 ‘필요하다(51.6%)’와 ‘매우 필요하다(11.8%)’의 긍정

적 답변이 63.4% (59/93)로 나타났으며, 부모는 ‘필요하다(46.5%)’와 

‘매우 필요하다(26.0%)’의 답변이 72.9% (70/96)로 나타났다. 즉 아

동과 대화할 때 아동의 대화 상대자로서의 부모는 본인 발화의 양, 

발화 유지 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부모 자신

의 발화 조절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문항은 발화의 양적 정보에 대한 항목

(범주 1), 발화의 화용적 정보에 대한 항목(범주 2), 부모교육 콘텐

츠에 대한 항목(범주3)의 세 개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각 범주별 5점 

척도의 평균값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각 범주별로 집단 간 차이

를 분석한 결과 범주1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F(1, 187) = 9.695, 

p< .005), 발화의 양적 정보에 대한 콘텐츠 요구도가 전문가 집단에 

비해 부모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요구도가 각 범주 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전체 

집단에서 3개 범주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F(2, 374) = 92.552, p< .001]. 

이에 대해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3개 범주 각각의 차

이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005). 즉, 의사소통증진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콘텐츠에 대한 요구도는 부모교육 콘

텐츠가 가장 높고, 발화의 화용적 정보와 발화의 양적 정보 순인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과 범주 간 이차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후검정으로 MMATRIX와 LMATRIX를 

사용한 상호작용 대비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범주 2 (발화의 

화용적 정보)와 범주 3 (부모교육 콘텐츠)에서의 그룹 간 차이는 유

의하지 않았으나, 범주 1 (발화의 양적 정보)에서의 그룹 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187) =15.038, p< .001]. 즉, 상호작용 효

과가 유의하였던 것은 발화의 양적 정보 콘텐츠에 대한 요구도가 

전문가에 비해 부모가 유의하게 높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소통장애의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증진 

스마트폰콘텐츠 요구도

부모가 인식한 자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정보는 Table 4 

및 Figure 1과 같다. 부모가 인식한 자녀의 의사소통 어려움이 언어

영역에서 나타나는 경우(언어 영역 평균>3)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

능력 증진 스마트폰콘텐츠는 전문가의 시범(M=4.35, SD=1.01), 

전문가의 강의(M=4.16, SD=1.05), 그리고 대화 상대자의 발화에 

대한 양적인 정보(M=4.08, SD= .70) 순으로 나타났으며, 담화 ·대

화 영역인 경우(담화 ·대화 영역 평균>3) 전문가의 시범(M=4.18, 

SD=1.08), 전문가의 강의(M=4.00, SD= .94), 부모에게 실시간 피

드백 제공(M=3.87, SD=1.1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의사

소통 어려움의 영역이 의사소통기능인 경우(의사소통기능 영역 평

Table 3. Desired categories needs for a smartphone application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five-point scale with a maximum score of 5)

Quantitative informa-
tion on utterances

Pragmatic informa-
tion on utterances

Education contents 
for parents

Parents 3.419 (.618) 3.757 (.905) 4.081 (.839)
SLPs 3.159 (.522) 3.817 (.775) 3.954 (.750)
Total 3.291 (.586) 3.787 (.842) 4.018 (.79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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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97) 순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인 경우(비언어적 의사소통 영

역 평균>3) 전문가의 시범(M=4.31, SD=1.07), 전문가의 강의(M=  

4.14, SD= .96), 아동의 대화 상대자에게 피드백 제공(M=4.06, SD 

=1.0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화 상대자의 양적인 정보에 대한 

콘텐츠는 자녀의 의사소통 어려움의 영역이 담화 ·대화인 경우에

서는 4번째(M=3.82, SD= .86), 비언어적 의사소통인 경우에서는  

5번째(M=3.88, SD= .88)로 나타난 바, 대화 상대자의 양적인 정보

에 대한 요구도는 자녀의 의사소통 어려움의 영역과 상관없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분산분석 결과 문항별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

지 않았다.

의사소통장애 아동 부모의 부모교육 요구도

치료기관과 의사소통장애 아동 부모 간 협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부모의 경우 부모상담(78.1%)을 가장 많이 받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able 5), 전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94.6%)였다(Table 6). 의사소통장애 전문가의 경우 치료기관 및 치

료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식의 협력 방식을 선택할 것이

므로, 복수응답을 허용하였다.

한편,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의견이 42.7% (41/96),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36.5% 

Table 4. Needs for a smartphone application based on types of children’s communication difficulties 

Sections of communication difficulties

Language 
(N= 49)

Discourses 
(N= 62)

Communicative skills 
(N= 37)

Nonlinguistic communication 
(N= 64)

Quantitative information on children’s utterances 3.98 (.78) 3.71 (.88) 3.70 (.909) 3.75 (.91)
Quantitative information on conversational partners’ utterances 4.08 (.70) 3.82 (.86) 3.81 (.920) 3.88 (.88)
Conversational speed in partners’ utterances 3.73 (1.00) 3.56 (1.05) 3.62 (.907) 3.61 (1.09)
The number of initiation in children’s utterance 3.78 (.94) 3.85 (.94) 3.70 (.888) 3.77 (1.00)
The number of response in children’s utterances 3.69 (1.00) 3.69 (1.02) 3.62 (.902) 3.66 (1.07)
The number of turn-taking in children’s conversation 3.69 (1.29) 3.60 (1.26) 3.46 (1.087) 3.69 (1.26)
Information about smooth interactions 3.61 (1.19) 3.42 (1.15) 3.46 (.985) 3.61 (1.15)
Immediate feedback for conversation partners 4.04 (1.06) 3.87 (1.11) 3.73 (1.000) 4.06 (1.08)
Materials about theory and/or techniques 3.82 (.93) 3.74 (.97) 3.78 (.913) 3.91 (1.02)
Lectures from professionals 4.16 (1.05) 4.00 (.94) 3.89 (.961) 4.14 (.96)
Demonstrations by professionals 4.35 (1.01) 4.18 (1.08) 4.05 (.952) 4.31 (1.0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able 5. Cooperation between parents and clinics based on parents’ response

Frequency (%)

Parental  
education

Parental  
consultation

Written  
information

Lectures and/or  
open forums None Others No response

Parents (N= 96) 9 (9.4) 75 (78.1) 1 (1.0) 0 (0) 4 (4.2) 0 (0) 7 (7.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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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arents desired educational content in a smartphone application. 
1= Quantitative information on children’s utterances; 2= Quantitative informa-
tion on conversational partners’ utterances; 3= Conversational speed in part-
ners’ utterances; 4= The number of initiation in children’s utterances; 5= The 
number of response in children’s utterances; 6= The number of turn-taking in 
children’s conversation; 7= Information about smooth interactions; 8= Immedi-
ate feedback for conversation partners; 9= Materials about theory and/or tech-
niques; 10= Lectures from professionals; 11= Demonstrations by professionals.

균>3)는 전문가의 시범(M=4.05, SD=1.25), 전문가의 강의(M=  

3.89, SD=1.08), 대화 상대자의 발화에 대한 양적인 정보(M=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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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6)로 나타났으며, ‘전혀 필요없다’와 ‘필요없다’는 각각 0% (0/96)

와 1% (1/96)로 나타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9.2% (76/96)에 달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최종학력과 평

균 연소득으로 분류하였으며, 최종학력은 7개 척도(초졸 이하, 중

졸, 고졸, 2년제 대졸, 4년제 대졸, 석사, 박사)의 부모 평균으로 조사

하였을 때 2년제 대졸에서 4년제 대졸 사이가 과반(54.7%)으로, 평

균 연소득은 3,000-5,000만원(37.1%), 5,000-7,000만원(25.8%)인 가

정이 과반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교육 요구

도 간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

나, 사회경제적 지위를 산출하기 위한 최종학력 및 평균 연소득과 

부모교육 요구도와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

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는 부

모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스

마트폰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 및 전

문가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의 활용도를 스마트폰 

이용 시간으로 알아보고,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와 전문가 간 

요구하는 스마트폰콘텐츠 종류에 차이가 있는지, 또한 의사소통

장애 아동 부모의 경우 자녀의 의사소통 어려움의 유형에 따른 스

마트폰콘텐츠 종류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의사소통

장애 아동 부모의 부모교육 요구도를 검토하여 스마트폰이 가진 휴

대성, 접근 용이성을 부모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 미디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의사소통

장애 아동의 부모 및 전문가의 스마트폰 활용 현황 및 콘텐츠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대상

이 된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와 전문가들은 2012년 방송통신

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한 대규모 설문조사 연구 결

과와 비슷한 스마트폰 사용량을 보여,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대

한민국 성인 일반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의사소

통능력 증진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콘텐츠를 11가지로 제

시한 문항 가운데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던 것은 ‘의사소통 상황

에서 아동의 대화 상대자(부모 등)의 발화에 대한 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로서, 부모 집단의 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의사소통 어려움 유형에 따라 필요로 하는 의사

소통능력 증진 스마트폰콘텐츠는 집단별 순위에서 다소 차이는 있

었지만, 문항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의사소통장

애 아동의 부모가 느끼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79.2%가 ‘필요하다(42.7%)’ 또는 ‘매우 필요하다(36.5%)’고 대답하

였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대상자인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와 전문가들은 스마트

폰을 음성 및 영상 통화보다 무선인터넷 및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목적으로 더욱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용 경험은 두 집단 모두 과

반수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이 부모 집단에 비해 유

의하게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아동

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부모 집단은 

부정적인 의견이 과반수였던 반면, 전문가 집단은 긍정적인 의견이 

과반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해 사용한 어플리케이션 종류는 두 집단 

모두 아동용 멀티미디어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의사소

통 보조수단은 두 집단 모두 2순위로 나타났으나 집단 간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의사소통 보조수단으로서의 어플리

케이션을 전문가 집단이 부모 집단에 비해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

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치료에 활용함으로써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에 긍정적인 경험을 한 전문가 집단에서 어플리케이션 사용 빈

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 및 전문가 집단이 필요로 하는 콘텐

츠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전문가가 시범을 보이는 콘

텐츠를 1순위로 꼽았으며, 전체적으로는 아동의 대화 상대방(성인)

에게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

았다. 11개 항목 가운데 전문가 집단의 경우 전문가가 정보를 제공

하는 형식의 콘텐츠가 1-2순위로 나타났으며, 부모 집단의 경우 아

Table 6. Cooperation between parents and clinics based on SLPs’ responses

Frequency (%)

Parental  
education

Parental  
consultation

A guideline for  
home study

Lectures and/or  
open forums None Others No response

SLPs (N= 162) 28 (30.4) 87 (94.6) 43 (46.7) 1 (1.1) 2 (2.2) 1 (1.1) 0 (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SLP= speech language path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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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대화 상대방(성인)의 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와 실시

간 피드백을 제공하는 콘텐츠가 전문가의 시범에 이어 후순위로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가 여러 가지 형태의 

이론적·경험적 교수 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해주고 또 공유하기

를 원한다면,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는 전문가가 아동과의 상

호작용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을 시연하여 보여주거나 또는 자녀와

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신의 발화에 대한 계량적인 정보를 실시

간으로 제공받고 점검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사소통장

애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중재를 제공하는 자로서의 전문가는 

수요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최근 개

발된 TalkBetter라는 프로그램은 부모와 아동이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부모에게 실시간으로 부모의 발화 정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

하여 부모가 자신의 반응성, 발화 속도 등을 조절함으로써 아동이 

발화를 산출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Hwang, 

Huang, & Hsu, 2014). 이 프로그램은 개발 단계로서 아직 보급화되

지 않았으나, 이러한 맥락의 프로그램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

로써 접근성을 높여 보급할 수 있다면 아동의 언어 환경에 대해 정

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조기 선별의 도구로서 

가정 및 임상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콘텐

츠를 발화의 양적 정보에 대한 문항, 발화의 화용적 정보에 대한 문

항, 그리고 부모교육 콘텐츠에 대한 문항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

여 살펴보았을 때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 및 전문가 두 집단 모

두 부모교육 콘텐츠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발화의 화용적 정보에 대한 콘텐츠와 발화의 양적 정보에 대한 콘

텐츠 순이었다. 그런데 발화의 양적 정보에 대한 콘텐츠의 경우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과의 대화 상황에서 아

동과 그 대화 상대자(부모 등)의 발화의 양, 발화 유지 시간, 발화 속

도, 발화 비율 등 양적인 정보에 대한 부모의 요구도가 전문가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의사소통 어려움의 유형에 

따른 부모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콘텐츠요구도를 분석하였을 

때, 모든 하위집단에서 1-2순위로 꼽힌 전문가의 강의 및 시범에 이

어, 자녀가 언어영역에 어려움을 보이는 부모 집단과 의사소통기능 

영역에 어려움을 보이는 부모 집단에서는 3순위, 담화 ·대화 영역에 

어려움을 보이는 집단에서는 4순위, 비언어적 의사소통 영역에 어

려움을 보이는 집단에서는 5순위로 나타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는 자녀와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양적

인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 및 전문가 집단 모두 스마트폰 어플

리케이션 중 부모교육 콘텐츠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바, 부

모교육의 현황 및 요구도를 검토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동의

하는 의견이 79.2%에 달했으나,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와 치료

기관과의 협력은 주로 부모상담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부모교육은 치료시간의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과, 실질

적으로 가정에까지 치료가 연장되어 장시간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Lee & Seok, 2007). 부모와의 협력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주체가 되는 치료기관에서는 상담 외에 아동의 발달 

연령에 맞는 강의 및 사례에 대한 교육, 아동과의 의사소통 시 대응 

방법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조언 및 피드백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

그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설문조사 결과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 및 전문가들은 스

마트 미디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콘텐츠의 종류

를 부모와 전문가 집단을 비교하여 검토한 결과, 부모교육 관련 콘

텐츠의 요구도가 높았으며, 특히 부모의 경우 발화의 양적인 정보

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June와 Back (2004)의 연구에 의

하면 장애 아동 부모는 출산 후 장애의 발견 및 진단, 장애의 특성 

등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

였으며, 부모의 역할 및 조기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도 도움이 되었

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애 아동 부모가 

인식하는 부모의 역할과 조기교육 및 치료 기관에 대한 정보의 필

요성이 높게 나타난 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장애아동 부

모가 필요로 하는 요구 사항이 수년간 변함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소아과 병동의 어머니에게 아동의 현 상태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지 않았을 때 어머니의 대처 및 문제해결 능력이 낮았음을 

밝힌 선행연구(Yoo, 2007)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임상에서 부모에

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중요한 의사소통 상대방인 두 집단의 요구

를 반영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일상생활에서 충분

히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을 모색해볼 때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장애의 치료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은 조기 진단이다(Moeller, 2000). 특히 유아기는 

각종 선별 검사와 조기선별에 따른 조기 중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Kim & Hwang, 2013). Ward (1999)의 연구에 의

하면 1세에 조기선별을 통한 조기치료를 받은 유아의 경우 3세에 

언어발달지체로 진단받는 비율이 조기치료를 받지 않은 집단에 비

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바 있다. 이처럼 적기에 정확한 진단을 통

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장애 전문가의 개입이 치료 효과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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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으므로, 위험군에 대한 선별 과정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

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언어치료의 수요자와 공급

자의 요구를 반영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의사소통

장애의 선별 또는 치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

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성인의 

연령 및 대상 아동의 연령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친숙도와 활용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러 연령층

에 유용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심

도 있는 후속 연구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와 현직 언어치료사를 대

상으로 하였는데, 언어치료실에 아동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 주로 

엄마이며, 또한 언어치료사라는 직업적 특성상 연구 대상자의 성별

이 여성에 편중되어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부모의 경우 자녀의 장

애 유형이 언어발달지연 및 지체인 경우가 과반을 차지하고, 복수

응답을 허용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장애 유형 간의 분포가 고

르지 않으며, 전문가의 경우 근무지가 서울 및 경기권에 치중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연구 대상의 표집 및 집단구성에의 

제한점은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바, 연구 대상자

의 성별과 장애 유형 및 지역을 균형화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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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설문지(공통 문항)

Ⅱ. 의사소통기능 증진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요구도

1. 아동의 의사소통기능 증진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1. 있다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아동용 멀티미디어(동영상, 동화・동요, 게임 등)

         ② 부모 교육(아동의 발달 연령에 맞는 강의 동영상 및 사례에 대한 자료, 아동과의 의사소통 시 올바른 대응 방법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조언 및 피드백 등 제공)

         ③ 의사소통 보조 수단(그림 및 글자판 또는 말소리 출력기 등을 통하여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를 대신해주거나 돕는 어플리케이션 등)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아동과의 의사소통기능 증진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콘텐츠가 개발된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제시된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필요 정도를 기입해 주십시오.

콘텐츠의 종류

평가 척도

전혀  
필요없다

필요 
없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의사소통 상황에서 아동의 발화에 대한 양적인 정보(발화의 양, 발화 유지 시간 등)를 제공하는 콘텐츠

2. 의사소통 상황에서 아동의 대화 상대자(부모 등)의 발화에 대한 양적인 정보(발화의 양, 발화 유지 시간 등)

를 제공하는 콘텐츠

3. 의사소통 상황에서 아동의 대화 상대자(부모 등)의 발화 속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4. 의사소통 상황에서 아동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횟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5. 의사소통 상황에서 아동이 성인의 발화에 구어로 반응하는 횟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6. 의사소통 상황에서 아동과 성인의 대화 차례 주고받기 횟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7. 의사소통 상황에서 참여자 간 상호작용의 원활성에 대한 정보(침묵 유지 시간, 각 참여자의 발화 비율 등)

를 제공하는 콘텐츠

8. 의사소통 상황에서 아동의 대화 상대자(부모 등)에게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는 콘텐츠

9. 아동의 의사소통기능 증진과 관련된 이론 및 기술을 참고할 수 있는 문서 형태로 제공하는 콘텐츠

10. 아동의 의사소통기능 증진과 관련된 이론 및 기술을 전문가가 동영상을 통해 강의하는 콘텐츠

11. 아동의 의사소통기능 증진과 관련된 기술을 전문가가 시범을 보임으로써 동영상을 통해 제공하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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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스마트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의사소통장애 아동 부모 및 전문가 요구 분석

임동선·김신영·박원정·천성혜·이여진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 및 전문가(언어치료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 의사소통 능력 증진 콘텐츠’의 요
구도 및 필요성을 조사하여 언어중재 도구로서 스마트폰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방법: 선행연구 및 기존의 검사도구, 통계청 자
료를 참고하여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전문가 2인에게 문항의 타당도와 적절성을 검증받은 후 사전검사를 통하여 설문문항을 완성하

였다. 대면 및 우편 발송, 온라인 참여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89부(부모용 96부, 전문가용 93부)의 설문지가 분석 대
상이 되었다. 결과: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부모 96명과 언어치료사 93명, 총 189명의 연구 대상자 중 과반수가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증
진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부모교육과 관련된 콘텐츠 요구도가 높았으며, 아동

과의 대화 상황에서 발화의 양적인 정보에 대한 요구도는 자녀가 가진 의사소통 어려움의 종류와 무관하게 부모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부모교육의 경우, 부모는 그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기관과 
부모 간 협력은 주로 부모상담의 형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와 언어치료사의 실제적 요구
를 반영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장애 선별 및 치료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

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의사소통장애 아동, 전문가, 부모, 스마트폰, 설문조사, 요구 조사

본 연구는 2013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R1A2A2A0306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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