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 기기

Portable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Device



ACC란무엇인가?
What Is ACC

Augmentative Alternative Communication

말과 언어의 표현 및 이해에 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말을 보완하거나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



심신의 기능 발달이 정체된 상태로
출생과 성장기 뇌 발달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발생

24,698명

발달장애란무엇인가?
What Is Developmental Disability

200,903명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폐성 장애
지적 기능이 낮은

지적 장애

총 225,601명
통계청 기준, 2017년 등록장애인 수



아이디어
배경



발달 장애 학생 학급에서

불가능한 3가지



정상적
의사소통

기본적
휴대폰 사용

적절한 통제

자기 표현에 서툰 학생들.
컴퓨터와 어플리케이션의
부분적 사용 가능.
숙련자 외에는
의사 소통이 힘듦.

다른 학생들 휴대폰의
도난 및 파손 문제.
어플리케이션 다운 및
업데이트 능력 부재.
배터리 충전 등
관리 능력 부재.

돌발 상황 시, 숙련자
외에 통제 불가능.
심한 경우, 일반인은
돌발 상황 인지 불가능.



발달 장애인과

‘자기 결정권’



다양한 연구에서
발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

자기
결정권

자기언어
표현능력

ACC



ACC 개발에 관한 연구
-중도장애아동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도구 개발 및 교사 지원에 관한 교사 요구 조사-

명확한 수요와
상세한 요구사항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개발이 더딘 ACC



제품 개요



제품주요기능
Product Main Function

2. 위급 상황 시,
사용자의 위치 추적 가능

3. 신체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으로
사용자의 돌발상황 예측 및 억제

1. 항상 들고 다닐 수 있는
자폐 장애인 의사소통 보조 기구

4. 돌발상황 시,
비 숙련자들에게 경고 알람

5.학부모 또는 선생님을 통해
개인 커스터마이징



제품기능설명
Product Functional Description

0. 분실/관리 염려 없는
발달 장애인 보조 기기

손목 시계 형태의 기기로,
보호자의 관심이 없으면 스마트폰, 

가방 등을 쉽게 분실하는
발달 장애인들의

보조 기기로 적합한 형태



제품기능설명
Product Functional Description

1. 발달 장애인
의사소통 보조 기구

밥을 먹고 싶을 때,
‘밥 먹어요’버튼을 누르면
해당 음성이 나옴으로써
교사 및 보호사에게
해당 의사표현 가능

위급 상황 시,
내장 GPS를 통해
교사 및 보호자가
발달 장애 아동의
위치 추적 가능

2. 위급 상황 시,
사용자의 위치 추적 가능



제품기능설명
Product Functional Description

3. 신체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으로
사용자의 돌발상황 예측 및 억제

발달 장애 아동이 흥분하여
심박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상태 및 갑작스러운
가속도 센서의 변화를 측정하여

돌발상황 예측 및 억제

돌발 상황 시,
발달 장애 아동 관리
비 숙련자들에게

경고 알람 소리를 내어
불상사 예방 가능

4. 돌발 상황 시,
비 숙련자들에게 경고 알람



제품기능설명
Product Functional Description

5. 학부모 또는 선생님을 통해
개인 커스터마이징

발달 장애 아동이
좋아하거나 필요로 하는 항목을

기기에 직접 추가 가능

ex)인형 주세요, 실 주세요 등



제품 구조



제품구조
Structure of Product

스피커&충전 단자

Flexible Touch Screen

심박 측정 센서

IC
적외선 센서

GPS



구현 방법



적용기술설명
Applied Technology Description

1. Flexible Display

휘어지는 액정으로,
스마트 워치에 상용화 됨.
손목에 착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분실/관리 염려 경감.

흥분 시 나타나는 심박수 증가
및 행각각 심박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동에 의한

신체 변화를.

2. 심박 센서&가속도 센서



적용기술설명
Applied Technology Description

3.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 항법 시스템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모듈
위치를 알 수 있음.

4. 알고리즘(Algorithm)

두 센서의 출력 값을 대입한 알고리즘으로
발달 장애 아동의 돌발 상황 여부 감지.

사용자의 특정 소통 버튼 사용을 분석하여, 
버튼 순서 재정렬 및 추천 기능 구현.



발전 방향



특수학급에서스마트학급으로
It makes special class to Smart Class

스마트 학교 사업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특수학급에 새로운 방안 제시 가능

사용 예 - 수학 시간

교사가 학생들의 기기에 당일 수업 내용에 해당하는
화폐 카드를 전송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양한장애를위한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ACC For various disabled people

자폐성 장애 뿐만 아니라,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를 필요로 하는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장애인 등

역시 유용하게 사용 가능

302,003명

20,321명

101,175명

252,819명

청각

언어

정신

뇌병변

총 676,318명
통계청 기준, 2017년 등록장애인 수



소통을 할 수 없는 사람.

소통을 할 수 있는 기술.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