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기술14권2호 99한밭대학교Ⅰ적정기술미래포럼

베트남 AAC(보완대체의사소통) 적용 및 발전을 위한 

CSO 주도형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확대의 필요성 
: KOICA WFK 청년중기봉사단 활동을 중심으로1)

설현정1), 권연희2), 이수진3), 서나영4)

1)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2) 대구대학교 

3) 한국외국어대학교 

4) 건국대학교

베트남은 전쟁 등의 역사적 배경 등과 관련이 있는, 의사소통 장애 분야 지원과 연관
된 AAC(보완대체의사소통)와,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인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는 직간접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두 분야 모두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베트남의 장애 인권 분야 
지원과 관련된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인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중 하나로 진행된 한국국제협력단 주최 및 지구촌나눔운동 주관 WFK(World 
Friends Korea) ESG 거버넌스 분야 청년중기봉사단 ‘한국과 베트남의 AAC 발전을 위
한 청년활동’을 반추하고, 이와 관련된 현지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기반으로, CSO를 통
한 AAC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작성되었다. 해당 프로젝트는 국내 
및 베트남 단원 총 12명이 약 6개월간 현지 한-베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AAC 카드를 
보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현지의 AAC와 CSO의 실태를 더욱 심층적으로 조사
하고자, 베트남 현지 하노이 국립 외국어 대학교 학생과 동 센터 특수교사 각각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현지 대학생 대상으
로는 AAC와 CSO 각각의 인식과 필요도, CSO를 통한 AAC 사업의 인식과 필요도, 적

1) 본 논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최하고 지구촌나눔운동의 위탁 운영을 통해서 주관한 WFK(World Friends Korea) ESG 청년중기
봉사단 활동 중 거버넌스 분야 활동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의 결과물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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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능성을 빈도 측정의 방식으로 설문조사 후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센터 특수 교사 
대상으로는 센터 현황 및 AAC 인식 실태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고, 프로젝트의 피드
백을 위하여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AAC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
한 조사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베트남에서의 CSO를 통한 AAC 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서, 베트남 현지 문화를 고려한 상징 개발, AAC의 공공기관 등으로의 확대, 특수교사 
교육 환경 개선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1. 서론

의사소통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많은 선천적·후천적 장애인들은 이러한 권리
를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다. 의사소통은 사회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구어 의사소통이 제한된 장애인들은 의
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립, 무기력, 가족을 비롯한 타인과의 갈등, 좌절감, 자존
감 하락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장애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에
서도 소외될 수 있다.2) 

이러한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을 돕는 도구로는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AC)이 있으며, 이는 의사소통의 도움에 대한 긍
정적인 효과를 지닌다. AAC란 말 표현이 어려운 사람들의 말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것으로 제스처, 그림 등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AAC를 활용하면, 
언어 능력과 상대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며, 가정, 학교생활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제한되었던 학습 참여 기회 보장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의사소통 권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3)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 관련된 인식은 미비한 실정인데, 이는 AAC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법적 근거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마련하였다고 판단 받고 있는 베트남의 경
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개발도상국의 장애 아동 교육에 대한 인식은 초보적인 수준으로, 

2) 정소익. (2020). ‘말’하고 싶은 모두를 위하여 -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체계 사용에 대한 사용자 인식과 요구에 관한 동향 연구. 한국장애학, 
5(1), 36.

3) 이정은. (2017).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전문가교육 프로그램이 베트남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AAC 교수효능감과 인식 및 중도장애학생의 
의사소통기술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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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경우에도 장애 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지도 방법의 실태와 필요도에 대한 연구
는 부족한 상황이다.4) 한편, 베트남은 국내외적으로 장애 아동 교육과 관련하여서, UN
장애인권리협약과 아동권리협약, 장애인법과 교육법 등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마련하였다
고 평가받고 있고, 해당 법에는 AAC와 관련된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5) 하
지만 이와 관련된 인식은 미비한 실정이다.6)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 등에 명시되어 있는 CSO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포함
한 개발도상국 주민에게 관련된 도움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CSO는 정부, 기업 영역에 속하지는 않지만, NGO에는 해당되지 않은 비정부, 비영리 
기관과 단체들을 총망라하는 광의의 개념이다.7) 이러한 CSO의 필요성과 관련하여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는 CSO를 실행 파트너이자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2030 아젠다에서는 SDGs의 17번에 CSO와의 
협력의 필요성을 명시하였다.8) 

CSO의 특징 내지는 장점에는, ODA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불평등 감소 효과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개발도상국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
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는 개발도상국의 불평
등 감소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 CSO 참여는 ODA의 불평등 감소 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9) 또한 CSO는 다양한 현장 활동 경험을 바
탕으로,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빈곤 감소,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가져올 
수 있다.10) 뿐만 아니라 CSO는 더 확대되어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11) 

4) LE, BAO QUYNH THO. (2018). 구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베트남 특수교사의 의사소통 교육 경험 및 인식. 이화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5) LE, BAO QUYNH THO. (2018). 구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베트남 특수교사의 의사소통 교육 경험 및 인식. 이화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6) 이정은. (2017).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전문가교육 프로그램이 베트남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AAC 교수효능감과 인식 및 중도장애학
생의 의사소통기술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

7) 주성수. (2005). NGO, NPO, CSO 개념: 국제적 통용과 국내적 적용. 한국비영리연구, 4(1), 7.

8) 주 OECD 대표부. (2019).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CSO)의 역할. 1.

9) 박종남. (2018).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발효과성’과 개발도상국 시민사회단체 참여의 역할 : 불평등 완화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국문초록 참조.

10) 이화용, 손혁상, 한재광. (2017). 공여국의 개발도상국 시민사회(CSO)지원의 담론과 현황: OECD DAC회원국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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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CSO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베트남의 CSO 활동 보장을 위한 기반
은 미비한 상황이다. 베트남은 2005년 원조 효과성과 관련된 파리 선언 이후, 관련된 
구조와 프로세스 수립에 있어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서 다가왔다.12) 베트남은 2013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CSO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법인으로써 인식하며, 관련된 법적 
틀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하지만 2017년, 공산당 당원들이 현지 지역 시민 사회의 
발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다수의 기존 CSO가 비활성화되고, 이후에
도 CSO 등록 수 등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베트남의 1인당 GDP가 증
가하며 CSO를 제한하는 등의 엄격한 규정과 함께, 이와 관련된 지원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13) 
  본 논문은 앞서 나온 CSO와 AAC가 결합된 ‘한국과 베트남의 AAC 발전을 위한 청
년활동’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적정기술 운동의 창시자 슈마허가 언급한 “저개발국 성장
의 관건은 경제가 아니라 문화이며, 표준적인 생활이 아니라 삶의 질이다.”와 관련하여
서, ODA의 무조건적인 경제적 투입보다 현지의 문화적 맥락 등을 고려한 ‘CSO’를 통
해, 의사소통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표준적인 기존의 지원 체계보다 장애인 각 개인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AAC’ 확대를 추구하고자 노력한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AAC와 CSO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한-베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진행된 
본 봉사단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현지 대학생 대상 AAC 및 CSO 인식 실태조
사와 한-베 장애인 재활센터 특수교사 대상 AAC 사용 사전 설문조사 및 사후 인터뷰를 
분석한 후, 본 프로젝트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에는 본 봉사단 프로젝트를 반
추하며 향후 CSO를 통한 AAC 사업 확대를 강조하고자 한다.

11) 박종남. (2018).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발효과성’과 개발도상국 시민사회단체 참여의 역할 : 불평등 완화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

12) Cox, M., Hanh, T. T., Hung, T., & Dinh, D. (2021). Paris Declaration/Hanoi core statement phase 2 evaluation: Vietnam 
country evaluation.

13) Nguyen, L. (2020). Guest article: Advancing CSOs' role in sdgs to protect marginalized communities in Viet Nam: SDG 
Knowledge Hub: IISD. IISD SDG Knowledge Hub. https://sdg.iisd.org/commentary/guest-articles/advancing-csos-role-in
-sdgs-to-protect-marginalized-communities-in-viet-nam/ 



적정기술14권2호 103한밭대학교Ⅰ적정기술미래포럼

2. AAC의 이해

2.1 AAC의 정의

AAC란, 말, 언어의 표현과 이해에 어려움을 가진 이들의 일시적, 영구적 손상, 활동 
한계, 참여 제약 등을 고려해서 구어를 보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14) 

본 논문에서의 보완대체의사소통의 조작적 정의는, 구어로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경
우, 구어 대신 글자, 그림, 실제 사물 등을 지적하거나,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 음
성산출기 등의 다른 의사소통 시스템의 도움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뜻한다.15) 또한 
UN장애인 권리협약 제21조와 관련하여서, 수어와 점자는 제외한다. 

2.2 AAC의 주요 개념 4요소

아래는 미국언어청각협회(AmericanSpeech-LanguageHearingAssociation,이하 ASHA)
에 따른 보완대체의사소통의 주요 개념 4개 요소이다.

첫째로 상징이란, 구어 이외의 다양한 상징을 뜻하며, 크게 도구가 필요하지 않은 비
도구적 상징(표정, 제스처 등)과 도구가 필요한 도구적 상징(상징, 사진 등), 그리고 도구
적 상징과 비도구적 상징이 결합된 형태의 복합상징(마카톤 어휘 등)으로 나뉜다. 둘째
로 도구란, 상징을 담고 있는 물리적 장치, 도구를 뜻하며, 크게 비전자적 도구(의사소통
판, 책 등)와 상대적으로 간단한 녹음 도구(녹음 스위치 등)와 하이테크 도구(마이토키 
등)로 나뉘는 전자적 도구로 분류된다. 셋째로 기법이란, 의사소통 상대자에게 의사소통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을 뜻하는데, 크게 직접 선택(손, 머리 등)과 원형(시계 방향 원) 
혹은 선형(세로/가로 줄) 스캐닝 또는 시각적(마우스, 불빛) 혹은 청각적(말 읽기) 스캐닝
으로 나뉘는 간접 선택(스캐닝)으로 분류된다. 넷째로 전략이란, AAC 사용자의 의사소
통 촉진 방법(색깔 부호화 등)을 의미한다.16)

14) ASHA. (2005).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http://www.asha.org/

15) 김혜영. (2013). 보완대체의사소통 사용 유무에 따른 언어치료사들의 인식 비교.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8.

16) 김영태, 박은혜, 한성경, 구정아, <한국 보완대체의사소통 평가 및 중재 프로그램>, 학지사, 2016, pp.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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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AAC의 적용 대상과 효과 및 의의

AAC는 구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모두가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된 예로는 SNS 이모티콘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보완대체의사소
통은 구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권리적, 기능적 측면에서의 유익을 제
공한다.

AAC는 장애 아동의 지원에 있어서 크게 권리적, 기능적 측면에서 유익을 제공한다. 
이 중 권리적 측면은 베트남이 가입되어 있는 UN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되는데, 첫째로 
장애 아동의 정보 접근 및 사회적 독립과 관련된 접근성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제9
조 접근성). 둘째로, 장애 아동의 의사 전달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돕는 의사 표현의 자
유를 도울 수 있다(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마지막으로, 장애 아동
의 교육 기회 및 교육 환경 마련과 관련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제24조 교육).

AAC가 장애 아동의 지원 중 기능적 측면에서 제공하는 유익은 첫째로, 의사소통 기
회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성 발달을 도울 수 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아동이 
AAC를 활용하여, 사회 활동의 참여 확대와 대인 관계의 확장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
다. 둘째로, 다양한 의사 표현의 기회 제공으로 언어발달을 도울 수 있다. AAC를 활용
하면, 소리나 몸짓으로 의사 표현을 하던 아동이 양적, 질적으로 정확한 의사 표현의 기
회가 풍부해져 언어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의 
실패로 인한 좌절을 줄이고 문제행동 감소에 기인하여,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
다. 의사소통의 실패는 감정 폭발, 좌절 등의 부정적인 행동을 야기할 수 있는데, AAC
를 활용함으로써 상대방이 문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궁극적으로
는 정서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17)

또한 AAC는 적정기술과 관련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첫째로, AAC는 다음과 같은 적정기술의 의미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적정기술 중 
‘기술’은 넓은 범위로 ‘인간의 욕구나 욕망에 적합하도록 주어진 대상을 변화시키는 모
든 인간적 행위’로 볼 수 있다.18) 또한 ‘적정’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처한 
이들의 욕구 충족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과 관련지을 

17) 김혜영. (2013). 보완대체의사소통 사용 유무에 따른 언어치료사들의 인식 비교.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18) 한재윤. (2019). 적정기술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확장’으로서의 적정기술. 적정기술, 11(2),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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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AAC는 구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의 상호 소통에 관한 욕구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혹은 수단으로써, 이러한 적정기술의 취지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적정기술의 대상, 즉 소외된 90%는 AAC의 대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AAC의 대상, 즉 경제적, 사회적, 환
경적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베트남의 개발도상국 주민이면서 동
시에 장애를 가진, 하지만 선진국과 달리 제도적, 기술적 지원의 부재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바로 적정기술의 대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적정기술과 
AAC의 취지는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적정기술은 그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이들 모두를 ‘성장’시키고, ‘확장’ 시키고, ‘완성’ 시키며,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진다.19) AAC는 구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
과 주변 관계자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에, 이러한 면에서 적정기술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3. AAC의 실태

3.1 AAC 국제적 동향

1980년대 초반,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는 용어가 기능적 언어 구사 능력이 없는 
개인을 위한 특수 테크닉, 장치 및 전략 사용을 칭하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현재
는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다양한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최소 40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20)

최근 다양한 국가에서는 의사소통장애인을 위한 AAC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각 국
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구권 국가에서는 AAC의 효과가 이미 오래전부터 
입증되어 사용이 활성화되어있는 반면, 인도, 케냐 등 비서구권 국가 등에서는 최근에 
인식하기 시작했다.21)

대화 상대자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는 북아프리카의 자폐 아동 2명을 대상으로, 

19) 한재윤. (2019). 적정기술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확장’으로서의 적정기술. 적정기술, 11(2), 83.

20) Filip Loncke. (2001). 보완대체 의사소통 : 현재 세계 동향. ISAAC, 12.

21) 이정은. (2017).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전문가교육 프로그램이 베트남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AAC 교수효능감과 인식 및 중도장애
학생의 의사소통기술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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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교환의사소통체제(PECS)가 시행되어서 요구하기, 반응하기, 언어적 표현하기에 대한 
행동 변화를 살펴보고자 시도된 결과, 훈련을 통해서 일반화와 유지 단계에서 중재 단계
보다 향상된 행동 변화를 보임으로써 실질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되었다고 보고되었
다.22) 케냐에서는 가정 중심 중재가 중도장애 아동을 둔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
데, 아동과 양육자 간의 의사소통 행동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23)

3.2 베트남 내 AAC 지원 현황

베트남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의사 표현 환경 등에 관한 내
용이 포함된 장애 아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베트남은 
국외적으로는 UN장애인권리협약(2014) 등에 가입하고, 국내적으로는 현지 장애인법과 
교육법 등을 구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동안 장애 아동 지원에 대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평가받고 있다.24) 또한 이러한 법들에는 장애 아동의 의사 표현 환경 마
련의 중요성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법과 관련된 AAC에 관한 지원
은 미비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근거는 AAC 관련 교육과 지원 부족 실태에서 드러난다. 
베트남은 AAC와 관련된 비구어적 의사소통 학생 대상의 교육 등에 대한 인식 등이 매
우 부족한 상황이다.25) 이는 대표적으로 구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대상의 
교육 및 교재 지원의 부족에서 나타난다. 베트남에도 장애학생과의 의사소통 방법과 지
도 방법에 관한 서적이나 논문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청각 혹은 특수교육 분야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AAC와 연관된 서적으로는 AAC의 개관과 의사소통판을 사용하는 방법
을 베트남어로 설명한 「학급을 위한 AAC」(Trinh Foundation, 2014) 책이 있지만, 실
제 교육 현장 등에서 의사소통을 지도하기 위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26)

22) Travis, J., & Geiger, M. (2010). The effectiveness of the Picture Exchange Communication System (PECS) for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A South African pilot study. Child Language Teaching and Therapy, 26(1), 39-59.

23) Gona, J. K., Newton, C. R., Hartley, S., & Bunning, K. (2013). A home based ‐ intervention using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techniques in rural Kenya: what are the caregivers' experience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40(1), 29-41.

24) LE, BAO QUYNH THO. (2018). 구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베트남 특수교사의 의사소통 교육 경험 및 인식. 이화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25) 이정은. (2017).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전문가교육 프로그램이 베트남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AAC 교수효능감과 인식 및 중도장애
학생의 의사소통기술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

26) LE, BAO QUYNH THO. (2018). 구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베트남 특수교사의 의사소통 교육 경험 및 인식. 이화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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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대상 교육 관련 권리 등의 향상을 위하여 AAC를 
포함한 도구 및 체계 지원에 대한 노력이 아주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사회적 소외
계층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접근을 높이기 위한 기회의 평등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며, 또한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UNICEF와 베트남 교육부의 2015년 ‘베트남 특
수교육의 준비’의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것에 있어서 정부 
정책 및 법률 시행의 문제, 장애학생의 교육 내용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27) 

3.3 베트남 내 AAC 확대의 필요성

베트남 현지에 AAC가 확대될 필요성은 첫째로, 베트남은 전쟁과 같은 역사적 배경으
로 장애 아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UNICEF 보고에 따르면 
베트남의 장애인 수는 2002년 120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4%, 아
동 및 청소년 인구의 약 3.1%에 해당되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선천적 이유와 함께 1965년에서 1975년까지 미국과의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고엽제의 피해가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28) 

둘째로, 장애 아동에 대한 법적 지원이 국제법상으로, 또한 현지 국내법상으로 명시되
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지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에 힘입어서 베트남은 UN장애
인권리협약에 가입하고, 현지 차원에서는 장애인법과 교육법을 수립했다. 아래는 UN장
애인권리협약 및 베트남 장애인법과 교육법 중, AAC와 관련이 있거나, 그렇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다.29) 

27) LE, BAO QUYNH THO. (2018). 구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베트남 특수교사의 의사소통 교육 경험 및 인식. 이화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28) 이정은. (2017).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전문가교육 프로그램이 베트남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AAC 교수효능감과 인식 및 중도장애
학생의 의사소통기술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

29) LE, BAO QUYNH THO. (2018). 구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베트남 특수교사의 의사소통 교육 경험 및 인식. 이화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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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UN장애인권리협약과 베트남 현지 장애인법 및 교육법

UN장애인권
리협약

제 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
계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
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24조
(교육)

1.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
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장애인법

제 4조
장애인의 장애영역 및 장애 정도에 따라 보건, 재활, 교육, 직업훈련, 법
적보호, 공공시설, 교통수단, 정보통신, 문화, 제육, 관광 활동 및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7조 장애인 자신의 특성 및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독려해야 한다.

교육법 제 10조 정부는 교육에 있어서 사회적 평등의 책임을 지며 모든 사람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책임을 다한다.

셋째로, 베트남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상황
이기에  AAC가 장애 아동의 교육적 면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에서 교육이란 핵심적인 영역으로써 사회 발전의 동기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동남아시
아 국가별 문맹률 중, 57% 등의 비율을 보인 라오스 등과 다르게 94% 이상의 비율을 
보인 베트남의 문맹률 실태에서 드러난다.30) 한편 AAC는 이제껏 소외되어 온 장애 아
동의 교육적 기회 확대 수단으로써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는 UN장애인권리
협약 제24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앞서 나온 현지의 높은 장애 아동 비율과 베트남 
현지의 교육의 가치 인식도를 고려했을 때, AAC는 현지 장애 아동의 교육 기회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0) 이정은. (2017).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전문가교육 프로그램이 베트남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AAC 교수효능감과 인식 및 중도장애
학생의 의사소통기술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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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SO에 대한 이해

4.1 CSO의 개념

CSO란 NGO에 포함될 수는 없지만, 시민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 기
업재단, 미디어, 연구기관, 정치단체 등을 포함하는 광의적 NGO 개념을 지칭한다. 즉 
CSO는 정부, 기업 영역에 속하지는 않지만, NGO에는 해당되지 않은 비정부, 비영리 
기관과 단체들을 총망라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31) World Bank는 ‘CSO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기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노동조합, 여성단체, 재
단, 협회, 미디어, 협동조합, 풀뿌리 조직, 종교단체, 대학, 예술문화 단체 등을 포괄한
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UNDP는 CSO 목록에 노동조합, NGO, CBO, 가족, 부족집
단, 종교기관, 자선단체, 클럽, 재단, 정당, 협동조합, 시민감시단체, 문화단체, 스포츠 
단체, 환경단체, 이익단체, 전문협회, 학교,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하여 설명하
고 있다.32) 

4.2 CSO의 시대별 특성

국제개발에서 CSO에 대한 관심과 역할 부여는 1970, 80년대 국가 주도 개발의 실패
와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에 따른 정부 역할의 축소로 인해 이루어졌다.33) CSO는 크게 
공여국 CSO와 개도국 CSO(현지 CSO)로 나눌 수 있다. 초반에는 공여국 CSO들이 지
원을 받아 활발하게 활동을 했지만, 점차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인지되면서 공여국 CSO
뿐만 아니라 현지 CSO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개발에 참여한 CSO 중 주류적 위상을 차지해온 북반구 개발 NGO의 활동은 세계 
1,2차 대전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50-60년대에 CSO들은 구호 중심 사
업에서 복지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지역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미국,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 등에서 정부가 자국 CSO를 지원하기 시작
한 것도 이 시기였다. 1970년대는 규모와 내용 면에서 CSO의 성장이 이루어져 10년 

31) 주성수. (2005). NGO, NPO, CSO 개념: 국제적 통용과 국내적 적용. 한국비영리연구, 4(1), 7.

32) 박종남. (2018).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발효과성’과 개발도상국 시민사회단체 참여의 역할 : 불평등 완화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39.

33) 이화용, 손혁상, 한재광. (2017). 공여국의 개발도상국 시민사회(CSO)지원의 담론과 현황: OECD DAC회원국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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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지원 자금이 3배로 증가했다. 선진 공여국들이 CSO를 통한 ODA 지원을 시작했
고 북반구 NGO와 남반구 NGO들의 본격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남반구의 현지 
CSO를 지원했다. 1980년대는 근대화론과 종속이론에 근간한 개발 담론에서 신자유주
의 담론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영향으로 민간부문이 부상하여 CSO의 대안
론이 힘을 받아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개발원조 지원이 증대됐다. 1990년대는 개발 분
야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인정된 시기다. 정부의 제한된 역할과 시민사회의 발전을 강
조하는 ‘신정책의제’로 인해 개발 CSO가 개도국의 민주화와 굿 거버넌스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이처럼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인지되면서 서구 CSO뿐만 아니라 현지 
CSO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빈번해졌다. 서구 CSO 매개 없이 현지 CSO 지원은 
개도국 CSO에 대한 개발 원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됐다. 스웨덴의 
시다(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덴마크 다니다(Danida: 
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등이 현지 CSO 지원을 시도했는데, 초
기에는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큰 규모 CSO들이 지원을 받았다. OECD 국가들의 재정 
긴축으로 인해 원조 기부가 전체적으로 줄었던 1990년대 중반에도 CSO 영역의 기부는 
약 10억 달러에 이르렀고 긴급구호와 개발에서 현지 CSO에 대한 새로운 역할이 부여
됐다. 2000년대 들어 CSO의 국제적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이들은 원조 관련 
회의 참여와 정책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34) 2005년 파리 원조 효과성 논의 이후 국제
개발에서 시민사회 역할이 주목되기 시작했고, 2008년 가나 아크라에서 발표된 아크라
행동강령(AAA: The Accra Agenda for Action)을 통해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가 ‘독립적인 개발행위자’로 인정되었다.35) 2030 아젠다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행 파트너이자 책임 있는 주체로 CSO와의 협력을 SDGs의 17번
에 명시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에 있어 CSO는 주체성을 가진 개발행위자
임과 동시에 정부의 ODA 실행을 위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OECD DAC 회원국은 총 
양자 원조의 15%를 CSO에 배분하며 개발협력분야 이해관계자 간 개발효과성 촉진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 (GPECD) 또한 개발효과성과 CSO의 상관관계를 인지하고 CSO의 
효과성 증진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 CSO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늘리고 재원 

34) 이화용, 손혁상, 한재광. (2017). 공여국의 개발도상국 시민사회(CSO)지원의 담론과 현황: OECD DAC회원국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1(1), 7-8. 

35) 이화용, 손혁상, 한재광. (2017). 공여국의 개발도상국 시민사회(CSO)지원의 담론과 현황: OECD DAC회원국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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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공개하는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36)

4.3 CSO 참여 중요성에 대한 이론: 공공재 이론, 상호의존 이론, 사회적 자본 이론

CSO 참여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
는 이론으로는 공공재 이론, 상호의존 이론, 사회적 자본 이론이 있다. 공공재 이론에 
따르면, CSO는 공공재에 있어 불평등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Weisbrod는 비
영리 단체가 경제적인 영역에서 공공재의 사적 생산자 역할을 한다고 했다.37) 정부 기
관은 중위 유권자를 만족시키는 수준에서만 공공재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
공재에 있어 불만족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공급에 있어 수익성이 없으
면 보장되지 않는 참여를 CSO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38) 중위자의 선호 위주로 
형성되는 정책이 아닌 영역에 대한 수요는 다른 섹터에서 충족을 시켜줘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CSO는 중위자가 아닌 인구의 수요도 만족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접근
성이 제한된 대중을 대상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
여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 사회는 규범의 변화를 요구하고 자발적인 
표준을 채택할 수 있지만 정부만이 이러한 요구를 구속력 있는 법률로 전환할 수 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합의를 “고정” 하고 인센티브 구조를 조정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CSO)는 정책 결정을 촉구하고 공공재 제공을 돕는 
역할을 한다.39)

CSO와 정부의 상호의존은 필수불가결적이다. CSO는 원조의 수여자이면서 수혜자이
기 때문이다. CSO는 기부자 및 정부를 대신하여 기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등 개발
협력 사업에 밀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 CSO와 정부는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주체
이다.40) 비영리 단체는 정부가 대응하기 위해 동원되기 전에 종종 해당 분야에서 활동

36) 주 OECD 대표부. (2019).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CSO)의 역할. 

37) Weisbrod, B. A., & Dominguez, N. D. (1986). Demand for collective goods in private nonprofit markets: Can fundraising expenditures 
help overcome free-rider behavior?.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0(1), 83–96. https://doi.org/10.1016/0047-2727(86)90078-2

38) Kingma, B. R. (2003). Public good theories of the nonprofit sector. In The study of the nonprofit enterprise. Springer, 
Boston, MA. 53-65.

39) Kaul, I. (2001). Public goods: Taking the concept to the 21st century. The market of the public domain, 255-273.
40) Salamon, L. M., & Anheier, H. K. (1998). Social Origins of Civil Society: Explaining the Nonprofit Sector Cross-Nationally.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9(3), 21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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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그들은 종종 정부가 자체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지식, 구조 및 경
험을 개발한다. 그 외에도 비영리 단체는 정부 개입을 자극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지원
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지원은 정부가 진출하도록 설득된 분야에서 비영리 
제공자의 역할을 보장하는 데 종종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비영리 조직은 모든 장점에
도 불구하고 공공 문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자체적인 상당한 한계가 있다. 그렇
기에 상호의존 이론에서는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비영리 부문과 국가 간에 긴
밀한 협력 관계가 구축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이데올로기적 또는 기타 이유로 국가의 
직접적인 행동에 대한 저항이 강하지만 특정 사회적 또는 경제적 악순환으로부터 보호
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비영리 부문과 관련된 사람들의 지원이 국가의 역할과 권력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든, 상호의존 이론
은 정부와 비영리 부문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더욱이 정부는 
기본적인 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을 위해 비영리 부문에 의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는 보건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특히나 강력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의 전체 개념은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며 주요 요소에는 소셜 네트워
크, 시민 참여, 상호주의 규범 및 일반화된 신뢰가 포함된다. Putnam은 사회적 자본을 
“협조된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와 같은 사회적 조직의 특징”으로 정의한다.41) 이런 의미에서 CSO도 사회적 자본으로
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SO는 복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소속감을 
형성하고 신뢰를 증진하여 시민들의 사회 이동 기회를 확장시키는 등의 긍정적 작용 요
인으로 사회에 기여한다.42) CSO의 개발사업 개입은, 국가뿐만 아니라 수원국 내의 행
위자들 간 협력을 향상시켜 공동체 규범과 신뢰를 구축한다.43) 또한, 공동체 내에 존재
하는 빈곤 취약성에 있어 효율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44) CSO의 지속적인 
사회적 자본 축적 과정은, 시스템 내의 투명한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의 기능을 수행하며 부패가 일어날 가능성을 낮춘다. 

41) Putnam, R.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4(13), 167.

42) 박종남. (2018).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발효과성’과 개발도상국 시민사회단체 참여의 역할 : 불평등 완화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6.

43) Knack, S. (2003). Groups, Growth and Trust: Cross-Country Evidence on the Olson and Putnam Hypotheses. Public 
Choice, 117(3/4), 341–355. 

44) Deepa Narayan. (1997). Voices of the Poor: Poverty and Social Capital in Tanzania. World Bank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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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SO를 통한 ODA 집행 중요성

5.1 CSO의 ODA 집행 현황

2010년 OECD 설문조사에서 기부자가 시민 사회와 협력하는 방식에 관한 OECD 설
문 조사는 CSO가 가치 있는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 다양한 이유를 설명한다. 취약한 국
가와 상황에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파일럿 이니셔티브 진행
뿐만 아니라 DAC 국가에서 교육, 민주주의 및 옹호를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서비
스 전달 채널의 기능을 하며, ODA의 지리적 또는 주제적 초점을 확장한다.45)

사회 발전을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국가 중심점 결정으로 집행될 것이 아니라 관련 다양한 행위자들
의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체감된 후, 지난 십여 년 동안 사
회 개발 지원 사업의 조정, 검증 및 효율성에 대한 명확한 원칙 확립에 대한 요구가 의
제화되었다. 원조 관행이 효과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협조 부족, 지나
치게 야심찬 목표, 비현실적인 시간, 예산 제약 및 정치적 이기심”과 같은 만성적인 요
소들이 확인되었고, 로마, 파리, 아크라 및 부산에서 각각 2003년, 2005년, 2008년 및 
2011년에 CSO(HLF) 관련 고위급 양식에서 논의되었다.46) 이렇듯 지속적으로 CSO의 
개발사업 개입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OECD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CSO를 통하거나, CSO에게 제공된 
ODA는 2008년부터 2011년 평균 173억 달러에서 2019년 평균 210억 달러로 CSO를 
통한 ODA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CSO의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서부
터의 꾸준한 증가이다. 2030년까지 집행되는 SDGs의 성공적인 이행에 있어서도 CSO
의 중요성이 가시화되어 있다. 세부 목표에 있어 CSO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12회나 
되며, 이는 SDGs 집행에 있어 CSO가 필수적인 파트너라는 것을 증명한다.

45) OECD. (2011). How DAC Members Work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 Overview. 14-18.

46) Sung Hye Kang. (2012). Transformation of Global Governance: government-NGO relationships in complexity networks of 
the aid industry. EPIK Journals Online, 3(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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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ECD 2010-2019 CSO에게, 통한 원조

5.2 CSO를 통한 ODA 효과성 및 불평등 해소에 관한 연구 소개

CSO와 파트너십을 맺어 ODA를 집행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증진시켜야 
함의 중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 사례는 
많지 않다. 하지만 박종남은 개발사업에서의 시민사회단체 참여와 공적개발원조의 불평
등 감소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CSO 개입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이 연구에선 “ODA
가 커질수록 불평등은 감소할 것이다”를 가설 1, “CSO 참여가 낮은 경우에 비해 CSO 
참여 높을수록 ODA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다”를 가설 2로 세우
고 CSO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개입 시 수원국의 불평등 감소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Vdem의 CSO 참여 지수를 조절 변수로 하고 SWIID 소득 불평등 지표를 결과 변수, 
ODA per capita를 설명 변수로 하여 87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연구 결과, ODA
가 불평등 감소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ODA는 불평등 감소에 
있어 큰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ODA의 
비효율적 집행을 야기하는 지대추구와 같은 요인을 CSO가 시민주도형 조직을 구성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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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ODA의 효과성을 조절하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CSO는 참여라
는 민주주의적 문화적 자본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 줄인다는 것이다. 정부, 공공 
분야, 시민 간의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CSO는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 관계, 태도, 
가치 등으로 경제 행위자들 사이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47) 
  뿐만 아니라 CSO의 개입은 수원국 및 현지 커뮤니티에서 진행되는 개발협력 사업의 
투명한 거버넌스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주민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행정 비
용을 절감시키며 주민들의 정책 참여로 주인의식을 고취시킨다. 또한, 커뮤니티의 결속
력 강화와 적극적인 참여는 정부 감시 및 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며, 시민 기반 
거버넌스를 운용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도 증진시키는 CSO는 ODA 집행 및 개발사업 
진행에 있어 필수적인 행위자인 것이다. 

6. WFK 청년중기봉사단 거버넌스 분야 AAC 프로젝트와 현지 특수교사와 

대학생 대상 AAC 및 CSO 인식 실태조사, 면담 대한 분석

6.1 프로젝트 소개

본 프로젝트는 베트남 현지 장애인 인권 신장을 목표로, ‘한국과 베트남의 AAC 발전
을 위한 청년 활동’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6개월간, 장소는 베트남 한-베 장애인 재활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단원 6명과 베트
남 현지 하노이 국립외국어대학교 학생 단원 6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진행하였다. 활동
은 크게 AAC 카드 보급 활동과 인식 개선 활동으로 나누어져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AAC 카드 보급 활동은 베트남 한-베 장애인 재활센터의 5명 현지 특수교사들이 참여하
였으며, 센터 내 장애 아동 50여 명 대상으로 AAC 카드 148개, 포토 바인더, 가이드라
인 배포로 이루어졌다. 상징의 저작권과 관련하여서 148개의 카드의 상징 중 118개는 
KAAC와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에서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사용되었고, 30
개는 베트남 문화를 고려하여, 현지 단원 6명과의 토의를 거쳐서 외주를 맡겨 진행되었

47) 박종남. (2018).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발효과성’과 개발도상국 시민사회단체 참여의 역할 : 불평등 완화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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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AAC 카드는 아동과 특수교사가 원하는 상징을 선택하여서 포토 바인더에 넣
어서,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 한-베 장애인 재활센터에 배포한 AAC 카드 모음집 일부 

그림 3. 한-베 장애인 재활센터 장애 아동이 AAC 카드를 

사용하는 모습

 

이후에는 사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AAC 전문가 초청 강의와 AAC 사용의 친밀감 및 
홍보 등과 관련된 그림 대회를 열었다. 한-베 장애인 재활센터 특수교사분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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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C 사용 중간 점검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의를 진행해 AAC 교육 및 AAC를 사용하
시면서 생긴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센터 내에서 그림 대회를 열어 AAC 
카드 사용 방법을 소개하고 꿈을 주제로 한 자유 그림 그리기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 과
정에서 현지 언론이 활동을 취재하였다. 

설문조사 및 면담과 관련하여서는, AAC 사용 전과 후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AAC
를 사용한 한-베 장애인 재활센터 특수교사 4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와 사후 인터
뷰를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베트남 대학생들의 AAC와 CSO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하노이 국립외국어대학교 대학생 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로, 인식 개선 사업은 베트남 현지 및 국내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AAC 
인식 개선 카드 뉴스 및 영상 제작과 함께, 점자 ‘세상을 읽다’ 챌린지와 베트남 현지 
언론을 통한 홍보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중 AAC 인식 개선 카드 뉴스는 한국어와 
베트남어 각각으로 제작되어서, 현지 센터와 AAC와 관련된 지식을 매주 1회 이상 2개 
이상의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세상을 읽다’ 챌린지는 장애인 의사소
통 권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
는 점자와 관련된 장소 혹은 도구를 촬영하여서, 챌린지를 이어나갈 이들을 계속해서 지
목하여 확산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베트남 현지 홍보와 관련하여서는 본 프로젝
트와 관련된 2개의 기사 투고와 1개의 뉴스 보도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베트남 내에서 장
애인 의사소통 권리와 장애 아동 교육권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6.2 현지 대학생 대상 AAC 및 CSO 인식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연구 목적
  베트남 현지 대학생의 AAC 및 CSO와, CSO를 통한 AAC 사업의 인식 및 필요도 등
에 관하여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2) 연구 대상
  베트남 하노이 국립외국어대학교 학생 73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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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대학생들의 사항을 요약하자면, 연령은 18~21세가 65.3%, 22~25세가 27.8%, 26
세 이상이 6.9%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성별은 여성이 53.4%로 46.6%를 차지한 남성보
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사회복지/특수교육과 관련된 여부로는 그렇다가 68.5%, 
아니다가 31.5%를 보여서, AAC 및 CSO를 접할 수 있는 경로가 상대적으로 많은 학과
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2. 현지 대학생 대상 AAC 및 CSO 인식 실태조사 응답자 인적 사항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CSO 및 ODA의 불평등 감소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박종남(2018)

과, AAC의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김혜영(2013)과 이정은(2017), LE, BAO QUYNH 
THO(2019)의 선행연구와 도서 ‘한국 보완대체의사소통 평가 및 중재 프로그램(김영태 
외 3명)’를 참조하여서 연구자 4명이 작성하였다. 

설문의 타당도를 위하여서 국문 내용은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관련된 교육 경험이 있
으며, 베트남 현지에서의 AAC 전문가교육 프로그램과 연관된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
는 AAC 전문가 1명과 AAC 관련 분야의 교수 1명의 자문을 구했다. 이후 설문지의 문
항 구성을 조정하고, 베트남어 번역 과정을 거쳤는데, 이는 하노이 국립외국어대학교 한
국어 학부 학생 2명과, 국내 및 베트남 거주 경험이 각각 9년과 30년 이상이며 토픽 Ⅱ 
4급 자격을 소지한 본 봉사단 단원을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설문 문항은 총 30문항으로, 인적 사항 1분야, AAC 관련 3분야, CSO 관련 3분야, 
CSO를 통한 AAC 사업 관련 3분야로 구성되었으며,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변인 세부내용 빈도(명) 비율(%)

연령
18~21세 

22~25세(27.8%)
26세 이상 6.9%

47
20
5

65.3
27.8
6.9

성별 남
여

34
39

46.6
53.4

사회복지/특수교육과 관련성 여부 그렇다
아니다

50
23

68.5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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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현지 대학생 대상 AAC 및 CSO 인식 실태조사 문항 구성

대범주 소범주 질문

인적 사항 응답자 정보
연령
성별
사회복지/특수교육 학과 관련성 여부

AAC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경험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경험 여부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경험 긍정 응답 시) 의사소통의 원활성 정도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경험 부정 응답 시) 예상 이유

AAC 인식
AAC 인식/경험 여부
(AAC 인식/경험 긍정 응답 시) 접한 경로
(AAC 인식/경험 긍정 응답 시) 접한 유형

AAC 필요도
AAC의 장애인-비장애인 소통 사회 기여 기대 정도
AAC의 분야별 예상 효과 정도(6분야, 5점 척도)
AAC의 필요 활용처(복수 선택)

CSO

국제개발협력
인식

베트남 ODA 수혜 인식 여부
(베트남 ODA 수혜 인식 여부 긍정 응답 시) CSO 관련 사업 인식 여부
(베트남 ODA 수혜 인식 여부 긍정 응답 시) 가장 발전된 분야(복수 선택)

CSO 인식
CSO 인식 여부
(CSO 인식 긍정 응답 시) 접한 경로
(CSO 인식 긍정 응답 시) 접한 분야

CSO 필요도
CSO의 분야별 예상 효과 정도(6개 분야, 5점 척도)
장애인 인권 분야 CSO 사업의 현지 문제 해결 가능성 기대도
장애인 인권 분야 CSO 사업의 필요 활용처(복수 선택)

CSO를 
통한 AAC 

사업

CSO를 통한 AAC 
사업 인식

CSO를 통한 AAC 사업 인식/경험 여부
(CSO를 통한 AAC 사업 인식/경험 여부 긍정 응답 시) 접한 경로
(CSO를 통한 AAC 사업 인식/경험 여부 긍정 응답 시) 구체적 사업
명(단답식)

CSO를 통한 AAC 
사업 필요도

CSO를 통한 AAC 사업 필요도 
CSO를 통한 AAC 사업 필요도 이유
CSO를 통한 AAC 사업 확대를 위한 분야별 중요도

CSO를 통한 AAC 
사업 적용가능성

CSO를 통한 AAC 사업 적용 가능성
CSO를 통한 AAC 사업의 예상 장점
CSO를 통한 AAC 사업의 예상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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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절차 및 자료분석
본 설문지는 구글 폼을 활용하여서 시행되었으며, 베트남 하노이 국립외국어대학교 

학생 73명의 응답자를 받았다. 자료 분석은 주로 빈도 측정으로, 기술 통계를 사용하였
다. 표집 방법은 본 봉사단의 베트남 현지 대학생 단원을 통한 눈덩이 표집 방식을 사
용하였다.

장애인과의 교류 경험에 대한 질문인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경험’에서는 있다가 94.5%, 
없다가 5.5%로 있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있다를 선택한 그룹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의 원활하다고 느낀 정도’를 다시 질문했을 때, 잘 모르겠다가 40.6%, 전혀 원
활하지 않았다가 43.5%로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의 조작적 정의와 관련하여서 AAC의 정의에 대해서 소개한 후 ‘AAC가 장애
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를 질문했을 때, 매우 그렇다가 
79.5%, 그렇다가 17.8%로 각각 1, 2위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하여 AAC가 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AAC가 ‘의사소통 관련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정도’를 6개의 분야별
로 5점 서열 척도로 질문했을 때에는, 언어 발달 교육이 각각 71.2%, 69.9%로 5점 척
도를 받으며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는 사회성, 의사 표현과 정서적 안정, 
접근성 순서로 5점 척도를 받은 비중이 높게 나왔다. 6개의 각 분야에서 모두 5점 응답
자가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는데, 세부적으로는 각각의 결과를 통하여 AAC가 언어 
발달과 교육 분야에서 특히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었다. 

AAC의 필요 활용처에 대한 문항에는 지역사회 전반이 90.4%, 학교가 31.5%, 병원
이 28.8%, 장애인센터 20.5%, 가정 내 4.1%로, AAC가 지역사회 전반에서 확대될 필
요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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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문항 <AAC의 구어 의사소통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응답

CSO 사업 시행 시 가장 효과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을 6개 분야로 질문
했을 때, 주민 정책 참여 장려로 정부 감시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 진행 투명성 보장이 
76.7%의 5점에 해당되는 척도를 받으며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는 현지 
커뮤니티의 소속감 형성, 신뢰 증진, 사회 이동 기회 제공, 공공부문과 상호보완적이고 
비정치적 접근 가능, 현지 네트워크 활용, 효율적인 자원 동원으로 인한 유연하고 신속
한 사업 진행,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 관계, 태도, 가치 등으로 경제 행위자들 사
이의 협력 발전, 주민 문제에 직접적인 개입으로 효과적인 문제 해결 순으로 5점 척도
를 받은 비중이 높았다. 국제개발협력의 인식 정도와 관련 사업의 CSO 참여에 있어 설
문 응답자 80%가 베트남이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으로 ODA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설문 결과를 통하여서 CSO가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및 진행에서 가
져오는 이점인 ‘주민 참여’, 주인의식과 거버넌스의 ‘투명성’에서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SO의 장애인 인권 사업 기대 활용처에 대한 질문에서는 지역사회 전반, 병원, 학교, 
장애인 센터, 가정 내 중 지역사회 전반이 86.3%, 병원이 38.4%, 학교가 32.9%, 장애
인 센터가 21.9%, 가정 내가 13.7%로, CSO의 장애인 인권 분야 사업이 지역사회 전반
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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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문항 <CSO 장애인 인권 사업 적용 필요 분야>에 대한 응답

CSO를 통한 AAC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87.7%로, 응답
자가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에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CSO를 통한 AAC 사업의 필요성의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는 의사소통 분야 장애인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현지 커뮤니티 협력 증대와 장애인-비장애인 소통 환경 마련을 위
한 주민의 직간접적 참여 확대가 모두 41.1%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현지 공공부문과
의 협력을 통한 장애인 의사소통 수단 보급 증대가 9.6%, 주민들의 사회 기여적 태도 
장려를 통한 의사소통 장애 분야 인식 개선 효과가 8.2%로 이어졌다. 이를 통하여 
AAC와 의사소통 장애인 지원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응답
자들이 이러한 형태의 사업이 장애인들을 위한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현지 주
민의 커뮤니티 협력 증진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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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문항 <CSO를 통한 AAC 사업 필요도 이유>에 대한 응답

CSO를 통한 AAC 사업 확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6개 분야 5점 서열 척도와 관련
된 질문에서는, 공공기관 및 시설에 AAC 보급 확대가 75.3%, 특수교사 교육지원이 
72.6%의 순으로 가장 높은 5점을 받았다. 그 외의 장애인 및 보호자 대상 교육 프로그
램과 비장애인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 등도 약 70% 이상이 5점 척도 중 5점을 매겼는
데, 이를 통하여 CSO를 통한 AAC 사업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장애인 재활센터나 특수학교뿐만이 아니라 병원, 편의 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에
도 기본적인 AAC를 비치하여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제약 없이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어야 하며, 그러한 사업의 직접적 관계자인 특수교사 교육지원 또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로 해석할 수 있었다.

‘CSO를 통한 AAC 사업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78.1%, 
그렇다가 19.2%, 잘 모르겠다가 2.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현지 대학생들이 CSO
를 통한 AAC 사업의 적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CSO를 
통한 AAC 사업의 예상되는 장점’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존 정부의 장애인 관련 사업의 
협력 및 확장이 41.1%, AAC와 관련된 사업 진행 경험이 있는 국가의 CSO 해외 선례 
적용 가능성이 35.6%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CSO 사업 특성에 따른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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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의 증대가 15.1%, 현지 커뮤니티를 활용한 현지 내 장애인 및 현지 주민 간 소
속감 증대가 6.8%,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AAC 확산의 효율성 증대가 1.4%로 이어졌
다. 이는 베트남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장애 아동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CSO를 통한 AAC 사업의 예상되는 단점’으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상징 탐
색 및 보급의 어려움이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서 AAC 관련 인
식 부족으로 인한 미비한 주민 참여율이 26%, 사업 운용비 관련 경제적 갈등(AAC 관
련 미비 정부 예산 편성)이 2.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정은(2016)의 연구의 제
한점에서 언급된, 베트남 현지에서 AAC 상징을 활용한 중재 과정 중 베트남 문화에 적
합하지 않은 일부 상징들이 학생들의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맥락을 같이 한다고 분석되었다.

그림 7. 문항 <CSO를 통한 AAC 사업의 적용 가능성 정도>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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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한-베 장애인 재활센터 특수교사 대상 AAC 사용 사전 설문조사 및 사후 인터뷰 분석

아래는 한-베 장애인 재활센터 특수교사 대상 AAC 사용 사전 설문조사와 관련된 내
용이다.

1) 연구 목적
  베트남 현지 한-베 장애인 재활센터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봉사단 활동에 앞서서 
센터 내 아동과의 의사소통 현황과 AAC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 설문조사
로 진행되었다.

2) 연구 대상
  베트남 하노이의 한-베 장애인 재활센터의 특수교사 4명을 대상으로 양적 조사를 시
행하였다. 설문지 응답 교사의 인적 사항을 요약하면, 모두 여성이고 연령도 모두 
30~39세에 속해있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9년 이상 근무한 비율이 75%이고 나머지 
25%는 3년 미만의 근속연수를 보였다. 현재 직업과 센터에서 주요 활동으로는 모두 장
애 아동을 위한 업무를 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AAC 카드를 직접 사용
하고 적용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한-베 장애인 재활센터 특수교사 대상 AAC 사용 사전 설문조사 응답자 인적 사항

변인 세부   내용 빈도(명) 비율(%)

성별 남
여

0
4

0
100

연령 30~39 4 100
업무 연차 0이상 ~ 3년 미만

9년 이상
1
3

25
75

현재 직업 선생님 4 100

센터에서 주 활동

청각장애아들을 가르치다
장애아들을 가르치다
생활 기술 2반 담임으로 생활 기술, 셀프 서비스 기술, 의사소통 기술 등을 직접 
가르친다.



126 적정기술14권 2호
한밭대학교Ⅰ적정기술미래포럼

표 5. 한-베 장애인 재활센터 특수교사 대상 AAC 사용 사전 설문조사 센터 내 의사소통 현황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AAC의 인식과 관련된 김보민(2013)과 김혜영(2013), 이정은(2017), 

LE, BAO QUYNH THO(2019)의 선행연구와 도서 ‘한국 보완대체의사소통 평가 및 중
재 프로그램(김영태 외 3명)’를 참조하여서 연구자 4명이 작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30문항으로, 센터 현황 5문항, AAC 인식 실태 25문항으로 아래 표와 같이 작성하였다. 
 설문의 타당도를 위하여서 국문 내용은 베트남에서의 AAC 전문가교육 프로그램 시행 

변인 세부   내용 빈도(명) 비율(%)

담당 아동의 수

7명
9명
10명
14명

담당 아동의 장애 
유형(중복가능)

뇌성마비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중도 중복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0
2
2
1
1
0

0
50
50
25
25
0

담당 아동과의 의사소통 
방식

말
발성

제스처
수어 

보완대체의사소통(AAC)   

1
2
3
2
0

25
50
75
50
0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
단어 몇 개 정도만 겨우 알아들을 수 있다

절반 정도만 알아들을 수 있다
말이 조금 왜곡되었으나 알아듣는 데에는 문제없다

전혀 문제없다

0
1
1
1
1

0
25
25
25
25

의사소통 지원체계나 도구의 
필요성 인식 정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0
0
0
3

25
0
0
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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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구한 경험이 있는 AAC 전문가 1명의 자문을 구했다. 이후 설문지의 문항 구성을 
조정하고, 베트남어 번역 과정을 거쳤는데, 이는 하노이 국립외국어대학교 한국어 학부 
학생 2명과, 국내 및 베트남 거주 경험이 각각 9년과 30년 이상이며 토픽 Ⅱ 4급 자격
을 소지한 본 봉사단 단원을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표 6. 한-베 장애인 재활센터 특수교사 대상 AAC 사용 사전 설문조사 문항 구성

대범주 소범주 질문

센터 현황 현지 센터 실태

담당 아동 수(단답식)
대상 아동 주 장애 종류
주 의사소통 방식
의사소통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장애 아동 의사소통 지원 체계 및 도구의 필요도

AAC 
인식 실태

AAC 및 관련 사업 
인식

AAC 인식 정도
(AAC 인식 정도 긍정 응답 시) AAC 인식 경로
(AAC 인식 정도 긍정 응답 시) 접해본 AAC 유형
AAC 적용 대상
AAC 관련 지원 정책, 사업 접해본 지의 여부

AAC 사용경험

AAC 사용 여부
(AAC 사용 여부 긍정 응답 시) 사용한 AAC 종류
(AAC 사용 여부 긍정 응답 시) 사용 방식을 알게 된 경로
(AAC 사용 여부 긍정 응답 시) AAC 사용 시 가장 어려웠던 점
(AAC 사용 여부 부정 응답 시) AAC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

AAC 필요도

AAC 필요도
AAC 필요도의 원인
AAC가 필요 사용처
AAC의 예상되는 장점
AAC의 예상되는 단점

베트남 현지 AAC 
필요도 

및 적용 가능성

베트남 현지 AAC 필요도
베트남 현지 AAC 확대 관련 필요 지원 종류
베트남 현지의 AAC 적용 가능성 정도
적용 가능성의 긍정적 원인
적용 가능성의 부정적 원인

AAC 관련 인식(통념)

AAC는 언어발달에 방해가 된다.(5점 서열 척도)
AAC는 다른 모든 선택 가능한 것들을 먼저 시행해 보고 실패할 
시 고려하는 것이다.(5점 서열 척도)
AAC에 적합한 연령이 따로 있다.(5점 서열 척도)
AAC에 적합한 장애 유형이 따로 있다.(5점 서열 척도)
AAC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5점 서열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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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절차 및 자료분석
본 설문지는 구글 폼을 활용하여 시행되었으며, 한-베 장애인 재활센터의 특수 교사 

4명 전체의 응답을 받았다. 자료 분석은 주로 빈도 측정으로, 기술 통계를 사용하였다. 
표적 대상은 AAC 카드를 사용하게 될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담당 아동과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말로 한다가 25%, 발성이 50%, 제스처가 3명, 
수어가 2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통했을 경우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는 단어 몇 개 정도만 겨우 알아들을 수 있다가 25%, 절반 정도만 알아들을 수 
있다가 25%, 말이 조금 왜곡되었으나 알아듣는 데에는 문제없다가 25%, 전혀 문제없
다가 2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장애 아동에 따라서 교사별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
는 경우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한 센터 내에서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AC 지식 정도’에 대한 답변으로는 들어본 적 있다가 100%로 모든 교사가 AAC를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AAC 적용,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가 
25%, 그렇지 않다가 75%로 AAC를 적용 및 경험해 보지 않은 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용 경험이 없을 때의 응답 결과를 얻지 못하여서, 사용하지 못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할 수 없었지만, ‘AAC 사용 시 가장 어려웠던 점’의 질문을 통해서 
AAC 관련 자료, 경험의 부족이 50%, 도구 선택 및 사용에 대한 지식 부족이 50%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리하면, AAC는 센터 선생님들에게 상
대적으로 생소하고 낯선 도구였음을 알 수 있었다.
  ‘CSO를 통한 베트남 AAC 사업의 필요도’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가 각각 50%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결과와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지만, CSO를 통한 
베트남 내의 AAC 사업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현장의 교사들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
음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베트남 내 AAC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높다가 25%, 높다가 75%로 
대부분의 센터 교사들은 베트남 현지의 상황과 AAC를 접목시켜봤을 때 AAC의 활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었다.
  AAC의 인식 내지는 통념과 관련하여서는, ‘AAC는 언어발달에 방해가 된다’, ‘AAC는 
다른 모든 선택 가능한 것들을 먼저 시행해 보고 실패할 시 고려하는 것이다’, ‘AA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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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연령이 따로 있다’, ‘AAC에 적합한 장애 유형이 따로 있다’, ‘AAC는 일상생활에
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등 모든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50% 이상으로 AAC에 
대한 인식이 일부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림 8. 문항 <CSO를 통한 AAC 사업의 필요도>에 대한 응답

그림 9. 문항 <베트남 내 AAC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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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문항 <AAC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에 대한 응답

  아래는 한-베 장애인 재활센터 특수교사 대상 AAC 사용 사후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
이다.

1) 연구 목적

  베트남 현지 한-베 장애인 재활센터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AAC 
사용 후기 및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 연구 대상

  사전 설문조사와 동일하게, 베트남 하노이의 한-베 장애인 재활센터의 특수교사 4명을 
대상으로 양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인터뷰의 질문지는 AAC의 인식과 관련된 김혜영(2013), 이정은(2017), LE, BAO 
QUYNH THO(2019)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서, 국내 단원 6명이 함께 토의의 과정을 
거쳐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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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구 절차 및 자료분석

 사후 조사로는 더욱 풍부하고 구체적인 생각을 얻고자 질적 조사로 대면 인터뷰를 진
행하였다. 인터뷰는 베트남 현지 단원들이 현지 센터를 방문하여 이뤄졌으며, 4명의 교
사에게 각각 단독적인 공간에서 녹음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문 사항 6가지와 
답변은 아래와 같다.

표 7. 질문 ‘저희 팀이 제공한 AAC에 대해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표 8. 질문 ‘AAC 그림 상징과 관련된 개선 사항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참여인원 세부 내용

교사1 AAC의 장점은 장애 아동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이미지가 베트남의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사2 장점은 작고 가볍고 편리합니다. 다양한 상황의 장애 아동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그림이 여전히 눈에 띄지 않고 베트남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사3

이 AAC 책의 장점은 콤팩트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기 쉽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AAC  
키트를 정말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AAC 같은 툴킷도 있었지만 너무 커서 가지고 다니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베트남에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가 남아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한국 자원봉사팀이 제공한 사진이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커서 휴대하기가 
불편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AAC 세트는 굉장히 콤팩트해서 자주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교사4 이 AAC의 장점은 작고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은 주로 외국의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참여인원 세부 내용

교사1 장애 아동들이 최대한 빠르고 가깝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일러스트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2

VAAC가 있으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AAC를 적용할 때 베트남 생활과 관련된 
베트남의 조건과 상황에 적합해야 합니다. 한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장애 아동은 1채널 
이상 영상을 수신하고 1채널 이상 이미지를 처리해야 하므로 장애 아동이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VAAC 이미지가 있으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교사3 베트남에 친숙한 일러스트 세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사4
AAC 도구의 이미지는 외국 이미지를 사용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 이 이미지를 이해
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 아동이 많기 때문에 베트남에 맞는 그림 세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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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질문 ‘AAC 사용 후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에 대한 응답

참여인원 세부 내용

교사1
AAC를 사용한 후 장애 아동들은 AAC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능력, 셀프
서비스 기술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기술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교사2

사실 AAC를 적용하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자원봉
사자와 AAC를 적용하는 세션이 몇 번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른 이미지 
세트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장애 아동은 아직 AAC를 인식하지 못하고 AAC에 익숙해질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AAC를 장기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적용한다면 장애 아동들에게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3
이 AAC 도구를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좋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는 이 도구를 짧은 시간 동안만 사용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여전히   이 AAC 도구에 익숙
하지 않습니다.

교사4 아직 이 AAC를 사용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변화가 아직 없습니다.

표 10. 질문 ‘AAC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고민 중인 학습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참여인원 세부 내용

교사1
제 걱정은 그림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AC 삽화를 제공하는 링크나 웹사이트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2

AAC는 개인, 가족, 장애 아동 1명, 교사 1명에 대해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인원이 적어 
단체나 수업에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AAC를 사용하는 경우 그
룹을 소그룹으로 분리해야 하므로 인적 자원이 부족합니다. 이 AAC는 집에서 사용할 장애 
아동을 제공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3
제 걱정은 이 AAC 도구를 사용할 때 일부 어린이의 경우 여전히 말할 수 있지만 말 대신 
이 그림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AAC 도구는 주로 개인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반에는 학생이 많아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가르칠 인력이 부족합니다.

교사4
이 AAC 도구를 사용하는 데 고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가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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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질문 ‘활동이 끝나고 AAC를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참여인원 세부 내용

교사1 가장 가깝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베트남 장애 아동에게 AAC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교사2
저희는 계속 AAC를 사용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장애 아동들에게 많이 사용될 것입
니다. 센터에서 장애 아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장애 아동을 위한 AAC를 
제공하고 지도하여 AAC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교사3 저희는 이 AAC 도구를 계속 사용하고 이 AAC 도구를 적절한 아이들에게 적용하려고 노력
할 것입니다.

교사4 활동이 끝나고 AAC를 계속 사용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새로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AAC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표 12. 질문 ‘AAC를 어떤 부분에서 확대했으면 좋으시겠습니까?’에 대한 응답

참여인원 세부   내용

교사1
AAC가 개선되면 장애 아동이 일할 때, 식사할 때, 슈퍼마켓에 갈 때 등 모든 상황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에 AAC가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필수 AAC는 모든 곳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2
커뮤니티 곳곳에 AAC를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외출하며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표현하고자 하는 장애 아동은 정기적으로 적용되고 실천될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만 사용하면 AAC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교사3
특히 의사소통 능력을 상실한 뇌졸중 환자를 위해 커뮤니티에서 이 AAC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어린이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도 
이 AAC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4 AAC를 생활 곳곳에,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 차이로 인해 한국에서 제작한 일러스트
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미흡했으나, 포토바인더의 크기가 작아서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기에 편리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교사들
이 AAC를 인식한 뒤에 지역사회나 학교 등 생활 전반에 AAC가 적용된다면 장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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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한 것에 미루어서, 인식 개선 및 장애 인권 증진에 이번 프
로젝트가 기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전 설문조사에 속해있던 ‘AAC는 언어발달에 방해가 된다’, ‘AAC는 다른 모
든 선택 가능한 것들을 먼저 시행해 보고 실패할 시 고려하는 것이다’, ‘AAC에 적합한 
연령이 따로 있다’, ‘AAC에 적합한 장애 유형이 따로 있다’, ‘AAC는 일상생활에서 사용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등과 관련된 AAC의 통념과 관련된 질문에서 절반 이상이 부정
적으로 답했던 것과 비교하면, AAC를 직접 사용해 본 후에는 일상생활의 전반에 도입
되어야 한다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아 인식 변화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었다. 

6.4 WFK 청년중기봉사단 거버넌스 분야 AAC 프로젝트가 가지는 의미

  본 봉사단 프로젝트는 크게 2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 번째는, 봉사단 사업을 통해 한-베 장애인 재활센터 내 50여 명 장애 아동에게 
AAC 카드를 보급함으로써, 장애 아동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의사소통 권
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소셜미디어 및 현지 언론을 통하여 관련된 
인식 개선을 더욱 광범위한 범위에서 추구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본 봉사단의 활
동은 일차적으로는 AAC를 통한 현지 센터의 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 및 권리 향상
을 목표로 진행되었고, 사후 인터뷰의 내용처럼, 이에 따른 긍정적인 피드백 또한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봉사단의 프로젝트를 베트남 현지 언론을 통해 기사 및 뉴스의 형태로 
알린 활동은 베트남의 AAC,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데 효과
적이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두 번째는, 본 봉사단 사업은 한국 국제개발협력 수행기관인 KOICA에서 진행하는 
ODA 사업의 일환으로, CSO를 통하여 직접적인 형태의 AAC 관련 사업으로 진행되었
다는 점이다. 본 봉사단 사업은 CSO(지구촌나눔운동)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통하
여 현지 기반 네트워크와 관련된 한-베 장애인 재활센터, 기관 관련 전문가 등과 상대
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었다. 한편, 봉사단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베 장애
인 재활센터와 베트남 현지 단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베트남 현지에 필요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본 봉사단 활동의 주
요한 목적이었던 거버넌스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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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결론 및 제언

  SDGs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CSO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집행과 관련된 효과적인 행
위자로 판단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베트남의 CSO 활동 보장을 위한 기반은 미비한 
상황이다. CSO를 국제사회 내 책임 있는 실행 파트너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SDGs
의 내용과 함께, 현지 네트워크와 대상자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투명한 행정절차로 거버
넌스를 가능하게 하는 CSO의 역할은 베트남 현지에서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베트남은 2005년 원조 효과성에 대한 파리 선언 이후, 약속 이행을 위해 
구조와 프로세스 수립에 있어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서 다가왔다.48) 또한 베트남은 
2013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CSO와 관련된 법적 틀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하지만 
2017년, 공산당 당원들이 현지 지역 시민 사회의 발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
린 이후, 다수의 기존 CSO가 비활성화되었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현지의 CSO 등록 
수 등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베트남의 1인당 GDP가 증가하며 CSO를 
제한하는 등의 엄격한 규정과 함께, 이와 관련된 지원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
다.49)

  베트남은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장애 아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법에 직간접적으로 명시
되어 있는 AAC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베트남은 국외적으로는 UN
장애인권리협약(2014)과 아동권리협약(1990)에 가입하고, 국내적으로는 현지 장애인법
과 교육법 등을 구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빠르게 장애 아동 지원에 대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평가받고 있다.50) 이러한 법들에는 장애 아동의 의사 표현 환경 마련의 중요성
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UN장애인권리협약에는 제9조(접근성), 제21조
(의사 표현의 자유), 제24조(교육)의 내용에 걸쳐서 AAC 확대의 필요성이 나와있지만, 
현지의 AAC에 대한 실태는 미비한 실정이다.

48) Cox, M., Hanh, T. T., Hung, T., & Dinh, D. (2021). Paris Declaration/Hanoi core statement phase 2 evaluation: Vietnam 
country evaluation.

49) Nguyen, L. (2020). Guest article: Advancing CSOs' role in sdgs to protect marginalized communities in Viet Nam: SDG 
Knowledge Hub: IISD. IISD SDG Knowledge Hub. https://sdg.iisd.org/commentary/guest-articles /advancing-csos-role 
-in-sdgs-to-protect-marginalized-communities-in-viet-nam/ 

50) LE, BAO QUYNH THO. (2018). 구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베트남 특수교사의 의사소통 교육 경험 및 인식. 이화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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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슈마허의 ‘저개발국 성장의 관건은 경제가 아니라 문화이며, 
표준적인 생활이 아니라 삶의 질이다’라는 내용에 있어서, 본 논문은 ODA의 무조건적
인 경제적 투입보다 현지 주민과의 ‘문화적’ 맥락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될 수 있는 
‘CSO’를 통한, 의사소통 장애와 관련하여서 표준적이며 제한적인 기존의 지원 체계가 
아닌 장애인 각 개인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AAC’ 확대를 추구하는 사업을 살펴보고, 
현지 대학생 대상 AAC 및 CSO 인식 실태조사와 한-베 장애인 재활센터 특수교사 대
상 AAC 사용 사전 설문조사 및 사후 인터뷰를 분석하고, 프로젝트가 가지는 의미를 살
펴보았다.
  AAC 카드 보급 활동과 인식 개선 사업으로 나뉘어서 진행된 ‘한국과 베트남의 AAC 
발전을 위한 청년 활동’의 현지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중, 특히 CSO 사업을 통한 AAC 
확대의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필요도’로는 매우 그렇다가 
87.7%, 그러한 이유로는 의사소통 분야 장애인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현지 커뮤니티 협
력 증대와 장애인-비장애인 소통 환경 마련을 위한 주민의 직간접적 참여 확대가 모두 
41.1%로 가장 높게 나왔다. 또한 이를 위한 확대 필요 분야로는, 공공기관 및 시설이 5
점 서열 척도 전체 중 75.3%의 5점 비율을 받으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CSO를 통한 
AAC 사업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78.1%로 상대적으로 높
게 나왔으며, 이로 인한 예상되는 장점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존 정부의 장애인 관련 사
업의 협력 및 확장이 41.1%로 가장 높게, 예상되는 단점으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상
징 탐색 및 보급의 어려움이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지 장애인 재활센터 특수교사 대상의 사전 설문조사와 사후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CSO를 통한 베트남 AAC 사업의 필요도’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필요하다, 필요
하다가 각각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베트남 내 AAC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
에는 높다가 75%로 나타났다. 사후 인터뷰 중 AAC와 관련하여서 고민이 되는 부분으
로는 AAC를 가르칠 인력이 부족하며, 그림 상징이 베트남의 문화와 맞지 않다는 부분
이 언급되었다.
  이에 근거한 향후 CSO를 통한 AAC 사업 확장 방향성을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현지 대학생 설문 중 CSO를 통한 AAC 사업의 예상되는 단점과 관련된, 베트
남 현지 문화를 고려한 상징 개발이다. 현지 대학생 설문 중 ‘AAC 사업의 예상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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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대한 답변으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상징 탐색 및 보급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 프로젝트에서의 AAC 상징은, 한국형 AAC 상징(KAAC)을 그대로 혹
은 수정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었는데, 이후 특수교사 사후 면담에서 이를 이해하기 어렵
다는 피드백을 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향후 AAC 상징 개발 시 현지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상징 개발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로, 동 설문 중 CSO를 통한 AAC 사업의 확대 분야와 관련된, 공공기관으로의 
확대이다. 본 봉사활동은 활동의 효율성과 관련하여서, 소속 기관과 직접적인 업무 협약
을 맺은 현지 장애인 재활센터와 연계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었다. 하지만 대학생 설문
조사와 특수교사의 사후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사회 전반에서 AAC 적용의 
필요성을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적용에 있어 CSO가 가지는 거버넌스적 
측면의 긍정적 영향으로 향후 관련 공공기관에 제안을 하는 방향으로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로, 특수교사 대상 AAC 교육 환경 개선 및 역량 강화이다.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도 CSO를 통한 AAC 사업 지원 필요 분야로 특수교사 지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을 
만큼 특수교사의 교육 환경 개선은 이러한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효과적인 교육은 선생님이 수업을 계획, 준비하고 지도를 준비할 
수 있음에서 온다.51) 이에 CSO가 현지 장애인 센터와 협력하여 AAC의 중간 전달자 역
할의 특수교사 교육을 지원한다면, AAC의 인식 확대로 효율적인 현지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의 교육 환경도 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CSO를 통한 AAC 사업의 형태로, 베트남 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진 장
애 아동의 의사소통의 능력 및 권리 증진을 추구하고자 진행되었다. 현지 대학생 설문조
사와 특수교사의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이러한 형태의 보급은 장애 인식 및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현지 네트워크 내에서 대상자의 소속감과 신뢰감을 기반으로 유연
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본 프로젝트가 이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가 되어서, 국제
개발협력 차원에서 CSO와 AAC가 결합된 형태의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서, 개발도상국에 

51) Nougaret, A. A., Scruggs, T. E., & Mastropieri, M. A. (2005). Does teacher education produce better special education 
teachers?. Exceptional Children, 71(3), 21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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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장애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정당한 자신의 의사
소통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베트남,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AAC(보완대체의사소통), 국제개발
협력, 장애인, CSO를 통한 ODA,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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