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저널

Journal of Assistive Technology
2008, 제2권 1호, pp. 1~12

보조공학 적용의 활성화를 위한 국외의 사정 도구 탐색
남윤석
위덕대학교 특수교육학부

< 초

록 >

이 연구에서는 보조공학 적용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의 보조공학 사정 도구들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21개의 보조공학 사정 도구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조공학의 활성
화를 위해서는 보조공학을 적용하려는 시도와 보조공학의 적용 결과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점검해볼 수
있는 보조공학 사정 도구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보조공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조공학의
적용과 사정이 보조공학의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고, 소비자의 기능적인 결과, 만족도, 삶의 질 등의 소비자
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보조공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장면에서의 보
조공학 적용과 사정이 촉진되어야 한다.
<주제어> 보조공학, 사정 도구, 특수교육

1. 서론
지난 20여 년 동안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에 놀랄 정도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
데, 이러한 변화들의 대부분은 새로운 공학의 덕택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한성희, 2002). 미국
에서는 1998년 보조공학법(Assistive Technology Act, PL 105-394)의 제정을 계기로 보조공학 장치와 서
비스가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보조공학을 교육에 활용
해야 한다는 전망을 밝히고 있으며(교육인적자원부, 2003; 국립특수교육원, 2000), 보완 대체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보조공학에 관한 연구들(국립특수교육원, 2003)과 보조공학을 교육에 활용하는 연구들이 산
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2008년 5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도 제28조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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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항에 각 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각종 보조공학 기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보조공학 적용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말해
주는 것이며, 특수교육공학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보조공학 적용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
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보조공학 적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과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하겠는데, 보조공학 적용의 시발점이 되는 보조공학의 사정에 관한 연구가 우선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
다. 이미 보조공학의 적용이 체계적이고 활성화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국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조공학
의 사정 도구들에 관한 분석 연구는 가장 기초적인 연구 내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보조공학의
적용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못한 국내 실정에서 보조공학의 전체 시스템을 체계화하는데 여러 가지 시사
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조공학 적용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이용되고 있는 국외의 보조공학 사정 도
구들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보조공학 사정 도구의 탐색
보조공학 사정 도구들을 안내하고 분류하는 4개의 선행 연구물을 탐색하였다. 이들은 각기 다른 관
점에서 보조공학 사정 도구들을 선정하여 분류하거나 소개하고 있다.

2.1 ATRC의 보조공학 사정 도구 탐색
ATRC(Adaptive Technology Resource Centre)는 타당하고 신뢰롭고 의미 있는 보조공학 성과 측정 도구

들을 개발, 평가, 적용하는데 노력해 온 웹사이트(http://www.utoronto.ca/atrc/reference/atoutcomes/)이다.
ATRC에서는 이러한 도구들이 보조공학 실행가들에게 서비스의 비용 효과성을 결정하고, 제공하는

보조공학의 가치를 재고, 최선의 공학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ATRC에
서는 보조공학 성과 측정 도구를 구체적 성과 측정 도구와 일반적 성과 측정 도구로 나누어 12개의 사
정 도구를 소개하고 있다. ATRC에서 밝히고 있는 이들 보조공학 성과 측정 도구들의 특성을 정리해 보
면, 표 1과 같다.

2.2 Cook과 Hussey의 보조공학 성과 측정 도구 탐색
Cook과 Hussey(2002)는 기능적 결과, 소비자 만족도, 삶의 질을 기준으로 보조공학 성과 측정 도구

들을 구분하였다.
보조공학 실행가들의 관심은 장애를 경감시키고 개인의 기능적인 상태를 최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공학 장치의 사용과 관련된 기능적인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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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적 결과 측정 도구로는 FIM와 OT FACT가 소개되었다.
소비자 만족도란 보조공학 시스템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한 정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라고 정의
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 만족도를 기준으로 하는 보조공학 성과 측정 도구로 COPM과 QUEST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보조공학 장치와 서비스가 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들을 근거로 하여 삶의 질
을 보조공학 성과 측정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삶의 질을 기준으로 하는 보조공학 성과 측정
도구로 PIADS와 MPT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이 사례로 제시한 6개의 측정 도구들을 세 가지 기준에 따
라 간략하게 설명하면, 표 2와 같다.

표 1. ATRC에서 밝히는 보조공학 사정 도구들의 특성
구분

측정 도구

측정 도구의 특성

이 도구는 사회경제적 평가와 효과성, 비용 효과성 문제를 포함
하는 보조공학과 서비스의 종합적인 사정을 위한 방법 개발에
EATS(Efficiency of Assistive Technology and Services)
목적이 있으며, 주변의 사회적 가치와 목적-사용자 기호와 삶의
질을 포함하는 홀리스틱 접근을 취한다.
이 도구는 AAC와 AW(쓰기)장치 사용의 언어적 요인과 비언어
적 요인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언어
LAM(Language Activity Monitor)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 LOMEC(Lincoln Outcome Measurement for
이 도구는 환경조절장치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조공학 Environmental Control)
성과측정
이 도구는 공학 사용자의 주변 환경, 개인의 특성과 기호, 공학의
도구 MPT(Matching Person and Technology
기능과 특징을 설명하는데 쓰이는 일련의 도구들(소비자 성향과 공
assessment)
학 사용의 성과에 대한 자기보고식 체크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PIADS(Psychosocial Impact of Assistive Devices
Scale)

이 도구는 재활 생산품이 삶의 질에 끼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
한 것이다.

이 도구는 폭넓은 공학 장치의 사용자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구조화되었으며 표준화되었다. 만족도의 개념은 보조공학 장치(8
항목)와 서비스(4항목)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자기보고식
이나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진다.
ASHA s FCM
이 도구는 심각한 장애를 나타내는 1수준에서 보통의 제한을 의
미하는 7수준까지의 7점 척도로 기능적인 변화를 측정하도록 되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어 있다. 기능적인 규준에서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설명함으로써
Association's Functional Communication
사용자의 진보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다.
Measures)
이 도구는 시간에 따른 작업 수행에서의 환자의 자기 지각 변화
COPM(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를 탐색하기 위해 작업치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안된 개별
Measure)
화된 측정도구이다.
일반적
이 도구는 보조공학의 비용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수
보조공학 Elementi di analysi costi-benefici
성과측정 (Cost-Benefit Analysis of Assistive Technology) 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도구
이 도구는 환자의 수행, 습관, 역할, 의지, 흥미, 환경을 알아보
OSA(Occupational Self-Assessment)
기 위한 자기보고식 평가 도구이다.
이 도구는 작업 치료의 기능적 사정 자료와 성과에 관한 자료를
OT FACT(Occupational Therapy Functional Assessment
수집하여 표준화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프트
Compilation Tool)
웨어이다.
SIVA Research Activities(Including the SIVA
이 도구는 보조공학 비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Cost Analysis Instrument)
QUEST(Quebec User of Evaluation of
Satisfaction with Assistiv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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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Cook과 Hussey(2002)가 밝히는 보조공학 성과 측정 도구들의 특성
구분

기능적
결과

소비자
만족도

측정 도구

측정 도구의 특성

FIM(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이 도구는 기능적인 독립성 측정하는 것으로, 신변자립, 대소변 관리, 이동, 운동, 의
사소통, 인지의 하위영역에서의 18항목으로 개인 수행을 측정한다. 7점 척도로 지원
이나 보조공학이 필요치 않을 경우에만 7점 만점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OT FACT(Occupational
Therapy Functional
Assessment Compilation
Tool)

이 도구는 개인의 전체적인 수행을 사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안되었다. 3분 척도인
데, 결함 없으면 2점, 부분적인 결함에 1점, 전체적인 결함에 0점을 부여하며, 1점을
받는다면 더 세부적인 문항으로 분기하도록 되어 있다.

COPM
(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이 도구는 개인의 기능적인 수행과 개인적 선호도와 점수에서의 만족도를 포함하고
있다. 기능적 이동성(이동, 실내, 실외), 조용한 오락(취미, 공예, 독서) 등과 같은 영
역에서의 개인의 기능 수행을 평가하게 된다.

이 도구는 만족도를 평가할 때 이해하기 쉽고 보조공학 제공자가 사용하는데 쉽도록
QUEST(Quebec User of
구안되었다. 검사에 30분이 소요되며, 일반적인 정보 질문지(환경, 사용자의 특성,
Evaluation of Satisfaction
보조공학의 특성), 만족도 사정(27가지 변인), 요약지(해석과 자료의 이용에 활용)의
with Assistive Technology)
세부분으로 되어 있다.
PIADS(Psychosocial
Impact of Assistive
Devices Scale)

삶의
질

이 도구는 보조공학이 사용자의 삶의 질에 끼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26문항의 자기보고식 설문지이다. 세 개의 하위 영역(능력, 적절성, 자기존
중감)으로 구성되었으며, -3(최고로 부정적인 영향)에서 +3(최고로 긍정적인 영향)까
지의 점수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둘 다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이 도구는 보조공학 장치 포기와 관련된 요인들을 알아보고, 보조공학 사용이 삶의
질에 끼치는 전반적인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면적인 도구이다. 환경 영역, 개인
MPT(Matching Person and
영역, 공학 요인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환경 변인에서는 보조공학 포기와
Technology Assessment)
같은 특성들(목표, 기술, 능력)을 가진 것으로 측정될 수 있지만, 개인과 공학에서는
최적의 사용자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2.3 Gelderblom과 de Witte의 보조공학 성과 사정 도구 탐색
Gelderblom과 de Witte(2002)는 경제적인 압력, 소비자 중심주의 증가, 비용과 관련된 질에 대한 관

심의 증가 때문에 보조공학 성과의 사정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보조공학
성과 측정 도구를 탐색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보조공학에 들어가는 자원의 양을 합리적으로 되도록 촉구하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요구를 충족시
킬 수 있다.
제공된 표준화된 설명을 통해 독자들은 일반적인 각 도구의 구체적인 조건과 유용성에 따라 적용가
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보조공학 사정 도구에서 얻어진 자료 사이의 대조를 통해 표준화된 도구의 사용을 조장할
수 있다.
기존의 도구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도구의 개발을 위한 영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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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Gelderblom과 de Witte(2002)가 밝히는 보조공학 측정 도구의 주된 개념과 특성
측정 도구 주된 개념
EuroQol
and PIRS

삶의 질

측정 도구의 특성
이는 보조공학 장치의 재활 성과 측정을 기초로 우선순위를 사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다. 표준
화된 EuroQol, 이동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문항, 문제해결척도(PIRS)로 되어 있다.

IPPA

이 도구는 보조공학 사용자가 해결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된 문제의 범위를 사정하는데 일반적
개별적 목표 으로 이용될 수 있다. 서비스 전달 과정의 초기에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는 활동을 확인한
후, 보조공학을 도입한 몇 개월 후에 다시 똑같은 활동을 체크한다.

Life-H

이 도구는 일련의 생활 습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어려움의 수준과 지원의 수준에 기초하여 장애인
의 사회적 참여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신변처리, 이동, 직업 활동 등의 생활 습관은 개인적인 요
사회적 참여
인과 환경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데, 보조공학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를 촉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개념적 모델에 근거를 둔다.

MPT

이 도구는 소비자의 장점/능력, 필요/목표, 선호도, 심리사회적 특성, 기대하는 공학의 잇점을 평가
사람과 공학
하는 사람 중심의 측정 과정이다. 공학의 사용 상황을 일반적인, 지원적인, 교육적인, 작업장, 건강
사이의 맞춤
보호로 구별하여 놓고 있다.

OT FACT 기능적 수행

이 도구는 보조공학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몇 가지 독특한 전략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자료
수집 시스템이다.

PIADS

이 도구는 보조공학 장치가 개인의 기능적인 독립성, 행복, 삶의 질에 끼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
심리-사회적 한 것이다. 능력, 생산성, 유용성, 수행, 독립성과 같은 주제를 포함하는 능력, 참여 능력, 변화의 수
영향
용 의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열망, 기회의 잇점을 살리는 능력을 포함하는 적용가능성, 자기존
중, 안정감, 통제감, 자기 확신과 같은 자기존중감의 세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QUEST

이 도구는 장치와 서비스의 두 요인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12항목의 성과를 측정
사용자의 한다. 소비자의 만족도는 편리성, 무게, 견고성, 수정, 사용의 간편성, 크기, 효과성, 안전성의 장치
만족도 영역과 전달, 전문적인 서비스, 추수지도, 수리의 서비스 영역이 함께 고려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된다.

SCAI

비용

이 도구는 보조공학 사용의 상태를 점검하는데 쓰인다.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①개별적인 보조공
학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명하고, 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중재의 순서와 시기를 결정하며, ③각
보조공학 해결책을 위한 비용 산출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Gelderblom과 de Witte(2002)는 8개의 사정 도구를 밝히고 있으며, 각각의 사정 도구에서 쓰이는

주된 개념을 밝히고 있다. Technology and Disability(2002)에는 Gelderblom과 de Witte(2002)의 연구
에 뒤이어, 각 사정 도구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다룬 8개 연구가 수록되어 있다. 각 측정 도구들의 주
된 개념과 특성을 간략히 소개하면, 표 3과 같다.

2.4 교육 장면에서 쓰일 수 있는 보조공학 사정 도구들
Bromley(2001)는 교육 장면에서 쓰일 수 있는 보조공학 사정 도구들로 다섯 가지 모델(MPT, LAP,
SETT, ETP, WATI)을 제안하고 비교하였다.

2.4.1 MPT(Matching Person Technology)
MPT 모델은 적절한 보조공학의 결정에 사용자의 기대, 기호, 배경, 가족과 환경의 영향, 경제적 요

인을 고려하였다(Institute for Matching Person Technology, 1999). 사용 또는 비사용의 판단을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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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성들이 있으며, 더 나은 맞춤을 위해 환경, 사람, 공학의 수정 방법이 개발되었다.
MPT는 장애 성인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설문지를 사용하여 사정되는 세 개의 주요한 요인

들(환경, 사람, 공학)이 있다. 환경은 보조공학이 사용될 장면의 특성에 초점이 있다. 사람 요인은 사용
자의 개인적 특성과 기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학 요인은 공학 자체의 구체적인 특성에 초점이
있으며, 디자인 요인과 기금을 포함한다.
MPT는 평가 과정에서 6가지 사정 양식을 제공한다. MPT 모델의 양식은 공학이 사용자에게 유용한

지를 판별한다. 공학 사용 조사지는 개인의 공학에 대한 기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보조공학장치
성질 사정은 신체적인 능력, 삶의 만족도, 장애에 대한 느낌, 기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학령기 학
생을 위해 교육적 공학 성질 사정이 이용될 수 있는데, 학생의 특성, 교육 목표,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 작업장 공학 성질 사정은 채용을 방해하는 영역과 직업 장면에서의 새로운 공학의 적절한 이
용에 대해 판별한다. 건강 보호 공학 성질 사정은 건강 보호의 필요를 말하며, 개인의 특성, 고려해야
할 공학의 특성, 태도를 포함한다.
MPT 과정에서 이용하는 궁극적인 성과는 너무 빨리 폐기되지 않는 적절한 보조공학 장치를 선택하

는 것이다.

2.4.2 LAP(중증‧중복 장애인을 위한 Lifespace Access Profile)
중증 중복 장애인을 위한 LAP는 “전체적인 공학 활용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를 지시하는 사용자 중
심의 팀에 기초한 관찰 수집”을 제공한다(Williams, Stemach, Wolfe & Stanger, 1995).
LAP의 대상은 주로 중증의 장애인이다. LAP는 다섯 가지 영역(신체적 자원, 인지적 자원, 정서적 자

원, 지원 자원, 환경적 분석)에 걸쳐 개인의 현재능력을 평가하는 사정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적 자원 영역에서는 개인의 일반적인 건강, 이동 지원, 스위치 접근을 위한 신체 위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인지적 자원은 원인-결과의 이해와 의사소통 기술의 능력을 말한다. 정서적 자원은
강화제, 산만함, 변화에 대한 인내에 관한 정보가 수집된다. 지원 자원은 가족구성원과 전문가들이 보조
공학 실행을 위해 적당한 훈련과 시간을 낼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환경적 분석은 환경에 따른 개인의
참여 수준과 이러한 환경 안에서 보조공학의 사용을 탐색하는 것이다.
LAP의 성과는 LAP의 형식인 “자원 개발 우선순위”이다. 이러한 우선순위로부터 IEP/IFSP의 목적

은 보조공학과 통합되어 확인될 수 있다.

2.4.3 SETT(Student, Environments, Tasks & Tools)
SETT는 “효과적인 보조공학 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 수집의 안내서”이다(Zabala, 1998). 구조는 네

개의 영역(학생, 환경, 과제, 도구)으로 되어 있으며, 학생 필요에 맞는 도구들에 관한 연구를 촉진한다.
SETT의 대상은 장애학생이다. 네 가지 요인(학생, 환경, 과제, 도구)에 관한 일련의 물음으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한다. 첫 번째 요인인 학생은 능력과 필요를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인 환경은 교실

보조공학 적용의 활성화를 위한 국외의 사정 도구 탐색 7

안의 물리적 환경과 교수적 환경 둘 다를 말한다. 세 번째 요인인 과제는 학생 수행에 필요한 활동과
수행에 장벽이 되는 활동들을 말한다. 네 번째 요인인 도구는 보조공학 장치와 서비스 둘 다를 말한다.
의도한 성과는 학생, 환경, 과제와 환경 안에서 과제를 성취하는데 이용하는 공학을 적절히 맞추는
것이다.

2.4.4 ETP(Education Tech Points)
ETP는 개별 학생의 보조공학 필요에 맞는 결정을 하고 보조공학 서비스를 폭넓게 평가하고 개선하

기 위해 학교에 도움을 주는 도구이다(Reed & Bowser, 1998). ETP는 팀 구성, 효과적인 지원 공학
서비스 전달의 구성요소, 시스템 변화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정
양식이 또한 제공된다. 이 모델의 특성은 6가지 공학 포인트에 있다. 각각의 공학 포인트는 특수교육
서비스의 계획과 준비 과정에서 보조공학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구체적인 시각을 밝혀준다.
공학 포인트 1. 의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학생을 확인하는 과정을 시작한다.
공학 포인트 2. 평가, 평가 과정에서 학생이 보조공학을 필요로 하는지와 교육과정 수정의 일부로서
보조공학을 필요로 하는지를 고려한다.
공학 포인트 3. 확장된 사정, 하나 이상의 보조공학 장치를 가지고 일정기간 시도해 본다.
공학 포인트 4. 계획 개발, 지원 공학이 IEP/IFSP의 개발에서 고려되도록 문서에 포함시킨다.
공학 포인트 5. 실행, 학생 훈련, 스텝 훈련, 장비 관리의 세 가지 결정적인 영역을 확인한다.
공학 포인트 6. 정기적인 검토, 팀은 실행 자료를 검토하여 변화(교체)가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ETP 과정은 각 공학 포인트에서 성과를 만들어낸다. 궁극적인 성과는 학생이 교육과정 접근에 필요

하고 IEP/IFSP의 목적과 목표에 맞는 보조공학 장치와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2.4.5 WATI(Wisconsin Assistive Technology Initiative)
WATI의 목적은 종합적이고 면밀한 보조공학 사정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조공학에 대한 학생의

필요 사정: 학교구 팀을 위한 자원 매뉴얼(WATI, 1998)이 여기에서 논의될 것인데, 이를 일반적으로
“WATI”라고 부른다.
WATI의 목표는 학령기 장애학생들과 학교구이다. 이 모델에서는 10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과정과 구

체적인 안내를 제공한다. 세션 1은 보조공학 사정과 계획 과정의 개관을 제공한다. 세션 2는 보조공학
사정 묶음으로 WATI 모델에서 개발된 모든 양식을 제공한다. 세션 3은 쓰기와 컴퓨터 접근을 위한 보
조공학을 다룬다. 세션 4는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공학으로 세 개의 주요 집단(대안적인 언어 집단, 표현
적인 언어 집단, 지원적인 언어 집단)으로 나누어 다룬다. 세션 5는 학문적 영역의 수정을 위해 읽기,
학습, 수학을 위한 보조공학이 함께 묶여져 있다.
세션 6은 일상생활의 여가, 레저, 활동과 환경 조절을 위한 보조공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세션
7은 자세잡기와 앉기를 위한 공학을 포함한다. 세션 8은 시각과 청각을 위한 보조공학을 다룬다. 세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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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IEP 목적과 목표의 사례로 IEP에서의 쓰기 보조공학을 다룬다. 세션 10은 보조공학 법과 자금에
관한 정보를 다루며, 자금 자원과 법적인 규정과 정책을 포함한다.
WATI 사정 과정의 성과는 IEP에서의 보조공학의 고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학생이 교육과정

접근에 필요하고 IEP/IFSP의 목적과 목표에 맞는 보조공학 장치와 서비스를 받는 것에 초점이 있다.
Bromley(2001)는 이들 다섯 가지 모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다섯 가지 모델을 모두 궁극적인 목적을 개인의 필요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보조공학을 맞추

는데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모든 모델은 공학을 필요로 하는 개인, 환경, 과제를 탐색하고 사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각 모델은 또한 사정 과정을 강조한다. 다학문적 협력 팀 접근은 모든 모델에서 가
장 강조하는 것이다. 그들 모두는 또한 생태학적이고 기능적인 사정 접근을 따른다. SETT, ETP, LAP,
WATI는 주로 학교 장면 안에서의 보조공학 사정을 위해 고안되었다. SETT와 LAP 프로그램은 ETP와
WATI보다 성인과 학교 외 장면을 위해 수정되기가 쉽다. 어떻게 보면, 이들 모델들의 비교 분석은 소문

난 사과와 오렌지의 비교처럼 약간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세분하여 평가해보면, 그들은 각기 다른
구체적인 특성, 장점,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을 합치면 좋은 샐러드가 될 수 있다.”

3. 결론
보조공학 적용의 활성화를 위해 국외의 보조공학 사정 도구들을 살펴보았다. 4개의 선행 연구물에서
21개의 보조공학 사정 도구들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들은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 있었다. 보

조공학 사정 도구들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비용 효과성, 기능적인 결과, 사용자 만족도, 삶의 질, 교육
장면에서의 적용으로 종합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앞서 검토한 보조공학 사정 도구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비용 효과성의 측정 도구로는 EATS, SIVA, Elementi di analysi costi-benefici, SCAI의 4개이다.
기능적인 결과 측정 도구로는 FIM, OT FACT, LAM, IPPA, LOMEC, ASHA's FCM의 6개이다.
사용자 만족도 측정 도구로는 COPM, QUEST, OSA의 3개이다.
삶의 질 측정 도구로는 PIADS, MPT, EuroQOL and PIPS, Life-H의 4개이다.
교육 장면에서의 측정 도구로는 MPT, LAP, SETT, ETP, WATI의 5개이다.
이들 각각의 사정 도구들 모두가 위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
어, MPT 사정 도구의 경우에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이면서도, 교육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다. 그러나 측정 도구들은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주된 목적이나 개념에 따
라 분류되어질 수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보조공학 사정 도구들의 분류와 탐색을 토대로 국내 보조공학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보조공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조공학을 적용하려는 시도와 보조공학의 적용 결과를 체계
적이고 과학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보조공학 사정 도구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보조공학이
아직 확산되지 못한 국내의 현실에서 보조공학 적용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보조공학의 결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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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자칫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보조공학의 적용 결과를 점검하는 일은 이를
시도하는 관계자들에게 보조공학 장치 및 서비스의 적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보조공학
적용의 마지막 단계이면서도 보조공학 적용의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조공학의 적용은 보
조공학의 의뢰에서부터 보조공학의 성과 사정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보조공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조공학의 적용과 사정이 보조공학의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
고, 소비자의 기능적인 결과, 만족도 삶의 질 등의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조공학 장치
와 서비스의 토대가 갖추어지지 않은 국내 현실에서 보조공학의 적용과 사정은 자칫 보조공학 장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보조공학 장치를 중심으로 한 적용과 사정은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기능적인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없으므로, 보조공학의 활성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적인 보조공학 장치라 하더라도 소비자를 중심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기
능적인 결과, 만족도,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한 보조공학의
적용과 사정은 보조공학 장치와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행 재정적인 지원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보조공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장면에서의 보조공학 작용과 사정이 촉진
되어야 한다. 보조공학에 관한 연구가 언어 치료나 작업 치료와 같은 치료적인 장면에서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고, 특수교육공학의 측면에서 교육적인 장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치
료나 교육의 구체적인 장면(예, 국어 수업에서의 쓰기 활동 장면)에서 보조공학이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촉진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비용 효과성이나 소비자 만족도, 삶의 질을 측정하는 사정
도구의 내용을 포괄하며, 구체적인 상황이나 장면에서 보조공학의 기능적인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
체적인 보조공학 사정 도구가 함께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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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research of assistive technology assessment tools from abroad.
The total sample is 21 assessment tools in 4 artic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sistive technology assessment tools need be developed to active assistive technology application.
The purpose of these tools are to systematically and scientifically measure outcome of assistive
technology. Second, application and assessment of assistive technology need be centered consumer.
And assistive technology assessment tools need be considered costs of assistive technology, functional
outcome, satisfaction of consumer, and quality of life. Third, application and assessment of assistive
technology need be appeared in concrete situation(ex, writing) and place(ex, classroom).
<Keywords> Assistive Technology, Assessment Tools, Special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