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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장애학생에게 보조공학은 학교 학습 및 일상생활에서 능력을 개선, 유지, 확대
시켜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특히 통합교육의 경향으로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비중이 높아지고 재학생 또한 중증화되어 효과적인 보조공학의 지원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보조공학 활용 실태, 특수교사의
인식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학급 보조공학지원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D광역시 소재 70명의 특수학급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고, 2개의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약 10%가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였고, 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이 보조공학기기를 선정하
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둘째, 특수학급교사는 보조공학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
해서는 인식하지만, 학급의 장애학생이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편이었다. 셋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보조공학 관련 업무가 보다 효율적
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및 예산의 확충 등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이
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보조공학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보조공학, 초등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급교사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학생에게 보조공학의 제공은 학교 학습 및 일상생활에서 기능적인 능력의
개선, 유지, 확대를 통해 참여기회를 신장시키고 독립성을 향상시켜 학교 학습 및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장애학생에게 있어 보조공학은 꼭 필요함과 동
시에 이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도
보조공학기기의 제공을 특수교육관련서비스로 지정하여 장애학생들의 학교 학습

학습전략중재연구 [제4집 1호 2013]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에서 가장 큰 이슈는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증가이다. 이
로 인하여 2012년 현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약 70.7%가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
교의 특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고, 이 중에서도 초등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이 가장 많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에 따라 특수교육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중요성과 역할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에 기초하여 여러
특수교육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합교육이 증가됨에 따라 과거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서비스를 받았던 중증장
애학생의 경우도 요즘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취학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의 제공
과 더불어, 이들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의 경향으로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비중이 높아지
고, 재학생 또한 중증화되어 보조공학기기 제공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지
만, 현재 장애학생의 보조공학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보조공학
관련 선행 연구의 경우에도 보조공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교육청의 특수교
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일반학교 특수학
급 장애학생의 보조공학기기 활용 실태와 특수교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보조공학 관련 정책 수립 및 교사
교육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의 경향으로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특수학급
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교 학습 및 일상생활 지원에 꼭 필요한 보조공
학기기 활용 실태와 이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는 조사연구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보조공학기기 활용 실태에 대해 파악한다.
둘째,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보조공학기기 활용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
식을 파악한다.
셋째,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학급 보조공학지원에 대한 실태를 파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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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보조공학의 필요성
보조공학은 장애인들의 기능성을 유지, 향상, 개선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보
조공학기기(assistive technology devices)와 이의 사용을 지원하는 보조공학 서비
스(assistive technology service)를 제공하는 방법과 기술이다. 보조공학기기란 장
애인이 과제나 작업을 그것이 없으면 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쉽고 빠르고 나은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등 장애인의 기능적인 능력들을 개선, 유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
는 도구나 물품 및 생산 시스템을 말하고, 보조공학서비스란 보조공학기기를 선택, 획득,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보조공학기기는 주요
속성 및 특징에 따라 첨단공학기기(high technology devices: 예-컴퓨터, 브레일 한소네
등), 일반공학기기(medium technology devices: 예-휠체어, 비디오 등), 기초공학기기
(low-technology devices: 예-식사보조용품, 경사로 등), 무공학(no-technology: 예-물리치

료, 작업치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보조공학이 활용되는 유형에는 ①기초생활 지원, ②의사소통지원, ③신체지지 및 자세
유지 지원, ④이동과 움직임 지원, ⑤감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⑥환경적응 지원, ⑦교수․
학습지원, ⑧컴퓨터 사용 지원, ⑨여가활동 지원, 
주택 및 직장환경 개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보조공학을 활용하면 장애학생의 학습활동 향상, 통
합교육의 기회 확대, 장애에서 기인하는 부정적인 영향의 최소화 및 개인 능력의
확대를 통한 독립성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보조공학의 활용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기초진단, 보조공
학기기의 선정 및 적용, 보조공학 사용의 평가 및 관리 등의 보조공학 전달체계에
기초해야 장애인의 요구에 적합한 보조공학을 선택․활용할 수 있다.

2. 장애학생 보조공학 지원 관련 정책(법률)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
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
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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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
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
공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6조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교육감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
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 보조공학기기 지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법> 제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
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
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
여야 한다.
제16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
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

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라. 2011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사업과 역할
▪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지원 강화: 향후과제: 지역규모와 여건에 따는
특수교육지원센터 표준모형 개발 및 보조공학지원시스템 구축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향후 과제: 보조인력의 다양화, 통학지원, 학습
보조기기,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개별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관련서비스 제공
▪ 특수교육정보와 사업 - 향후 과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
한 학습보조도구 및 보조공학기기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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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특수학급학생의 보조공학기기 활용실태와 특수교사의 보조공학에 대한
인식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연구의 대상은 첫째, D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특수학급교사와 둘째, D광역시의 지역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 업무 담당교사이다.
먼저 특수학급학생의 보조공학기기 활용실태와 특수교사의 보조공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D광역시의 4개 지역교육청 별로 각 25개씩의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임
의표집하여 특수교사 각 25명씩 총 100명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 2일부터 11월 16일
까지 전자우편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배포한 설문지 100부 중 74
부를 회수(회수율 74.0%)하였으며, 이들 중 응답이 불성실한 4부를 제외하고 최종 70
부를 결과처리 하였다. 연구대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연구대상 정보

특수교육경력
보조공학 관련
연수 유무
대학에서
보조공학 관련
과목 수강
유무

5년 미만
17(24.3)

빈도(%)

5-10년

11-20년

13(18.6)

21(30.0)

21-30년

계

19(27.1)

70(100.0)

예

아니오

계

5(7.1)

65(92.9)

70(100.0)

예

아니오

계

37(52.9)

33(47.1)

70(100.0)

특수학급교사의 특수교육경력은 11-20년이 30.0%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1-30
년(27.1%), 5년 미만(2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조공학 관련 연수 유무에서
는 연수를 받지 않은 특수교사가 92.9%로 나타나, 대부분의 특수학급교사가 연수
를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대학에서 보조공학 관련 과목은 52.9%의 특수학급
교사가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
구에 참여한 대상은 D광역시의 2개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 업무
담당교사 2명으로, 2012년 11월 7일과 11월 14일에 각각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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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 방식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실태에 대한 설문지를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 업무 담당교
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특수교육경력은 1명이 5-10년이고, 또 다른 1명의 교사는 21-30년이었다. 보조공
학 관련 연수 유무는 2명의 보조공학 담당 교사 모두 연수를 받지 않았다. , 보조
공학 관련 업무 담당 이유는 2명의 교사 모두 학년초 업무 배정으로 보조공학 관
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2가지로, 첫째는 특수학급학생의 보
조공학기기 활용실태와 특수교사의 보조공학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지이고,
둘째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이다.
먼저 특수학급학생의 보조공학기기 활용실태와 특수교사의 보조공학에 대한 인
식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보조공학 관련 이론적 탐색, 관련 문헌(김용욱, 2005; 장
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8; 오도영, 2008)과 선행연구(김남진, 2011; 김용욱,
이영희, 2010; 최미나 외, 2010)를 참고하고 종합․분석하여 특수학급의 보조공학기
기 활용실태와 특수교사의 인식에 관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특수교육공학 전문가 1명,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2명과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
공학 담당자 1명의 검토․수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완성된 설문지의
영역은 첫째, 응답자에 대한 정보, 둘째, 보조공학기기 활용 실태, 셋째, 보조공학
기기에 대한 교사의 인식 등의 총 3가지 영역의 23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설문지의
반응 양식은 1문항이 기술형이고 나머지 문항들은 선택형이다.
다음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
또한 위에서 사용된 보조공학 관련 이론적 탐색,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참고
및 종합․분석하였고, 더불어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보조
공학 관련 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와의 면접을 통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그
리고 특수교육공학 전문가 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 담당자 1명의 검토․수
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완성된 설문지의 영역은 첫째, 응답자에 대
한 정보, 둘째, 보조공학기기 보유 및 대여 실태, 셋째, 보조공학기기 진단․평가 및
보조공학 지원 관련 어려움과 개선점 등의 총 3가지 영역의 17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설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영역과 내용은 표 2 및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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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특수학급학생의 보조공학기기 활용실태와 특수교사의 인식 설문지 내용

영 역

내 용

문항수

인적사항

특수교육경력, 특수학급 입급 학생수, 보조공학 연수 유무,
대학에서 보조공학 과목 수강 여부

4

보조공학
기기 활용
실태

보조공학기기 사용 학생수,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데 사용
하지 못하는 학생수, 특수학급에 보유한 보조공학기기, 장
애학생에게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선정자, 보조공학기기
의 제공자,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 보조공학 전문가 참
여 여부, IEP에 보조공학기기 지원 내용 포함 여부, 특수
학급 장애학생이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교사의
이해 정도, 보조공학기기 지원에서 관련 가장 어려운 점

10

보조공학
기기에 대
한 교사의
인식

전체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교사의 이해 정도, 장애학생에
게 보조공학의 필요성, 장애학생에게 보조공학의 효과성,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한 적합성, 바
람직한 보조공학기기 선정자, 바람직한 보조공학기기 제공
자, 보조공학 연수 수강 희망 여부, 우선 제공되어야 할
보조공학기기 영역, 보조공학 지원 관련 가장 문제점

9

계

23
<표 3>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지원 실태 조사 면접 내용

영 역
인적사항
보조공학기
기 보유 및
대여
보조공학기
기
진단․평가
및
보조공학
지원 관련
어려움과
개선점
계

내

용

특수교육경력, 보조공학 연수 유무, 보조공학 관련 업무
담당 이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보유한 보조공학기기 종류와 수량, 연간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건수와 지원 건수, 지원해주는 보조공
학기기, 보조공학기기 대여기간,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해주지 못
하는 건수와 이유, 보조공학기기 구비 위한 연간 예산 및 확보
방법, 구입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선정 방법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시 필요한 보
조공학지원 결정 여부(결정 방법, 결정하지 않는 이유, 보
조공학 전문가 참여 여부), 보조공학기기 관리(대여, 반납)
규정 유무, 대여 과정, 보조공학기기 대여시 평가 실시 유
무 및 이유, 대여한 보조공학기기 이상 발생시 관련 규정
유무와 조치 방법, 보조공학 지원과 관련한 어려움, 보조
공학 지원과 관련한 개선점/요구사항

문항수
3

7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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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보조공학기기 활용 실태 및 특수교사의 인식 그
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의 분석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보조공학기기 활용 실태 및 특수교사의 보조공학기
기에 대한 인식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반응 경향을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Window용 SPSS 통계 프로그램 18.0을 사용하였고, 백분율의 경우 소수 둘째자리

에서 반올림하여 처리하였다.
둘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실태는 문항별로 심층면접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연구 결과
가. 특수학급학생의 보조공학 활용 실태
초등학교 특수학급학생의 보조공학 활용 실태에서는 보조공학기기 사용 학생수,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데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수, 특수학급에 보유한 보조공학기
기,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선정자와 제공자, 개별화교육지원팀에
보조공학 전문가 참여 및 IEP에 보조공학기기 지원 내용 포함 여부, 보조공학기기
에 대한 교사의 이해 정도, 보조공학기기 지원에서 관련 가장 어려운 점 등에 대
해 조사․분석하였다.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는 학생이 있는 학급 수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는 학생이 있는 특수학급

학급수

없음

1명

2명

3명

4명

계

빈도(%)

52(74.2)

10(14.3)

2(2.9)

5(7.1)

1(1.4)

7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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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는 학생이 없는 특수학급이 74.2%로 가장 많
았고, 1명이 있는 학급(14.3%), 3명이 있는 학급(7.1%) 등의 순으로 나타나, 초등학
교 특수학급의 경우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는 학생이 없는 특수학급이 약 2/3 이
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 특수학급의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수는 333
명이고, 이 중에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33명으로 약 10.0%
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에서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
는지와 특수학급에 보조공학기기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하지만 사용하지 학생이 있는 학급 수와

보조공학기기를 보유한 학급 수
보조공학기기 필요하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 학급

보조공학기기를 보유한 학급

학급수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빈도(%)

64(91.4)

6(8.6)

70(100.0)

61(87.1)

9(12.9)

70(100.0)

먼저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 특수
학급은 8.6%였고, 나머지 91.4%의 특수학급은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학
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의 보조공학기기 보유에서는 보조공학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
학급이 87.1%로 나타나 대부분의 특수학급이 보조공학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수학급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는 터치스크
린, 자막수신기, 보완대체의사소통, 확대독서기 등이었다.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선정하는 사람과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
는 사람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보조공학기기 선정자와 제공자

보조공학기기 선정자

빈도(%)

보조공학기기 제공자

빈도(%)

특수교육지원센터

5(7.1)

특수교육지원센터

27(38.6)

개별화교육지원팀(학교)

29(41.4)

학교 구입

17(24.3)

특수교사

13(18.6)

장애학생 개인 구입

14(20.0)

부모

17(24.3)

기타

6(8.6)

정부지원 + 장애학생 구입

12(17.1)

계

70(100.0)

계

7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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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에게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선정에서는 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이
선정한다는 경우가 4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24.3%), 특수교사(1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제공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경우가 3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 구입
(24.3%), 장애학생 개인 구입(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화교육지원팀에 보조공학 관련 전
문가가 참여하는지와 개별화교육계획(IEP)에 보조공학 지원 내용의 포함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개별화교육지원팀에 보조공학 전문가 참여와 IEP에 보조공학 지원 내용 포함

개별화교육지원팀에 보조공학
전문가 참여

IEP에 보조공학 지원 내용 포함

학급수

참여하지
않음

참여함

계

포함하지
않음

포함함

계

빈도
(%)

66(94.3)

4(5.7)

70(100.0)

16(22.9)

54(77.1)

70(100.0)

개별화교육지원팀에 보조공학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 학급이 94.3%로 나
타났다. 그리고 개별화교육계획에 보조공학 지원 내용 포함 여부에서는 포함한다
는 학급이 77.1%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학급(22.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의 장애학생이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교사의 이해(예: 명칭, 사용
법 등) 정도와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어려운 점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학급의 장애학생이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교사의 이해 정도와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어려운 점
보조공학기기 이해 정도

빈도(%)

보조공학기기 지원 어려운 점

빈도(%)

매우 잘 안다

2(2.9)

10(14.3)

조금 잘 안다

15(21.4)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제공 못함
교사의 보조공학기기 사용법

보통이다

35(50.0)

이해부족
보조공학기기 관리 어려움

잘 모른다

18(25.7)

기타

4(5.7)

전혀 모른다

0

없음

7(10.0)

계

70(100.0)

계

7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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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이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교사의 이해에서는 보통으로 안다는
응답이 50.0%로 절반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잘 모른다(25.7%), 조금 잘 안다
(2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어려운 점에 있어서

는 보조공학기기의 사용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 4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
조공학기기의 관리 어려움(28.6%), 학생에게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지 못
함(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 특수학급교사의 보조공학에 대한 인식
특수학급교사의 보조공학에 대한 인식에서는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교사의 이해
정도, 장애학생에게 보조공학의 필요성과 효과성,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
기 지원에 대한 적합성, 바람직한 보조공학기기 선정자와 제공자, 보조공학 연수
수강 희망 여부, 우선 제공되어야 할 보조공학기기 영역, 보조공학 지원 관련 가
장 문제점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특수학급교사의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이해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교사의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이해 정도

매우 잘
안다

조금 잘
안다

보통이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계

1(1.4)

12(17.1)

32(45.7)

25(35.7)

0

70(100.0)

빈도(%)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이해 정도에서 보통이라는 응답이 4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잘 모른다(35.7%), 조금 잘 안다(1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에게 보조공학기기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장애학생에게 보조공학기기의 필요성과 효과성

보조공학의 필요성

빈도(%)

보조공학의 효과성

빈도(%)

매우 필요하다

34(48.6)

매우 효과적이다

34(48.6)

조금 필요하다

26(37.1)

조금 효과적이다

27(38.6)

보통이다

9(12.9)

보통이다

8(11.4)

별로 필요하지 않다

1(1.4)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1(1.4)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0

계

70(100.0)

계

7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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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장애학생에게 보조공학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 교사의 48.6%가 매
우 필요하다고 대답하였고, 다음으로 조금 필요하다(37.1%), 보통이다(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조공학기기의 효과성에서는 매우 효고적이라는 응답이
4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금 효과적이다(38.6%), 보통이다(11.4%)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적합성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한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적합성

빈도(%)

매우
적합하다

조금
적합하다

보통
이다

별로
적합하지
않다

전혀
적합하지
않다

계

9(12.9)

13(18.6)

37(52.9)

7(10.0)

4(5.7)

70(100.0)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적합성에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52.9%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금 적합하다(18.6%), 매우 적합하다(12.9%), 별로 적합
하지 않다(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바람직한 선정자와 제공자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보조공학기기의 바람직한 선정자와 제공자

바람직한 선정자

빈도(%)

바람직한 제공자

빈도(%)

특수교육지원센터
개별화교육지원팀
(학교)
장애학생 개인

30(42.9)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45(64.3)

10(14.3)

학교 지원

10(14.3)

25(35.7)

장애학생 개인 구입

9(12.9)

기타

5(7.1)

기타

6(8.6)

계

70(100.0)

계

70(100.0)

보조공학기기의 바람직한 선정자로는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42.9%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학생 개인(35.7%), 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조공학기기의 바람직한 제공자로는 특수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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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가 6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 지원(14.3%), 장애학생 개인 구입
(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교사의 보조공학 관련 연수 희망에 대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보조공학 관련 연수 희망

빈도(%)

연수 희망함

연수 희망하지 않음

계

51(72.9)

19(27.1)

70(100.0)

보조공학 관련 연수에서는 연수를 희망한다는 응답(72.9%)이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27.1%)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에게 가장 먼저 제공되어야 할 보조공학기기 영역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가장 먼저 제공되어야 할 보조공학기기 영역

보조공학기기 영역

빈도(%)

보조공학기기 영역

빈도(%)

일상생활

27(38.6)

컴퓨터 관련

1(1.4)

보기와 듣기

3(4.3)

대인관계 향상

2(2.9)

학습

4(5.7)

신체지지 및 자세유지

4(5.7)

이동 및 접근성

16(22.9)

여가활동

0

의사소통

13(18.6)

계

70(100.0)

장애학생에게 가장 먼저 제공되어야 할 보조공학 영역으로는 일상생활 영역이
3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동 및 접근성(22.9%), 의사소통(18.6%)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

빈도(%)

보조공학
평가

구입예산
부족

사후 관리
문제

전문인력
부족

기타

계

18(25.7)

32(45.7)

3(4.3)

14(20.0)

3(4.3)

7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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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있어서 문제점에서는 보조공학기기 구입 예산이 부족하다
는 응답이 4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조공학기기 평가의 어려움(25.7%), 보
조공학 관련 전문인력의 부족(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실태
장애학생의 효과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실태에 대해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특수교육지원
센터의 보조공학기기 보유 및 대여, 그리고 보조공학기기 진단․평가 및 보조공학
지원 관련 어려움과 개선점 등이다.
1) 보조공학기기 보유 및 대여

특수교육지원센터(2012년 상반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는 A특수교육
지원센터가 78종 208개의 보조공학기기를, B특수교육지원센터가 65종 94개의 보조
공학기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보조공학기기의 대여와 관련하여 첫째, 보조공학기기의 연간 대여 신청 건수와
신청에 따른 지원 건수는 A특수교육지원센터가 10건 신청에 9건을 지원해 주었
고, B특수교육지원센터는 27건 신청에 26건을 지원하였다. 둘째, 지원해주는 보조
공학기기로는 FM송수신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인용의자, 전자확대독서
기인 센스뷰 듀오 등이었다. 셋째, 보조공학기기 대여기간은 2곳의 특수교육지원
센터 모두 1학기씩 대여해주고 필요한 경우 1년까지 연장해주는 방식이었다. 그리
고 1번 대여를 한 장애학생이 그 보조공학기기를 재신청하여 몇 년씩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넷째, 대여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특수교육지원센터마
다 1건씩 있었는데, 그 이유는 대여신청을 한 보조공학기기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없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보조공학기기 구비를 위한 연간 예산의 경우 해마다 차
이가 있었는데, A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2010년 보조공학기기 구입 예산은
5,400만원이었고 2011년은 2,400만원이었다. 그리고 예산 확보 방법의 경우 주로

시교육청에서 배정한 예산을 사용하거나, 특정 연도에 따라서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된 특별교부금으로 보조공학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구입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선정 방법은 2곳의 특수교육지원센
터가 모두 각급 학교로부터 수요신청을 받고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구입하였다. 그
리고 선정위원회의 경우 보조공학 관련 전문가는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2) 보조공학기기 진단․평가 및 보조공학 지원 관련 어려움과 개선점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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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원 내용의 결정)에 의하면 교육장(교육감)은 의뢰된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제공할 교육지원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
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에서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으
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결정할 때, 보조공학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정보접근
지원 등의 지원을 결정하는지를 질문하였다. A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보조공학
지원이나 학습보조기기지원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특수
교육지원센터에 보조공학 전문가가 없고, 둘째, 각 학교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
육지원을 위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이 있어 결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비
해 B특수교육지원센터는 보조공학지원이나 학습보조기기지원을 결정한다고 하였
다. 결정 방법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보조공학 전문가는 없지만 진단․평가위원회의
의견과 장애학생 부모의 요구 등을 기초로 필요한 지원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보조공학기기 대여와 반납 및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유무에
있어서는 2곳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모두 대여 관련 규정이 있었다. 대여 규정에는
첫째, 대여의 목적, 둘째, 대여 운영의 방침, 셋째, 대여 절차 및 방법(대상자 및
자격, 대여 방법, 대여 기간, 유의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보조공학기
기 대여 절차는 먼저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대여를 원하는 보
조공학기기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학교에서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한 다
음,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하는 순이었다. 이 때 대여하는 보조공학기
기가 해당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별도의 진단․평가는 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보조공학 전문가가 없고 해당 특
수교육대상자가 그 보조공학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대여한 보조공학기기의 이상 발생 시 관련 규정의 유무 및 조치 방법에서 먼저
관련 규정은 2곳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모두가 있었다. 그리고 조치방법은 대여자
(실사용자)가 사용상에서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분실의 경우 변상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나, 실제 변상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첫째, 예산의 부족으로 다양한
장애영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의 구비가 어렵다고 하였고, 더불어 보관․관리 및 유
지․보수 등도 어렵다고 하였다. 둘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보조공학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보조공학기기의 평가 및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셋째, 대여 후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책임 여부 및 손해배상 등이 어렵다고 하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관련한 개선점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에서는 첫째,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요조사를 통한 다양한 보조공학기기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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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대여를 원하지만 보조공학기기가 없어서 대여하
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수요조사 없이 구입이 이루어져 구입 후
단 1회도 대여되지 않은 보조공학기기도 있다고 하였다. 둘째, 특수교육대상자에
게 적합한 보조공학기기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보조공
학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현재의 경우 학교를 통해서만 보조공학기
기를 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조공학기기의 파손 및 분실이 발생한다면 배상
관련 책임 유무에 있어 학교교사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장애학생의 보호자가 직
접 대여하는 방식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보조공학기기의 분실
및 파손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 경우 비용은 보조공학기기
유지, 보수 및 관리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넷째, 현재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만으로는 보조공학기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가 어렵기 때
문에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인력을 충원하거나, 아니면 보조공학은 전문
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조공학기기를 전담하는 부서나 담당기관을 두는 것도 고
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2. 논의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보조공학기기 활용 실태와 특수교사의 인식 및 특수교육지
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실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특수학급학생의 보조공학 활용 실태 및 특수학급교사의 보조공학에 대한 인식
첫째,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약 10%가 보조공학기기
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조공학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특수학급도 약
12.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학생이 비교적 적고, 따라서 보조공학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학급도 상대적으
로 적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선정에서는 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
팀이 선정하는 경우가 41.4%로 가장 많았고, 보조공학기기의 제공에서는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경우가 38.6%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특수교사의 인식에서는
보조공학기기의 바람직한 선정과 제공 모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현재는 각 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이 보조공학기기
를 선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향후 보조공학지원을 포함한 특수교육 관련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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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지원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보조공학기기의 선정 및 제공이 이루
어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
공학기기 지원의 적합성에서는 적합하다는 의견이 약 30.0%였으나, 적합하지 않다
는 의견도 약 15.7%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보조공학기기 지원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 관련 예산의 확충 및 전문인력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학급의 장애학생이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이해 정도에서 잘 모른
다는 응답이 25.7%였고, 보조공학기기 지원에서 어려운 점으로 보조공학기기 사용
법의 이해 부족이 41.4%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인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이해 정도
에서도 잘 모른다는 응답이 35.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현장 특수교사
들의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이해 및 사용법 등과 관련한 지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72.9%의 특수학급교사가 보조공학 관련 연수를 희망하였다. 따라서
장애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현장의 특수학
급교사들에게 보조공학 관련 연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학생에게 보조공학기기의 필요성과 효과성에서는 특수학급교사의 약
85.7%가 필요성과 효과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먼저 제공되어야 할 보조공

학기기 영역으로는 일상생활, 이동 및 접근성 확보, 의사소통 등이었다. 따라서 향
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할 경우 이러한 의견을 기초로 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실태
첫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을 한 경우 거의 대여를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장애학생의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보조공학기기 대여, 반납 및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구비되어 있었고, 대여기간은 1학기를 원칙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었다. 보조공학
기기 대여 시 별도의 진단․평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조공학 관
련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제공을
위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보조공학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조공학기기 구비 관련 예산은 해마다 차이가 있었고, 예산 확보방법은
시교육청에서 배정한 예산을 주로 사용하였고, 특정 연도에 따라서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된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보조공
학기기의 안정적인 구비 및 대여와 관리를 위해서는 보조공학 관련 예산도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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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여한 보조공학기기의 이상 발생 시 관련 규정의 유무 및 조치 관련 규
정은 있었으나, 실제로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책임 여부 및 손해배상 등이 어렵다
고 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보조공학 관련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조공학 관련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하고, 나아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서도 보조공학기기를 담당하는 전문부서나 조직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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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Assistive Technology Utilization of
Elementary Special Class Students and Assistive
Technology Awareness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Jeong Han Woo*
(Daegu Cyber University)
Suun Ye Jang
(Daegu University)
The assistive technology is necessary to students with disabilities because of
improvement and expansion of abilities in learning and everyday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know realities of assistive technology utilization
of elementary special class students and assistive technology awareness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For this study, the first, 70 special education
teachers of elementary special class were employed and researched by
questionnaire. The Second, 2 special education teachers of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were employed and researched by indepth-interview.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
The first, about 10% of elementary special class students used assistive
technology, 38.6% of assistive technology were provided by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The seco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understanded the necessity
and effect, but their understanding level was low. The third, more professionals
and budget are needed to make education support center more efficiently.
Based on these results, the research proposed implications for utilizing
assistive technology.
Keyword: Assistive Technology, Elementary Special Class, Special Education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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