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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발달장애청소년은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에 현저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지역사회의 한 구
성원으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다양성 및 환경적인 차이를 고려한 지속적인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컴퓨터교육은 ‘교육의 평등과 보편성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적응에 있어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
다. 특히, 전환기교육과정으로서의 컴퓨터교육은 성인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지속하는데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1)발달장애청소년의 지역사회 적응과 전환기 교육 2) 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한 컴퓨터
교육의 중요성과 의의 3)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한 컴퓨터교육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컴퓨터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youth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have substantial limitations in intellectual capacities and adaptive 
behaviors. For them to live independently as members of the local society after they graduate from high school, a 
continuous education in consideration of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differences should be accompanied. The 
computer education can be a useful tool in their integration into the local society by ‘Expansion of universality and the 
equality of education’. Particularly, the computer education as a transitional educational process can be of practical 
help for them to sustain independent and daily lives in the adult world. In this regard, this writing reviews 1) the 
integration into the local society of the youth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and the transitional education, 2) the 
significance and meaning of computer education for the youth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and 3) the status of 
computer education for the youth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to present improvements for the computer education of 
the youth with development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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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헌법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 등의 국제조약에서도 별반 다

르지 않다. 교육부에서도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제4

차 특수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기

간 동안 교육의 균등한 기회제공과 장애인의 교육력 강

화에 집중하고 있다[1]. 이와 함께 강조되는 것이 성인

사회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전환교육이다. 이는 고등학

교를 졸업하고 성인사회로의 진입으로서의 지역사회적

응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서, 학령기동안 성인생활 적응

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2].

특히, 발달장애청소년은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에 현

저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다양성 및 환

경적인 차이를 고려한 지속적인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

어야 한다. 이는, 발달장애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선택권

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내포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직업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다루는 지역사회적응 모형을 기초로 한 고

등교육 프로그램이어야 한다[3]. 또한, 장애를 가진 학

생들은 학교 졸업 이후의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

에 장애를 갖지 않는 학생들보다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들 장애학생이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

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컴퓨터 교육은 “교육의 평등과 보

편성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발달

장애인에게 컴퓨터 활용은 교수 및 학습도구로서의 기

능뿐만 아니라 학습 환경, 의사소통 도구, 직업을 얻고, 

구직활동을 전개하는 가장 기초적인 도구로서 다양하

게 확장되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 활용의 양

적 확산과 질적 성장에도 불과하고 발달장애청소년에

게 있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사회적응을 위한 컴퓨

터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는 미비하다[4].

컴퓨터와 관련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적응 및 직

무환경에 관한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컴퓨터공학이 작업공정에 

도입되면서 부터 컴퓨터 사용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

고 있다. 여기서 컴퓨터 활용은 복잡한 구조가 아니라 

컴퓨터 수치제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단순능력을 의

미한다. 그러나 아무리 단순한 작동의 작업이라 할지

라도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초도입초기 우려

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장애인재활협회(Deutsche 

Vereinigung fuer die Rehabilitation Behinder)는 작업공

정에 컴퓨터 도입이 적용되기 이전인 2001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51개를 조사한 바가 있는데, 장애인에

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작업공정이 도입되면 단순직업

의 하청주문은 향후 감소될 것이라 이상의 우려한 바와

는 반대로, 2007년 현재 거의 대부분의 직업재활시설들

이 컴퓨터제어 기계를 도입하여 정밀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5]. 이는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시대에 발

달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 환경을 제공해야한다는 측

면에서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경우 

지적장애학생에게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도구로서 컴

퓨터를 활용하여 물건구매기술, 일상생활 대화기술, 현

금카드 사용기술, 버스이용기술, 음식준비 기술 등의 

지역사회 적응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기

반의 훈련기술은 전환기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지역사

회에 적응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된다. 그러나 무엇보

다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컴퓨터

를 작동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6]. 

한편, 컴퓨터 교육환경 및 교육체계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컴퓨터 활용 능

력은 지역사회적응에 있어서 기본적인 적응의 도구

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한 

컴퓨터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제기 및 연구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웹 기반 학

습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웹 기반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교육방법이나 전략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

되고 있다. 이에, 체계적인 컴퓨터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웹 검색 훈련 프로그램 개발의 전략과 교수내용

의 필요성이 중요하다[6]. 물론, 장애인 및 시각장애

인을 중심으로 한 웹 접근성에 관한 연구 등이 보고되

고 있지만[7-9], 컴퓨터 교육이라는 측면과는 다소 거

리가 있다.

이 논문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 함은 워드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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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사용능력에서부터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 등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처리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러한 기초적 컴퓨터 활용 능력은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

을 제공한다면 발달장애인에게 있어서 유용한 지역사

회 적응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구직·직장생활 적

응에 있어서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에서, 이 논문은 발달장애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성

인사회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초단

계로서 컴퓨터 교육의 의의와 개선방안을 탐색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전환기교육과정으로서 컴퓨터 

교육이 결과적으로 발달장애인의 독립적인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자 중요한 도

구이기 때문이다.

Ⅱ. 발달장애청소년의 지역사회 적응과 전환기 

교육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달

장애는 정신적 장애의 한 범주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말한다. 지적장애란 ‘현재 지적 기능에서 실질

적인 장애가 동반된 상태’를 의미한다. 지적장애는 표

준화된 지능검사의 소견에서 유의하게 표준 이하의 

지적 기능과 동시에 그와 연관된 적응성, 제한성이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실제 적응기술 영역들, 즉 의사소

통, 자기관리, 가정생활,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활동, 

자기지시, 건강과 안전, 기능적 학습효과, 여가, 직업

기술의 영역 등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자폐성 장애란 아동이 출생 후 밟게 되는 정상적인 발

달이 지연 또는 지체되는 것을 말한다[10]. 미국의 경

우 발달장애를 지적장애, 뇌성마비, 간질 또는 자폐증

에 기인한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장애로 정의하고 있

지만[11], 우리나라에서 현재 통용하고 있는 발달장애

란 지적장애와, 자폐증 장애를 총칭하는 정의를 쓰고 

있다[12].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장애인복지의 목적이자 

핵심이다. 사회통합이란 발달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

에서 얼마만큼 적응하고 생활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개념이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환경 속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특히, 학령기를 지나 성인사회로 

진입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적응을 평가할 수 있는 중

요한 척도는 독립적인 생활, 즉 얼마만큼 성인으로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느

냐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한 예로서,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서는 2001년 2학기부터 발달장애인에게 대학교라는 통

합 환경과 실제 지역사회 환경들을 교수의 장소로 활용

하면서 발달장애인에게 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의 

자격을 부여하고 성인기 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생활 

기술들을 교수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중등교육 이후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시초가 되었다[13].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지역사회 적응은 장애의 심

각 정도와 매우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장애의 정도에 따라 도움의 정도 역시 달

라진다면 어떠한 적응상황에서도 독립적 생활은 가

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장애청소

년 전환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발달장

애청소년에게 있어 전환기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전

환교육의 목적이 곧 지역사회적응과 연결되어 있다

는 점이다.

장애청소년들이 학교 교육을 받은 뒤 사회에 나아가 

성공적으로 적응 할 수 있도록 실제 생활환경인 지역사

회 안에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지역사회에 기반 한 

훈련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전환교육을 위항 가장 중요

한 요소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14]. 또한 전환교육

은 장애학생이 졸업이후 성인생활을 보다 만족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령기 전체를 통하여 삶의 전 공간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생활, 직업생활, 여가 및 

오락생활)에서의 가족구성원, 시민 및 직업인으로서 취

미 생활의 참여자로서 다양한 역할수행을 준비시키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인격적인 접근’이라 볼 수 있

다[15].

2.1. 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한 컴퓨터교육의 현황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복지관, 시설 등

에서 컴퓨터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강조되고 있는 실

정은 아니다. 발달장애의 특성상 지적인 능력을 요구하

는 환경에서의 적응의 한계로 인해 포장, 조립, 운반 등

의 직업재활이 주를 이루고 고등학교 특수학급은  제

과·제빵, 용역, 조립 등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이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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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반면 오늘날과 같이 정보화 사회에서 필수적으

로 요구되어 지는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일상생활 전 분야에 걸쳐 웹을 활용

한 생활패턴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에 대

한 기초적인 컴퓨터 교육은 미비한 상황이어서, 결과적

으로 발달장애인은 정보화의 필수적인 도구인 웹을 활

용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정보격차 문제를 겪고 있다. 

아래 그림 1에서와 같이, 한국문화진흥원이 조사한 

‘2008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살펴보면 2008년 말 

현재 만 7-69세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51.8% 이며, 

전체인구의 인터넷 이용률 77.1%보다 25.3% 낮은 수준

이다. 즉, 전체인구 중 장애인의 정보격차가 2002년 이

후 꾸준히 상승되고 있으나 여전히 비장애인과 비교해

서 보면 정보접근성은 현저히 낮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할 점은 그 격차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컴퓨터활

용 능력이 정보격차를 좁힐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을 

시사한다.

Fig. 1 Disabled and Internet usage rate of the entire 
population - yearly
source : 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and Promotion, 
｢2008 Disable gab Survey｣, 2009

한편, 발달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사용현황을 통해

서도 정보접근권의 현황을 알 수 있다. 2009년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컴퓨터

(PC)의 보유율과 사용률와 인터넷 보유율과 사용률은 

각 영역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아래 표 1은 컴퓨터 보유율에 비해 사용율의 격차가 

현저히 낮음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1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usage

(unit : %)

division
Computer(PC) Internet

Retention Utilization Retention Utilization

Intellectual 
disabilities

55.7 35.4 53.7 28.9

Autism 87.8 56.7 87.2 43.4

source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rticles, 
｢2008 Survey on disability｣, 2009

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한 컴퓨터 활용교육은 크게 학

교, 복지관 및 장애인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수

교육원은 2004년부터 장애학생의 학습활동 지원을 목

표로 포털사이트 에듀에이블(www.eduable.net)을 구축

하여 특수교육 e-러닝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6], 기본교육과정에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발달장애학생의 교육을 제시하

고 있다. 예를 들어 기본교육과정의 과제를 중심으로 

직업과 학습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선택중심 교육과

정을 통해 정보처리 등의 추가적 지도를 제공함으로서 

직종에 대한 기능을 심화시킬 수 있다. 최근에는 개정

된 특수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괴 제 2008-3호)

의 편성 운영 지침에서 교과용 도서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을 활성화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17]. 발달장애학

교 교육과정에서 컴퓨터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는 ‘실

과’, 중등학교에서는 ‘진로와 직업’, 그 외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정보활용교육’을 선택교과로 채택하여 이루

어지고 있다. 즉, 중고등학교 선택교과 과정에 컴퓨터

교육을 더욱 심화해서 제공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중

요성에도 불구하고 선택중심교과 과정이 직업과 관련

한 직접적 자원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직업과 자원범

위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기본 교육과정 ‘실과’ 교과서에서의 기본 컴퓨터교

육 하위 내용을 살펴보면 (1) 컴퓨터를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하기 (2) 간단한 인터넷 검색하기로 나뉘어진다. 기

본 교육과정 ‘직업’ 교과에서의 컴퓨터교육의 하위내용

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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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ontents of the Computer in the Basic Curriculum
source : Korea Ministry of Education/ Special school 
curriculum, 2008

지적장애학교에서의 컴퓨터 교육은 지정된 교육과

정에서 시수만 배정되고, 교육내용은 대부분 교사재량

으로 학생의 개별 특성과 교육환경에 맞추어서 구성되

어 진다. 특히 교육환경은 국가의 ‘교육정보화 기본 계

획’에 따른 ‘특수교육 정보화 계획’에서 많은 영향을 받

고 있다[17].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정보화교육장 송영일 교

사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지적장애인을 위한 컴

퓨터 기초 E-BOOK’이 국내최초로 출판하였다. 이 책

은 지적장애인을 교육하는 교사가 지적장애인의 정보

화교육을 하면서 이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모전 입

상과 컴퓨터 교육을 통한 대학진학 등 지적장애인들의 

잠재력을 발견 한 수 현장에서 직접 활용하기 위해 집

필되었다[18].

SK 플래넷은 이화여자대학교와 함께 자폐 범주성 

장애학생의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이스타

(ESTAR)' 프로젝트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

였다. 이 프로젝트는 자폐범주성 장애학생(ASD)의 특

별한 재능을 발굴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돕기 위

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이 갖고 있

는 재능을 경제성 있는 제품생산으로 연계시켜 웹사이

트 등에 전시 및 판매의 통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9]. 이는 자폐성 장애학생이 컴퓨터 분야에서 직업훈

련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학교, 기업이 연계된 프로

젝트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은 지적장애인사생대회

를 개최하였는데, 컴퓨터화를 활용하였다. 컴퓨터화는 

한국 IBM이 컴퓨터 활성화를 위해 해당기관에 테블렛

펜을 제공하는 것으로[20], 근래 들어 복지관 등 발달장

애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컴

퓨터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업과 협약을 맺는 등

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강영무 외(2011)는 ‘장애인복지관의 웹 접근성 

평가’에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웹 사이트가 웹 접근

성을 준수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21].  장애

인의 대표적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장애인에 대

한 컴퓨터 활용 및 교육 서비스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관한 현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

2.2. 발달장애청소년 컴퓨터교육의 중요성과 의의

우리나라는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성

인생활적응에 필요한 훈련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체계

vocatonal curriculum resources kindergarten elementary junior high school high school

Basic curriculum

National Core Curriculum

Choose Centered Curriculum

Student Disavility Vocational Curriculum

 * Indiect jobs and parties
** Direct jobs and parties
source : Korea Ministry of Education/ Special school curriculum, 2008

Table. 2 Vocational training and learning process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0, No. 8 : 1561~1568 Aug. 2016

1566

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당면과

제는 장애학생이 학교에 다닐 때에 효과적인 교육프로

그램을 받게 하여 그들이 성인이 되어 특별한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12]. 이는 발달장애청소년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자립과, 진로에 관한 전환기 교육의 강화를 의미

한다. 즉, 단순 업무에 치중한 교육이거나 학교졸업이

후에 대한 의사결정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교

를 졸업한 후 노동시장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경기복지재단에서 발행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의 직업훈

련 희망분야로는 컴퓨터 정보처리 분야로서 26.8%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는 대부분의 장애인들

이 컴퓨터 분야로의 직업훈련과 관련된 취업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13].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은 일

을 함으로써 생계를 해결하여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취업의 중요성은 발달장애인이라고 예외

는 아니다. 발달장애학생의 낮은 취업률의 원인은 장애

학생의 진로직업교육에서 일부 찾을 수 있다. 현재의 

학교교육과정은 주로 포장, 조립, 운반 등의 교육내용

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적장애 및 정서장애 학교

는 포장·조립, 제과·제빵, 세탁, 생활원예, 목공, 용역, 

재봉 등의 직종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을 운영하며, 고등

학교 특수학급은 정보처리, 수공예, 제과·제빵, 용역, 조

립 등의 중심으로 직업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의 

사회가 정보화 사회, 다원화 사회, 지구촌 사회, 인간 중

심 사회로 보다 발전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이 바람직

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졸업을 앞둔 고

등학교 과정 및 전공과에서는 취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이 중요하다. 또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전체의 82%

가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학생임을 고려할 때 제한된 

고용과정 중심의 직업교육에 대한 개선점이 요구된다. 

따라서 산업현장과 특수교육 현장에서 희망하는 직종

을 분석하여 직업과 교육과정의 지향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14].

발달장애청소년에게 있어 컴퓨터교육은 비장애청소

년과 비교하여 다른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즉, 비장애

청소년에게 있어 컴퓨터 활용능력은 점차 더 분화되고 

전문화되어가는 산업사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발달장애청소년에게 있어서 컴퓨터 

활용능력은 활용수준이 기초적이라고 할지라도 지역사

회에서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을 제공

한다.

김용욱 외(2003)는 장애인정보화를 위한 복지정보통

신의 이론과 실제라는 연구에서 ‘사회복지의 정보화’가 

장애인 정보화를 위해 얼마만큼 현실화되었는가를 살

펴보았다. 연구결과 복지의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적 조

건으로서 우리나라의 초고속통신망은 가히 세계적 수

준에 이르렀으나, 장애인들의 초고속인터넷 접속비율

은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우리나라는 보편적 서비

스,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의 개발이나 보급, 장

애인들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장애인들에게 특별히 배려나 특혜를 주는 것으로 간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논의하였다[22]. 장애유형 중에서

도 특히 중증 장애에 속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교육은 보편적서비스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전환기 교육의 시기에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Ⅲ. 결  론 : 발달장애인을 위한 컴퓨터교육의 

개선방안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이후 발

달장애인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기회의 확대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질적인 발전은 부족한 실정이다. 발달장애

인을 위한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통합

으로서, 이는 학령기뿐만 아니라 성인사회진입에 있어

서도 최대한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청소년의 지역사회적응 차원에서 전환

교육으로서의 컴퓨터 활용 교육은 더욱더 많은 질적인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발달장애청소년의 전환기교

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한 준

비단계의 미비로, 여전히 사회적 무관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전환기교육의 가장 기초

적인 단계로서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

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과 



발달장애청소년의 지역사회적응을 위한 컴퓨터교육의 의의와 개선방안 - 전환기교육 시점에서

1567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발달장애청소년의 장애정도 및 개개인의 특성

에 맞는 컴퓨터 교육의 연계구조 형성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 교사의 역할과 자질, 교수학

습 방법 등에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발

달장애청소년의 장애의 정도에 따른 개별화 학습프로

그램(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이 이루어

져야 한다. 학교는 발달장애학생의 지적능력에 적합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사는 발달장애의 특성

과 필요한 욕구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교수학습방법 

역시 비장애인 중심의 일반적인 컴퓨터교육과는 차별

적인 활용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발달장애청소년의 컴퓨터 교육은 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연계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즉, 

장애학생과 주부양자, 가족, 학교, 다양한 서비스전문

가, 지역사회 주요 전문기관, 고용주, 이웃을 포함한 네

트워크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네트워크체계 강화의 목

적은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생활환경을 선택하

는 것을 돕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확실하게 사

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우며 지

원하는데 있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 

관련 서비스 기관은 발달장애청소년 컴퓨터 교육의 구

심체가 되어야 한다.

셋째, 발달장애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컴퓨터 교육이 

지속적으로 구축되어야한다. 컴퓨터 활용교육이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곧 평생교육 차원

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즉 발달장애인 평생교

육으로서 컴퓨터교육은 생애 각 발달단계의 다양한 환

경에서의 학습을 연계하여 보는 생애전반의 체제적 시

각을 함축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평생교육의 차원에

서 컴퓨터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넷째, 발달장애청소년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콘텐츠와 소프트웨어가 개발·개선되어야한다. 이를 위

해서는 전환기 교육으로서의 발달장애인 컴퓨터 교육

의 중요성이 지역사회에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소프트

웨어의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민간 연구·개발 주체에 대한 지원투자 및 유

인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환기 교육으로서 컴퓨터교육의 교과목 강

화가 담보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재 발

달장애인 대상의 컴퓨터교육은 지정된 교육과정에서 

시수만 배정되고, 교육내용은 교사재량으로 짜여 있다. 

기본교육과정에서의 컴퓨터교육의 내용이 공유되고, 

이를 토대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매뉴얼개발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로 컴퓨터를 활용

한 작업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식 PC실습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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