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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an effective way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use smartphone applications as a social real life tools in a society.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searcher 

reviewed relevant previous literature on topics such as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formation 

society, use of smartphone, and application us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er 

describes strategies to support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ving in an information society to 

improve their social integration ability by using smartphone. Second, it describes the types of smartphone 

applications that could support the social real life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ird, it describes 

the needs of smartphone applications to improve social adaptability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lead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learn and use various functions 

of smartphone in the information society to interact with people around them and improve their communication 

skills. In addition, the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develop and support appropriate applications that 

can help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social integration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ey words: information society, smartphone, applications,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ocial real life tools, social integration

[요   약]

본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이 활성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발달장애 학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사회 실생활 도구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발달장애 학생, 정보사회, 스마트폰 사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주제 관련 선행연구 문헌들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발달장애 학생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회통합 능력 향상 지원 방안을 기술한다. 둘째, 발달장

애 학생의 사회 실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기술한다. 셋째, 발달장애 

학생의 사회 실생활 적응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요구 영역을 기술한다. 이 연구 결과는 발달장

애 학생이 정보사회에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익히고 배워 이용함으로써 주변 사람들과 상호 

교류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업재활과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적절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교육적으로 지원, 제공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정보사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발달장애 학생, 사회 실생활 도구,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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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사

용하는 필수품으로 보급 확장되었으며, 콘텐츠도 다양하게 

개발되었다(강월석, 김명숙, 고재욱, 2013; 김동균, 김종우; 

2013; 김영란, 배성문, 박경숙, 2013). 사람들은 알람 기능, 

날씨 정보 검색 활용, 독서, 대중교통 이용 정보 활용, 뉴스 

읽기, 학습, 영화감상,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교환, 모임 참

여하기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이 기능들을 이용하는데, 

장애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실생활에 활용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어 주는 스

마트폰은 발달장애 학생들에게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발달장애 학생은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다수를 

차지하며 개인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인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일반적인 사회 상황 장

면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

인은 자기관리와 이동, 수용 및 표현 언어, 자기지시, 학습, 

독립생활 능력, 경제적 자족 등과 같은 일상생활 영역에서 

3가지 이상의 명백한 제한성이 나타나는 사람이다. 

장애학생 역시 자아실현 역량을 갖도록 하는 게 특수교

육의 목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발달장애 학생이 자

신의 삶의 자리와 사회 속에서 맡은 바 일을 행하는 동안 

장애로 인한 제약을 애플리케이션 지원으로 해소하도록 

이끌어주면 활동 수행능력이 증대되어 자아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발달장애 학생의 역량은 환경적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느냐에 따라 개인적 능력이 달라지며 활동에 방

해되는 갖가지 제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때 그 

역량이 증대될 것이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제약이 따

를 수밖에 없는 발달장애 학생은 개인에 적합한 지원이 필

요하고(김도현, 2009; Oliver, 1996), 스마트폰의 애플리

케이션 사용을 통한 다양한 지원은 그들의 활동 수행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발달장애 학생도 스마트폰 애플리

케이션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활

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학습활동에 교육 관련 애플리케이

션을 적용하여 효과를 보았다는 연구가 많다(정수리, 

2015; 김영준, 강영심, 2013; 이승훈, 2013; 이태수, 김정

수, 2013).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한 연구는 일상생활, 

독립성, 사람과의 관계, 의사소통, 자기결정력 등 발달장

애 학생의 다양한 사회활동 발전에 긍정적이었다(김창배, 

2016a; 김창배 2016b).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유형과 요구되는 기능을 분석

하는 일은 발달장애 학생에게 애플리케이션으로 사회활동

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 발달장애 학생의 현재 수준 

및 개인적 특성, 지역사회 사회활동을 하는 데 요구되는 

점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사회활동에 지원적인 애플리

케이션의 유형과 기능을 밝히고, 발달장애 학생에게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제약을 해소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는 발달장애 학생이 사회활동을 잘 해나가

도록 도움을 주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

션의 개발과 활용 교육을 도모하는데도 의미 깊은 일이다.

스마트폰이 중독의 부작용도 초래하여 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이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을 위협받으며 현대사회

의 새로운 청소년 문제로 떠오르기도 하지만(황재인, 신재

한, 2013), 의사소통의 도구이며 정보 접근 및 학습이 용이

하게 한다. 그래서 발달장애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사회통

합과 의사소통, 대중교통 이용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

다. 또한 알림 기능과 날씨 정보에도 적용해 생활에 도움을 

받으면서 사회인으로 적응해 가는데 큰 이득을 얻는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실태 조사 연구(김영란, 배성문, 박

경숙, 2016), 초등학생의 스마트 폰 실태 연구(김동균, 김

종우, 2013),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여가활동으로 스마

트폰을 이용한 연구(김성택, 2013)와 같이 스마트폰 활용 

실태에 관해 연구한 내용들이 주로 많은데, 단순히 활용 

실태를 밝힌 연구만으로는 발달장애 학생들의 다양한 개

개인의 요구를 교육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고, 한 개

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영위해 나가도록 해주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발달

장애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교육적 

지원은 지적능력이나 적응행동 특성으로 인해 스마트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유익함을 줄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 학생들이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교육적으로 

제공할 때 장애 극복 의지도 고취될 것이다. 

발달장애 학생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사회활동에 긍정

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김창배, 2016a; 조규영, 김창배, 

2016; 이지연, 2015)는 연구가 있으나, 다양한 애플리케이

션 개발 적용을 통해 사회 실생활 도구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규명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 따

라서 본 연구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자

아실현의 역량을 갖춰 사회에 잘 적응하며 통합되어 살아

가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

발하여 사회 실생활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의 의미

를 생각해보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필요성에 의해 ‘발달장

애 학생, 정보사회, 스마트폰 사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주

제 관련 선행연구 문헌들을 검토하여 ① 정보사회를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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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발달장애 학생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회통합 능력 

향상 지원, ② 발달장애 학생의 사회 실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유형, ③ 발달장애 학생의 

사회 실생활 적응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요구 영

역 등을 살펴봄으로써 발달장애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회 

실생활 도구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II. The Research Method

이 연구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정보사회를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을 사회 실생활 도구로 활

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문헌연구를 하였다.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

요한 요점을 요약하였는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유형과 

요구 영역을 살펴보면서 발달장애 학생들이 사회 실생활

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관해 교육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해내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발달장애 학생의 스마

트폰을 활용한 사회통합 능력 향상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발달장애 학생의 사회 실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유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발달장애 학생의 사회 실생활 적응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요구 영역은 무엇인가?

III. Results of the study

이 연구는 ‘발달장애 학생, 정보사회, 스마트폰 사용, 애

플리케이션 활용’ 주제 관련 선행연구 문헌들을 검색하여 

스마트폰 교육적 활용 실태 및 분석, 만족도, 애플리케이

션 개발, 효과 등을 토대로 활용 방안을 논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해서 ①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발달장애 학생의 스마

트폰을 활용한 사회통합 능력 향상 지원, ② 발달장애 학

생의 사회 실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

이션 유형, ③ 발달장애 학생의 사회 실생활 적응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요구 영역 등을 살펴봄으로써 발

달장애 학생이 스마트폰을 사회 실생활 도구로 효율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The strategies to support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ving in an 

information society to improve their social 

integration ability by using smartphone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발달장애 학생의 스마트폰을 활용

한 사회통합 능력 향상 지원에 대해 그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 없는 현대인의 생활을 상상하기 어려워서(주헌

식, 2011), 스마트폰의 보급은 사회통합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조건을 지닌 장애인들에게 접근성을 확장해주고 

있다(문민정 2015; 고경백, 송기범, 최양규, 2016). 발달장

애 학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

받고 활용해서 사회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사회

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기에 

이것은 곧 새로운 관점에서 사회통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장애학생이 통합되는 데 있어서 비장애학생의 지원

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물들이 많지만(강은

영, 김진구, 2017; 신재현, 2017),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

이 서로 만나 상호작용할 기회가 적다고 밝히고 있다. 

발달장애 학생은 통합 환경에서 또래들로부터의 거부,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해 위축되어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태도를 보이고 종종 등교를 거부하며 또래들에게 공포감

을 갖는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스마트폰을 적절히 활

용하면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 간 소통의 기회가 확대되

고 교류의 장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여겨진다.

발달장애 학생이 지역사회와 학교 문화에 잘 적응하며 자

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타인들과 협력하며 살아가도록 정보

화 기기들을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는 일은 중요하다. 발달장

애 학생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려면 사회 곳곳의 다양한 갈등 

상황과 마주칠 수 있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원만하게 문

제 해결하는 태도는 사회인으로서의 소중한 모습이기에 정

보사회에 걸맞게 발달장애 학생의 생활을 지원해주도록 스

마트폰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한다(이숙

향, 이효정, 2017). 종종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을 학습과 

생활 측면에서 도운 후 봉사점수를 인정받는 경우가 있는데 

스마트폰을 활용해 다양한 보상유형을 개발되어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보화 도구들을 활용하여 발달장애학생

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다.

위 결과를 요약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회통합 능력 

향상 방안을 제시하면, 비장애학생들이 학교활동 속에서 

발달장애학생들에게 협력하며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들

을 활용해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

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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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types of smartphone applications that 

could support the social real life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발달장애 학생의 사회 실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스마

트폰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 학생은 편견어린 시선과 반복적인 학습실패로 

인해 열등감과 무력감에 빠지고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는 

등 심리·정서적으로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이며, 주변 사람

들과 어울려 지내는 기술 부족 및 상호작용의 결함으로 관

계 맺기에 어려움을 갖는다(김요섭, 2017). 하지만 발달장

애 학생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도구

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은 

누구에게나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다. 

선행연구 문헌 검토에 의하면 발달장애 학생은 주로 4-6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조규영, 2020). 네이버 검색, 길 찾기 등을 통해 정

보를 활용하고, 여가활동으로 게임을 이용했다. 또 유튜브, 

음악 라디오 등의 멀티미디어를 활용했으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틱톡 등과 같은 SNS도 생활에 이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규영, 2020; 임장현, 2012). 이 

연구 결과는 장애학생들도 비장애인처럼 소통의 노력을 다

양하게 하고 개인의 여가문화생활을 즐기고자 하며(임장현, 

2012),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이동 기술과 실생활에 필요

한 다양한 기능을 습득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생각하

게 해주고 있어서 참으로 고무적이며 시사점이 크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발달장애 학생은 스마트폰을 대부

분 학습에 사용하고 있었는데(이승훈, 2013; 정수리, 2015; 

조규영, 2020),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음악을 듣고 

동영상을 감상하며,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취미활동이

나 생활정보를 검색하여 이용하였다. SNS 활용을 통해 다

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과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맺는 데에도 스마트폰을 사

용하였다(조규영, 2020; 이지연, 2015; 임장현, 2012). 

위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에서 보여주는 점을 살펴볼 때 

발달장애 학생이 스마트폰을 사회 실생활 도구로 잘 활용

하도록 이끌어주면 그들의 사회적 자립이나 인간관계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비장애학생들이 사회적 약

자인 발달장애 학생과 함께해줄 수 있는 도구로 스마트폰

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위 결과를 요약하여 사회 실생활 지원 애플리케이션 유

형을 제시하면, 날씨 등 네이버 검색, 길 찾기를 통한 정보 

활용, 각종 게임 이용을 통한 여가선용, 멀티미디어 활용, 

SNS 활용 등이 있다. 비장애학생들이 장애학생과 밴드, 

카카오스토리, 카카오 톡 같은 정보화 도구 등을 통해 소

통하면 공감과 수용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3. The needs of smartphone applications to 

improve social adaptability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발달장애 학생의 사회 실생활 적응을 위한 스마트폰 애

플리케이션 요구 영역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 학생이 사회에 통합되려면 의사소통, 장소의 

이동, 위험 상황에서의 안전대책이 해결되어야 하고, 그들

은 사회활동을 자립적으로 적응해 수행하는데 한계를 지

니고 있기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발달장애 학생이 활

동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은 애플리케이션 요구 영역에서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아이콘 접근형, 폴더 접근형, 위젯 접근형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스마트폰 바탕화면의 세 가지 유

형의 공통점은 애플리케이션 접근과 실행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발달장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하려면 위젯

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크기를 변경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

하도록 하고, 음성지원 기능 지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둘째, 발달장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이 

여러 유형을 보이기에 애플리케이션이 활용되는 측면도 

다양하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은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

이 되어 대면이 아닐지라도 전화, 문자, 사진 등을 사용하

여 상호 소통하도록 돕는다. 발달장애 학생들은 문자와 단

어를 쓰고, 문장을 완성하거나 음성, 사진과 관련된 의사

소통의 유형을 활용하였다. 이는 언어치료가 요구되는 장

애인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긍정적 효과를 밝힌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Ko & Park, 2017; Ryu, 2017). 발

달장애 학생들 가운데에는 음성과 문자로 의사소통이 어

려운 경우도 있고, 음성과 문자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

는 경우도 있다. 의사소통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문장의 예시나 사진 전송이 필요할 수 있고, 문장을 음성

으로 바꾸거나 음성을 문자로 바꾸는 기능이 필요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일방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의사

소통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

하다는 점을 시사한다(전우천, 2015).

셋째, 이동 애플리케이션 요구 유형의 기본적인 형태는 

지도를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선택적으

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유형을 요구한다. 학생이 시

각정보나 문자를 활용하면 이동 관련 정보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반면 문자와 시각적인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

고 음성정보만을 활용하는 학생은 다양한 정보를 음성으

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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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안전 애플리케이션 유형은 특히 언어표현에 어려

움을 지닌 학생들에게 유용한 기능으로 보호자가 자녀의 

위치와 현재 처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고, 

문자로 소통하고 사진을 통해 파악하게 하는 등 학생 위치 

추적, 지도 전송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유형이다. 학생이 

처한 위험한 상황과 위치 지도를 문자로 보낼 수 있고, 현

재의 위치와 현재의 상황을 전화로 보고할 수 있는 기능도 

요구되었다. 이 같은 애플리케이션은 학생들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참여할 때 안전하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직시할 때(김민정, 2014)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유형

은 다양하게 요구되었는데, 문자나 음성을 검색하고 일정

과 시간을 관리하며 메모하고, 음악을 듣고, 동영상을 시

청하며 사진을 찍는 일 등과 연관되어 있었다. 이는 일상

생활과 사회 활동을 수행할 때 필요한 지원으로 문자 활용

이 어려운 학생은 단어 완성과 음성으로의 검색이 필요하

고, 메모, 시간 안내 등의 애플리케이션 유형이 요구되었

다. 애플리케이션은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활용된다

는 점을 고려하여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필요한 기능이 다

양하게 선택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며 학생들에게 지도할 

때에도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위 결과를 요약하여 사회 실생활 적응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요구 영역을 제시하면, 스마트폰의 바탕화면

과 의사소통, 이동 편의, 안전한 참여, 원활한 활동 지원 

등의 영역이 있다. 지하철, 버스, 내비게이션, 지도 등과 

관련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유

용하게 활용되어 낯선 곳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목적지

로 정확하게 이동하는 것을 도와준다.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발달장애 학생, 정보사회, 스마트폰 사용, 애

플리케이션 활용’ 주제 관련 선행연구 문헌들을 검토하여 

①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발달장애 학생의 스마트폰을 활용

한 사회통합 능력 향상 지원, ② 발달장애 학생의 사회 실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유형, ③ 

발달장애 학생의 사회 실생활 적응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

리케이션 요구 영역 등을 살펴봄으로써 발달장애 학생이 

스마트폰을 사회 실생활 도구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에 관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교육적 활용 

실태 및 분석, 만족도, 애플리케이션 개발, 효과 등을 토대

로 활용 방안을 논의한 선행연구물들을 중심으로 검토하

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발달장애 학생의 스마트폰

을 활용한 사회통합 능력 향상 지원 방안은 스마트폰을 활

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보다 더 잘 

통합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둘 수 있다. 

발달장애 학생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사

람들과 의사소통을 잘 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도록 스마트

폰의 다양한 기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

어야 한다. 또 많은 발달장애 학생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

는 점을 고려하여 친구, 교사들과 스마트폰으로 소통하고 

학습에 적용 가능한 기능을 익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는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한 연구가 발달장애 학생의 자기

결정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 의사소통하며, 다양한 

사회활동을 해나가는데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연구 결과와

도 일치한다(이지연, 2015; 이성로·김수연, 2014; Muer, 

2016; Khoo, etc 2013; Wehmeyer etc, 2012). 

둘째, 발달장애 학생의 사회 실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

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유형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해당된다. 발달장애 학생은 주로 4-6개

의 애플리케이션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게임과 SNS, 멀티미디어, 정보 활용 등이다(조규

영, 2020). 학생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학습에 사용했는

데, 과제집중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었고(정수리, 2015; 

이은진, 2014),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음악을 듣

고, 사진과 동영상을 감상하고, 취미활동이나 생활정보를 

검색하여 이용했으며 SNS 활용을 통해 소통하고(이지연, 

2015), 전화 대화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하여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삶은 

발달장애 학생들의 원만한 대인관계 및 소통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Ayres, Mechling, 

Sansosti, 2013). 

셋째, 발달장애 학생의 사회 실생활 적응을 위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요구 영역은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 학생이 활동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은 애플리케

이션 요구 유형에는 스마트폰의 바탕화면과 의사소통, 이동 

편의, 안전한 참여, 원활한 활동 지원 등의 영역이 있다. 

발달장애 학생들은 문자와 단어를 쓰고, 문장을 완성하

거나 음성, 사진과 관련된 의사소통의 유형을 활용하였다. 

그들에게 애플리케이션은 생활 속에서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어줌으로써 대면이 아닐지라도 전화, 문자, 사진 

등을 사용하여 상호 소통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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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애플리케이션 요구 유형 시, 발달장애 학생들은 게

시판, 이정표, 안내 표지판 등과 같이 문자를 읽어 음성으

로 변환하는데 활용하는 구글 번역의 단계가 복잡하여 반

복적인 연습을 한 후에나 활용 가능하다. 이는 애플리케이

션을 설계할 때 보편적 설계의 원리를 고려해서 발달장애 

학생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점을 시

사한다(한동욱, 강민채, 2014). 

안전 애플리케이션 유형은 보호자가 자녀의 위치와 현

재 처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알고, 문자로 소통하며 사진

을 통해 파악하게 하는 등 학생 위치 추적, 지도 전송과 관

련된 것으로 언어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유용

하다. 학생이 처한 위험한 상황과 위치 지도를 문자로 보

낼 수 있고, 현재의 위치와 현재의 상황을 전화로 보고할 

수 있는 기능도 요구되었다. 가정활동, 학교 활동, 지역사

회 활동, 학습, 건강, 안전, 사회적 옹호 등에 사용할 수 있

다고 한 Douglass, Wojcik, & Thompson(2012)의 연구

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유형은 다양하

게 요구되었는데, 일정과 시간을 관리하며 메모하고, 문자

나 음성을 검색하며, 동영상을 시청하고, 음악을 들으며 

사진을 찍는 일 등과 연관되어 있었다. 이는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을 수행할 때 필요한 지원으로 문자 활용이 어려

운 학생은 단어 완성과 음성으로의 검색이 필요하고, 메

모, 시간 안내 등의 애플리케이션 유형이 요구되었다. 

발달장애 학생들은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여가 생

활과 직장 일, 가사, 학습과 같은 다양한 생활 장면에서 전

반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비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학생들도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지원으로 인해 여러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자존감

을 높일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사회활동의 폭도 넓어져 

사회구성원으로 더욱 견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발달장애 학생이 22개의 안드로이드 계열 애플리케

이션을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신이 이동하고 싶은 곳으로 활용하며, 다양한 

역할에 안전하게 참여하고, 멀티태스킹 등에 활용하며 사

회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기여했다고 한 김창배

(2016b)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발달장애 학생의 일상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거나 궁

금한 것을 질문하고 들으며 의사소통하거나, 학교와 지역

사회, 방과 후 교육 장소 등으로 이동하거나 대붕교통수단

을 이용하는 것들로 이루어진다, 또 자신이 원하는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생

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은 바로 이러한 삶을 발달장애 학생에게 지원해줄 수 있기

에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 잘 개발될 필요가 있다. 스마

트폰 애플리케이션 활용 교육은 발달장애 학생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사회활동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달장애 학생들의 사회 실생활 

도구로서의 스마트폰 활용 방안에 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이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해서 음악 및 동영상 감상, 게임 등만이 아닌 사회활동 수

행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폰을 실생활 도구로서 교육적으로 활용하

기 위한 연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적합한 교육과정을 마련하

고 유연한 스마트폰 사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스마트폰 사용 중독 부작용 감소를 위한 개입 프

로그램 도입 같은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발달장애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정보 검색, 학

습, 이동, 대인관계망 형성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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