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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화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삶의 질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활성화 방안을 정보화교육 강사의 역량 중심으로 고찰해보고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가차원에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하고 국민

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 운영 합리화 방안에 대한 환경을 마련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화 교육 강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 않은 측면이 

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 강사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교육 및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장애인정보화 보육 강사가 안정감 있게 교육 업무에 집중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한다면 장애인들의 정보화 및 고

용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정보화 교육, 삶의 질 향상(QOLT), 장애인 교육(The disabled education)

I. Introduction

정보화기기가 다양해지고 발전해감에 따라 정보에 대한 가치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의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정보격차 실태를 분석하여 장애인정보화 

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지하고 장애인정보화 사업의 정책 

및 현황, 실태, 문제점등의 자료를 분석한다. 또한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담당하는 정보화교육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강사관

리 방안을 마련하여 양질의 역량을 가진 정보화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언하고 양질의 교육으로 실질적 수혜자인 장애인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정보화교육이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정보화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좀 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II. 관련 현황 및 연구 방법

1. 장애인 정보 격차 현황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국민

과의 인터넷 이용를 격차는 감소 추세이고 전년대비 장애인과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다.(한국정보화진

흥원 2011-2015) 장애인 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의 93.5%인 

반면 역량, 양적, 질적 활용 부문은 일반국민의 75.1%, 74.4%, 69.3%
로 나타나, 컴퓨터, 인터넷 접근 정도 및 보유 여부와 연관된 정보 

접근 격차보다 정보활용능력·활용량·활용유형(사용의 질)과 연관된 

정보 활용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정보화진흥원 장애인 

정보화 격차 실태조사(2011-2015)

2. 장애인 정보화교육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 정보화 교육 현황 및 실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교육강사의 

교육 경력, 수준, 교육수강생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교과과정, 지역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우수 교육 강사의 

이탈 및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의 교과과정 세분화, 기초과정 양산 

등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장애인정보화 

교육장의 지방이양을 통해 강사 인건비 수준의 운영비 지원 축소 

등으로 점차 가속화 될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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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및 연구 목적

3.1 연구 목적

Fig. 1. The Overall Process of Reserach 

 

 

3.1 장애인 정보화 강사 운영의 개선방안 연구

전국 장애인 정보화 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

며, 조사지역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 124개 기관에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

였으며, 이중 설문에 응답한 47명의 장애인 장애인 정보화교육 강사의 

응답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항목 인원(명) 비율(%)

전혀 몰랐다 35 74.46

조금 알고 있다 9 19.14

장애인관련 업무경험이 있다 3 6.38

Table 1. 장애인정보화교육 강사의 장애인에 대한 사전 이해도

조사항목 인원(명) 비율(%)

필요 없다 2 4.25

어느 정도 필요하다 13 27.65

반드시 필요하다 32 68.08

Table 2. 장애인의 이해 및 교수법 교육 필요성

III. 결론 및 제언

장애인 정보화 격차에 있어서 정부의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으로 

장애인의 정보격차가 개선되어지고 있지만 현재의 열악한 장애인정보

화 교육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정보화의 첫 시작인 장애인정보화교육에

서의 교육 강사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강사의 역량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화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질 높은 교육을 받아 정보가 

중요시 되고 있는 정보화사회에서 좀 더 장애인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장보화 교육 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으

로는 첫째, 사업기관차원의 교육 커리큘럼 연구 및 배포가 필요하고 

둘째, 수행기관의 장애인정보화교육 강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셋째 장애인정보화 교육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툭자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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