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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표는 초등부 자폐성장애 아동들의 적응행동 향상을 위해 적응행동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
트 콘텐츠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수학교 교사 및 장애학생 교육기관 전문가들의 AHP설문을 통해 스마
트 콘텐츠의 개발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적응행동기술의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또한 어떠한 적응행동기술 분야가 
스마트 콘텐츠로 개발하기에 적합한지 앱개발 전문가들의 토론과 설문을 통해 그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스
마트 콘텐츠로 개발에 적합하고 그 효과가 높은 적응행동 기술은 언어이해, 시간이행 및 엄수, 이동기술, 옷입기, 개
인위생이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교육당국은 단편적인 교육용 스마트 콘텐츠 개발보다는 효과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자폐성장애 아동들의 특성 및 특수교사나 부모의 요구에 맞는 스마트 콘텐츠 개발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해
야 한다. 

주제어 : 스마트 콘텐츠, 적응행동기술, 특수교육, 특수교사, AHP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development directions for smart contents to support enhancing 
adaptive behavior skills of children with autistic disorder in elementary school. AHP survey of experts 
including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directors in educational institution for disability children was performed 
to analyze importance weight for smart contents development necessity and effectiveness in adaptive behavior 
skills. And the smart contents development suitability through pre-discussion for idea generation for various 
development method and AHP　survey with smart application development experts was evalua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ive and suitable adaptive behavior skills for smart contents development were understanding 
of languaging, time management and keeping, movement skills, wearing clothes, and personal hygiene in order 
of importance. Based on this study, education authorities should make an effort not to develop fragmentary 
educational smart contents but to support development of smart contents and service systems with better 
effectiveness and usability to meet demand for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parents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au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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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특수교육 분야에서 스마트러닝에 한 교육과학기술

부의 정책  지원이 2011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 으

며 이에 따라 스마트 러닝에 한 연구도 나타나기 시작

하 다. 스마트러닝이란 스마트기술을 학습에 이용하는 

학습서비스로 스마트기기  스마트미디어에 내장된 센

서와 스마트 콘텐츠를 이용하여 학습자의 인지능력과 창

조  사고를 증 시키는 학습형태를 의미한다. 재 스

마트 폰이나 태블릿은 은 세 의 아이콘이 되면서 장

애인의 사회  통합을 도울 수 있는 매력 인 매체로 장

애인에 한 거부감을 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12]. 한 태블릿PC와 같은 모바일 장치를 활용한 교육

은 상황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며, 학교, 가정, 방과 후 간

의 장벽을 없앨 수 있는 다양한 장 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모바일 기기는 자폐성장애 아동들에게도 교육을 

한 효과 인 도구가 될 수 있다. 모바일 기기의 장 은 

첫째,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어디서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편재성이 있다. 휴  가능한 기기의 특성으로 시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 화 시킬 수 있다. 둘째, 학습자

의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학습자는 자

신의 능력에 맞는 내용을 선정하여 진행속도와 양을 조

할 수 있다. 세 번째, 학습자가 자기주도 인 학습을 진

행하며 학습 수행에 한 피드백을 통해 학습능력 향상

을 가져올 수 있다[20].

그러나 스마트 기기는 자폐성장애 아동의 교육에 활

용할 수 있는 잠재성이 높으나 그에 비해 자폐성장애 아

동을 한 스마트기기 어 리 이션 개발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는 어 리 이션의 개발 비용이 높으

나 자폐성장애 아동이 사용자이므로 시장이 작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장애 아동이 스마트폰을 소유하

고 본인에게 필요한 어 리 이션을 찾아 결제할 수 있

는 가능성은 기 때문에 높은 교육  잠재성에도 불구

하고 자폐성장애 아동을 한 어 리 이션 개발은 더딜 

수밖에 없다[5]. 

자폐성장애 아동들의 응행동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기존의 통  방식에서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인한 

기술의 신 인 변화에 있는 이 시 에서 효과 인 

응행동 지원 도구로서의 어 리 이션의 개발은 요하

다고 볼 수 있다. 한 스마트교육을 하고 직 으

로 실행하게 될 주요한 주체인 교사의 역할은 스마트교

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7]. 

특수교육에서는 특수아동 부모의 법 인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다양한 역할도 요청되면서 의사결정권자 는 

력자로서의 극 인 참여가 필요한 시 가 되었다. 

특히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진단  평가

과정, 조기교육, 배치과정, IEP, 교육과정의 계획, 교수·학

습계획, 평가, 문제행동의 수정, 직업·진로교육 등 일련의 

모든 학교교육과정에 부모와의 공동 력에 하여 명백

히 규정하고 있다[16]. 2007년 이후 소비자/ 수요자/ 서비

스 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 하고자 새롭게 제정된 장

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련 서비스지원

을 바탕으로 완  통합교육 체제의 구 을 해 노력하는 

가운데 올해로 5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재 교

육과정 내용  운 , 교육방법  활동 등에 있어서는 여

히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

에 직면해 있다[2]. 따라서 스마트러닝이 하게 활

용되기 해서는 교육 장에 있는 교사들과 주 양육자인 

학부모의 요구를 악하여 이에 따른 한 지원이 제공

되어야 하며, 교육  측면에서 자폐성장애 아동을 한 

어 리 이션의 개발은 극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스마트러닝 환경에서 혜택을 리는 자와 그 지 못

한 자 사이의 정보격차가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장애를 

가진 학생은 스마트기기 사용의 어려움과 기기에 한 

근본 인 근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장애학생의 

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교육환경은 장애학생에

게  다른 장벽을 가져다주게 된다[18]. 재 우리나라

의 경우 교육용 콘텐츠 활용을 한 교육환경은 잘 조성

되어 있지만 교육용 콘텐츠는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용 

콘텐츠 활용 교육을 통한 장애학생의 학업성취 향상을 

해서는 다양하고 질 인 교육용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스마트 폰  스마트 태블릿을 

이용한 장애 아동의 교육에 한 연구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며 자폐성장애 아동을 한 어 리 이션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웹 환경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에서는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을 수행해 나가는 사회  동과

정이 요하다. 스마트 폰을 활용한 교육에서는 동학

습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교사는 학습자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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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상황에서 하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

정을 통하여 기에는 직 인 지도와 개입으로 학습자

를 안내해야하지만 학습이 진행될수록 학습자 스스로 의

미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력해  

필요가 있다. 자폐성장애 아동의 교육의 목 은 가정, 학

교, 지역사회에서 독립 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들을 개발시켜 주는 것이다. 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자폐성장애 아동들의 응행동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 리 이션을 통해서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근이 용이하고 참여하기

에 불편이 없고 흥미를 유발시켜 교육목표에 도달 할 수 

있는 응행동 기술 재 어 리 이션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폐성장애 아동들의 성공 인 통

합에 향을 주는 응행동 기술의 어 리 이션 개발을 

목 으로 특수교사와 장애인 교육기  문가  앱 개

발 문가를 상으로 응행동 기술 습득에 한 우선

순 를 조사하여 자폐성장애 아동의 응행동 재 어

리 이션의 개발을 한 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폐성장애와 적응행동기술

미국정신의학회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람에서는 자

폐성장애의 주요특성으로 사회  상호작용의 장애, 의사

소통의 장애 그리고 반복 인 상동증  행동  제한된 

심을 제시하 다[1]. 자폐성장애의 주요한 특성  하

나인 사회성 결함은 언어, 행동장애와 함께 자폐성장애

를 진단하는 요한 근거가 된다[10]. 응행동에 한 

규정은 응행동이 다양한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

다. 응능력의 성분 요소인 개인  독립심과 사회  책

임감은 사회 응에 요구되는 기술이다. Luckasson(1992) 

[13]는 응행동을 의사소통, 자기 리, 가정생활,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활용, 자기지시, 건강과 안 , 기능  학업

교과, 직업기술 등 10가지 역으로 나 어 실제 생활에

서 각 역의 찰을 더욱 용이하게 하 다.

자폐성장애 아동은 응행동기술  사회성 기술의 

결함은 자폐성장애의 핵심 인 결함으로 상호작용,  

맞춤, 응시행동, 몸짓이나 얼굴표정 등의 비구어  의사

소통 행동을 의사소통의 목 으로 매우 제한되게 사용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에 무 심하거나 공유된 감

정을 보이지 않는 등 이해와 수용 측면에서 결함을 보인

다. 이 듯 자폐성장애 아동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한 사회 응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인 

인 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우며 사회 , 정서 으로 

일탈된 행동과 사고로 인하여 상에 한 정보를 정확

하게 분별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 응행동의 문제

를 자주 보인다. 한 사회 응능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

행동과 학업능력의 결함을 보이며 학교생활의 실패로 인

해 장기 인 향을 미친다[4]. 이와 같이 자폐성장애 아

동들의 응행동 기술의 결함으로 인한 동료들로부터의 

거부나 낮은 사회  지 , 친구사귀기의 곤란, 외로움 등

의 문제는 자폐성장애 아동의 통합학  응에 심각한 어

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자폐성장

애 아동들의 응행동 기술의 습득은 자폐성장애 아동들

의 성공 인 통합교육의 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15].

사회성 기술 발달은 여러 변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서 이루어지며,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  특성에 따라 환

경 인 측면은 다양하나 사회성 기술 발달에 향을 주

는 변인으로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인 측면의 변

인들을 들 수 있다. 표 인 요인으로 성인과 아동의 

계, 상호작용, 가족구성원의 역할기 , 일상 인 생활 규

, 상황  습 등이 포함되며, 가족구조, 부모의 양육태

도, 형제자매 련변인, 래 집단, 학교환경, 지역사회 

환경 등 다양하다[17].

사회  기술과 의사소통, 응 이고 융통 인 자기

리 행동에 결함을 가진 자폐성장애 아동들은 사회생활과 

일상생활 모두에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응기능과 사회  상호작용과 같은 장벽을 극복하기 한 

어 리 이션의 잠재  능력에 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

은 당연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연구는 노인복지 을 이

용하는 노인의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면을 평가하

고 노인 우울증상에 따른 비교 험도를 악하여 우울을 

가진 노인들에게 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기

자료로 사용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장애 아동을 위한 스마트 콘텐츠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발달로 인해 자폐성장애 아동

에게 모바일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한 연구가 심을 

모으고 있다. 모바일 기술이란 기존의 음성서비스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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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웹 라우 를 통해 인터넷상의 웹서비스를 제한 없

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응용 로그램인 어 리 이

션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말한다. 스마

트 폰이 보 되면서 스마트 폰 는 PDA폰과 같은 모바

일 기기를 이용한 교육, 즉 모바일 러닝이 교육계에서 큰 

심을 받고 있다[8]. 스마트 기기는 자폐성장애 아동들

의 개인의 삶을 지원하는 효율 인 도구로 사용될 잠재

력이 있으며 앱의 다양성, 개별성과 개인성, 측 가능한 

반응, 휴  용이성, 높은 사용성, 비주얼 디스 이, 문

화  수용성의 여섯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9].

사회성 기술 향상을 해 입증된 재방법은 올바른 

행동에 한 자료와 자신의 수행에 한 피드백을 제공

하는 비디오모델링, 사회  기술에 한 직  교수,  맞

춤이나 제스처와 같은 비구어  의사소통 방법을 지도하

는 신체 인 사회성 기술 역이 있다. 사회성 기술이 필

요한 상황을 사진이나 동 상으로 보여주고 주제별로 정

해서 순서에 따라 화를 진행해 가도록 지원하는 어

리 이션이나 화 주제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어 리 이션 등은 자폐성장애 아동들의 요구

에 맞게 다양하게 용할 수 있다[8]. 자폐성장애 아동을 

상으로 개발 된 어 리 이션 연구들을 보면 스마트폰

을 이용한 도 자폐성장애 아동의 의사소통과 사회성 

기술 진[11], iPod를 통해 학교 내 장소이동과 학습활

동 환 향상[3], 시각  보조를 이용한 자폐성장애 아동

의 언어  의사소통 진[19],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이용한 자폐성 장애 아동의 불안정서 처[14], 모바일 

어 리 이션을 이용한 자폐성장애 아동의 실제 상황에

서의 사회  기술 훈련[5][6] 등 의사소통과 사회성 기술

에 한 소 트웨어 개발이 활발하며 이를 이용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듯 해외에서는 스

마트 폰이나 iPad와 같은 스마트기기에 탑재된 앱의 형

태 는 컴퓨터 소 트웨어 형태로 장애아동들의 교육이

나 의사소통에 문제를 가지는 장애아동을 한 보완 체 

의사소통 로그램도 다수 개발되고 있어 화나 간단한 

발표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기기의 휴 성  

보편성 측면에서도 사용자들에게 정 인 평가를 받고 

있다[12].

3. 연구내용

3.1 연구방법

응행동기술을 스마트 콘텐츠로 구 하는 것에 한 

효과와 스마트 콘텐츠로 개발 시의 합도를 분석하기 

해 두 개의 문가 집단을 나 어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분석을 수행하 다. 문가 집단1의 경우 

응행동기술  스마트 콘텐츠로 개발이 가장 필요한 

응행동기술의 가 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으며 문가 집단2의 경우 스마트 콘텐츠 기술 문가로 

실제로 어떤 응행동기술을 스마트 콘텐츠로 개발할 때 

더 합할지에 해서 분석하도록 하 다. 각 집단별 특

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1> The composition of two expert groups

Group 

Type
Composition Aims of Analysis

Expert 

Group 1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directors in 

educational institute for 

the disability

Effectiveness and 

necessity for smart 

contents development in 

adaptive behavior skills

Expert 

Group 2

Professors in IT related 

major and smart 

application development 

expert

Suitability for smart 

contents development in 

adaptive behavior skills

문가 집단1의 경우 교직경력  련기  근무 경력

을 고려하 으며 장애  자폐성장애에 연 된 근무 경

력을 고려하여 AHP 설문을 수행하 다. 문가 그룹1의 

경력  구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expert group1

Categories Classification
Number of 

response

Percentage

(%)

Work 

experience

over 5 years - 

under 10 years
6 17.1%

over 10 years – 

under 15 years
5 14.3%

over 15 years – 

under 20 years
10 28.6%

over 20 years 4 40.0%

total 35 100%

Affiliation

School 27 77.1%

Educational 

institute
8 22.9%

total 3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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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집단2의 경우 응행동기술의 스마트 콘텐츠 

개발의 합성을 단하기 해서 소수의 문가 집단을 

활용하 다. 문가 집단2의 구성은 IT 련 교수진과 앱

개발 문가로 련 공 교수이거나 앱개발 경력이 5년 

이상이 된 앱개발 유경험자로 구성하 고 각 분야별 

문가 수는 <Table 3>에 나타나 있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expert group2

Categories Work experience Number of experts

Professors IT related major 5

App. development 

expert

Over 5 year smart 

app. development 

experience

4

total 9 (person)

한국  응행동검사 (Korean-Scale of Independent 

Behavior-Revised; K-SIB-R)는 표 화된 규 지향 평

가도구로서 기본 으로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독립  응기능을 측정하여 구체 인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아동의 고유한 목표  로그램 목표를 성취하게 

고안되었다. K-SIB-R이 제시한 응행동의 역을 기

반으로 응행동기술에 한 계층  구조를 제시하 다. 

략 인 응행동 기술의 계층  구조는 <Table 4>에 

제시하 다.

문가 집단1의 경우 AHP설문에 한 사  설명이 

필요한 계로 e-mail  화를 통해 1:1로 충분한 사  

설명을 하 으며 설문지를 받은 후에 설문 방법에 해 

의문이 있는 경우 추가로 설명을 진행하 다. 특히 AHP

설문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논리  모순이 발생하지 않

도록 일 된 설문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해서 추가

로 설명을 진행하 다.

문가 집단2의 경우 자폐성장애의 범주와 그 특징에 

해서 자세한 설명을 일차로 진행하 다. 실제로 해당 

응행동기술을 스마트 콘텐츠를 통해 개발할 경우 어떠

한 형태로 개발이 될지에 한 검토를 해 집단토론을 

실시하 다. 한 토론이 co되었다고 단된 후에 

응행동기술의 개인별 스마트 콘텐츠 개발의 합성을 

단하는 설문을 진행하 다.

[Fig. 1]은 략 인 연구방법  차에 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Table 4> Hierarchy of adaptive behavior skill

Superordinat

e adaptive 

behavior

Subordinate 

adaptive 

behavior skill

Contents example

Motor skills

Gross motor 

skills

sitting down, standing up, 

delivering objects, etc.

Fine motor 

skills

lifting small objects, scribbling, 

opening door, etc.

Social 

interaction 

and 

communicati

on skills

Social 

interactions

going toward favorites, ask for 

hugging, playing simple 

games, appreciative words, 

etc. 

Understanding 

of language

focusing people calling name 

and talking, pointing similar 

pictures in books, etc.

Language 

expression

gesturing and making sound, 

responding shortly, repeating, 

etc.

Individual 

life skills

Meals and 

preparing 

foods

swallowing smooth food, 

eating with fingers, drinking 

water, etc. 

Toileting

expressing inconvenience, keeping 

clean clothes, going to toilet, 

etc. 

Wearing 

clothes

straightening arms and legs, 

taking off socks, wearing and 

taking off pants and 

underwears, etc.

Personal 

hygiene

washing hands, toothbrushing, 

washing face, nose blowing, 

etc. 

Domestic 

skills

returning used dishes, 

cleansing table, disposing 

garbage, etc.

Community 

living skills

Time and 

punctuality

proper use of morning and 

night, pointing out numbers, 

point out current date, etc. 

Money and 

value

counting 1-5, keeping money, 

distinguishing coins, etc. 

Home/Commu

nity

selecting things, expressing 

end of assignments, 

accomplishing given tasks, etc.

Movement 

skills

finding things at same place, 

going to specific place, staying 

around home, etc. 

3.2 연구결과

AHP분석을 통해 도출한 자폐성장애 아동을 한 

응행동기술의 스마트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효과에 

한 AHP설문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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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효과에 한 설문을 진행한 

35명의 문가의 설문을 분석한 결과 27명(77%)의 일

성 지수(Consistency Ratio: CR)는 0.2이하이었다. 일

성 지수가 0.2이하일 경우 일반 으로 일 성이 있다고 

단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23%는 CR이 0.2이상이었

으며 이  60%이상이 경력 15년 이상의 문가여서 

AHP설문에 한 충분한 이해를 재교육한 후 설문을 다

시 수행하 으며 CR이 0.2보다 높았던 설문  총 4부가 

CR이 0.2이하로 분석되어 최종 으로 31부의 설문을 활

용하여 가 치를 도출하 다.

[Fig. 1] Research procedure and framework

분석결과 스마트 콘텐츠로 개발의 효과가 큰 응행

동기술로는 개인생활기술, 지역사회기술, 사회  상호작

용  의사소통 기술, 운동기술 순이었으며 스마트 콘텐

츠의 특성이 부모와 학생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비교  

자유롭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에서 개인생활 기

술의 개발에 한 가 치가 높게 도출되었다. 가 치가 

가장 높은 개인생활기술  신변처리, 개인 생, 옷 입기 

사회  상호작용  의사소통 기술  언어이해 순으로 

가 치가 높았다. 사회  상호작용  의사소통 기술에 

한 가 치는 상 으로 낮았으나 하  응행동  

언어이해에 한 요도가 높아서 상 으로 낮은 상  

응행동의 가 치에도 불구하고 언어이해의 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동기술의 지원은 스마트 콘

텐츠로 개발 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한 

하  응행동인 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도 스마트 

콘텐츠 개발이 비교  효과 이지 않은 것으로 도출되었

다. 이것은 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의 경우 스마트 

콘텐츠를 통해 해당 응기술에 한 습득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Table 5> Weights for necessity and 
effectiveness

Superordi
nate 
adaptive 
behavior

Weig
hts

Subordinate 
adaptive 

behavior skill

Weights 
in the 
sub-fa
ctors

Overall 
weig
hts

Rank

Motor 

skills
0.05

Gross motor skills 0.58 0.03 13

Fine motor skills 0.42 0.02 14

Social 

interacti

on and 

commun

ication 

skills

0.17

Social interactions 0.24 0.04 8

Understanding of 

language
0.59 0.10 4

Language 

expression
0.17 0.03 12

Individual 

life skills
0.48

Meals and 

preparing foods
0.08 0.04 8

Toileting 0.31 0.15 1

Wearing clothes 0.23 0.11 3

Personal hygiene 0.29 0.14 2

Domestic skills 0.08 0.04 8

Communit

y living 

skills

0.30

Time and 

punctuality
0.33 0.10 5

Money and value 0.13 0.04 8

Home/Community 0.20 0.06 7

Movement skills 0.33 0.10 5

문가 그룹2에서 수행한 응행동 기술의 스마트 콘

텐츠 개발의 합성에 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 응행

동 기술의 충분한 사  설명과 해당 기술 별 어떠한 형태

로 스마트 콘텐츠로 개발할 지에 한 토론이 이루어 졌

기 때문에 비교  개별 문가들의 가 치에 한 편차

가 높지 않았으며 9개 문가 데이터 모두가 CR이 0.2이

하로 최종 가 치 분석에 활용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스마트 콘텐츠 개발에 합한 응행동 기

술로 사회  상호작용  의사소통기술의 가 치가 가장 

높았으며 이  언어이해의 경우가 가장 개발하기에 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가 치가 높은 응행동 

기술은 지역사회 기술로 경제생활, 시간이행  엄수 순

으로 스마트 콘텐츠 개발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가 치가 높은 응행동 기술은 개인생활 기술

로 이  옷입기, 개인 생, 가사 응행동 순으로 가 치

가 높았다.

세부 인 하  응행동 기술의 가 치는 <Table 6>

에 정리하 다. 운동기술의 경우 스마트 콘텐츠 개발의 



Study on smart contents development directions for children with autistic disorder to enhance adaptive behavior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29

필요성  효과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스마트 콘텐츠

로 개발에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6> Weights for technical suitability 

Superordinate 

adaptive 

behavior

Wei

ghts

Subordinate adaptive 

behavior skill

Weights 

in the 

sub-fa

ctors

Over

all 

weig

hts

Rank

Motor skills 0.07
Gross motor skills 0.42 0.03 13

Fine motor skills 0.58 0.04 12

Social 

interaction 

and 

communicati

on skills

0.38

Social interactions 0.18 0.06 10

Understanding of 

language
0.48 0.16 1

Language expression 0.34 0.12 2

Individual life 

skills
0.28

Meals and preparing 

foods
0.23 0.06 8

Toileting 0.03 0.01 14

Wearing clothes 0.27 0.08 6

Personal hygiene 0.24 0.07 7

Domestic skills 0.23 0.06 8

Community 

living skills
0.31

Time and punctuality 0.27 0.08 4

Money and value 0.28 0.09 3

Home/Community 0.19 0.06 11

Movement skills 0.26 0.08 5

응행동 기술의 스마트 콘텐츠 개발 필요성  효과, 

개발 합성을 모두 고려하며 스마트 콘텐츠로 개발이 

가장 합한 응행동 기술을 도출하 다.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 콘텐츠로 개발에 

합하고 그 효과가 높은 응행동 기술은 언어이해, 시간

이행  엄수, 이동기술, 옷입기, 개인 생이었다. 신변처

리의 경우 스마트 콘텐츠로의 개발이 비교  효과 이지

만 실제로 스마트 콘텐츠로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문가는 단했다. 향후 신변처리에 한 다양

한 근을 하여 앱으로 개발할 경우 그 효과가 크지만 그

에 따른 다양한 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단된다. 상

으로 언어표 , 경제생활, 사회  상호작용, 식사와 

음식 비는 스마트 콘텐츠로 개발은 합하지만 필요성 

 효과 측면에서는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육, 소근육 등의 운동 기술의 경우는 스마트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그 합성도 모두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4. 결론

특수교육 분야와 정보기술 련 문가들을 통해 

AHP설문을 이용하여 자폐성장애 아동들의 응행동 기

술을 향상시키기 한 스마트 콘텐츠 개발에 한 연구

를 수행하 다. 스마트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과 효과에 

해서는 장애 학생들을 실제로 교육하는 교사  장애

학생 지원 기 의 문가들이 그 요도를 도출하 다. 

한 스마트 콘텐츠의 합도는 앱 개발 련 문가들

이 충분한 토론을 한 후 합한 응행동 기술에 해서 

그 가 치를 도출하 다. 

[Fig. 2] Matrix analysis of two criteria

분석결과 스마트 콘텐츠로 개발의 효과가 큰 응행

동기술로는 개인생활기술, 지역사회기술, 사회  상호작

용  의사소통 기술, 운동기술 순이었으며 가 치가 가

장 높은 개인생활기술  신변처리, 개인 생, 옷입기 사

회  상호작용  의사소통 기술  언어이해 순으로 가

치가 높았다. 스마트 콘텐츠로 개발에 합하고 그 효

과가 높은 응행동 기술은 언어이해, 시간이행  엄수, 

이동기술, 옷입기, 개인 생이었다. 신변처리의 경우 스

마트 콘텐츠로의 개발이 매우 효과 이지만 실제로 스마

트 콘텐츠로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문가

들은 단했다. 

앱 개발 문가들은 스마트 콘텐츠 개발 련 교육 분

야 문가들이 제시하는 필요성  효과가 요한 요인

이며 그 구   합성 부분은 다양한 형태(게임, 스토

리텔링 등)로 개발을 검토해 보는 것이 더 효과 일 수 

있기 때문에 합성을 단하는 것은 요하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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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 있었다. 그러나 우선 으로 스마트 콘텐츠 개발

에 한 수요가 높은 시 에서 보다 효과 이고 개발에 

용이한 스마트 콘텐츠의 개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요리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자조기술과 같

은 일상생활 동작들에 한 독립 인 수행은 자폐성장애 

아동들의 교육과 독립 인 삶을 함에 있어서 매우 

요한 요소이다[12]. 스마트 콘텐츠 즉 어 리 이션으

로 제작된 교육미디어는 하나의 기기에 의사소통, 언어, 

일상생활, 돈계산 하기 등 다양한 기능의 어 리 이션

들을 다운받아서 필요에 맞게 재 시에 활성화시켜 사

용할 수 있고 부모  교사의 참여가 용이하며 하나의 기

기를 복합 인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스마트 기기에 기본 으로 내장된 카메라  비디오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활용은 교사가 학생을 한 교

수자료 제작과정을 훨씬 간편하게 개별화할 수 있도록 

해주며 자료의 업데이트  에도 활용 이다[9].

기존의 연구들은 장애학생들을 한 스마트 콘텐츠 

개발의 요성  그 효과에 해서 공감하고 있지만 포

으로 목표 기술을 정한 후 어떠한 부분을 스마트 콘

텐츠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인지에 한 분석이 

없이 단편 인 앱 개발이 주를 이루었다면 본 연구는 

응행동기술이라는 체 인 에서 장애학생들을 지

원하기 해 어떠한 응행동기술들이 스마트 콘텐츠로 

개발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매체의 

활용으로  다른 학습 스타일을 가진 학생들로 학습

자의 다양성은 차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

서 교사는 학 의 모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

켜주면서 성취도까지 향상시켜 주어야 하는 책임이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폐성장애 아동들의 특성에 따라 

특수교사나 부모의 요구에 맞는 스마트 콘텐츠 개발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육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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