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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의 목 은 장애 학생용 교과서에 수록된 매체의 특징을 정보처리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도서  자료를 
장애 학생의 수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학교 국어 교과서 심화 학습활동에 포함된 매체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장애 학생은 심화 학습활동을 수행하기 
하여 주로 시각을 통해서 정보를 수용하고 이해를 통해서 정보를 처리한 후에, 언어지능을 활용해서 결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는 삽화와 텍스트를 통해서 학습 내용을 수용하고, 추론과 설명 등 이해를 토 로 내용을 

처리한 후에 쓰기와 말하기와 같은 언어 지능을 활용하여 결과를 산출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 로 도서  자료를 
장애 학생의 국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실 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장애 학생의 독서 흥미 발달 
단계와 장서 맵핑을 활용한 다양한 투입 매체를 개발한다. 읽기-듣기를 활용하여 도서 자료를 제공한다. 심화 학습활동을 

자기 주도 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  지식을 지도한다. 그리고 다양한 산출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의 
유형과 쓰기 략을 개발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a contained in textbook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and to find ways to utilize library 

materials for class improvement for them. To this end, the media included in the in-depth learning 

activities of the Korean language textbooks of the 2015 revised special education basic curriculum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students with disabilities received information 

mainly through vision, process information through understanding, and use language intelligence to 

produce results. Specifically, they accepts learning contents through illustrations and texts, processes 

the contents based on understanding such as reasoning and explanation, and then uses linguistic 

intelligence such as writing and speaking to produce resul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 practical method to utilize library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clas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was proposed as follows. Developing a variety of input mediums based on reading stages and collection 

mapping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Providing book materials through reading and listening. Teaching 

appropriate methodological knowledge to self-directly solve advanced learning activities. In addition, 

developing types of writing and writing strategies that can help various produc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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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필요성 

IFLA/UNESCO(1999)가 발표한 학교도

서  선언 에 따르면, 학교도서 의 사명은 지

식정보사회를 성공 으로 살아가는데 기 가 

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만인을 한 교

수-학습의 장’으로서 학생의 평생학습능력 습득

과 상상력을 개발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

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개

별 학생이 처한 신체 , 사회 , 경제  여건에 

상 없이 학교도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특히 일반 학생뿐

만 아니라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도 

학교도서 에 한 평등한 근성을 보장받아

야 하며, 무엇보다도 도서  자료를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장애 유

형에 맞는 학교도서  자원을 확보하고, 그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구

체 인 서비스 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장애 학생을 한 학교도서  황을 살펴보

면(장보성 2019), 학생 인당 장서 수는 일반 학

교도서 의 60% 수 (57.9권), 출 자료수는 

36.5%(10.8권에) 수  그리고 산은 일반 학

교도서 의 33% 수 (5,632천원)에 불과하다. 

175개 특수학교  20석 이상의 열람 좌석수를 

보유한 곳은 42.9%(75개교)이고, 담 인력이 

배치된 경우는 26.9%(47개교)이다. 특히 교육

정보 사를 제공하는 문 인력의 경우 사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학교는 11.4%(20

개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열악한 운  환

경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도서  담당 교사는 

교과와 연계한 도서  활용 수업 운 , 도서  

행사 로그램 운 , 자료 추천  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 학생의 요구를 반

한 책 읽어주기와 같은 로그램 운 에 필

요한 연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숙, 송기호 2011a). 주목할 은 장애 학

생의 도서  이용능력이 부족하고, 난이도가 

낮은 도서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학

생과의 교류를 통한 사회성 증진, 독서활동을 

통한 학습능력 신장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인식을 특수학교도서  담당 교사가 갖고 있다

는 것이다(이미숙, 송기호 2011b). 그러나 장

애 학생에 한 학교도서 의 정 인 역할에

도 불구하고 특수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지

 장애 학생의 학교도서  근성과 교육정보

서비스 향유 기회가 특히 열악한 실정이다. 이

들 학교도서 의 경우 사서 교사 자격증이 없

는 특수교육 공 교사가 교과 수업을 하면서 

업무 분장의 하나로 학교도서 을 담당하고 있

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류명옥, 이미숙, 노

진아 2012), 교과서를 비롯한 자료 구입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교사 개인의 역량과 노력에 따

라 로그램이 운 되고 있는 실정이다(손지

, 박 욱, 이정은 2013). 

학교도서  자료는 정보처리와 학습역량에 

향을 끼치는 교수-학습 매체로서 동학습을 

통해서 수업을 신할 수 있는 요한 요소이

다.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 배움은 교재나 교구

에 의해 매개된 활동이고, 교사나 친구와의 의

사소통 활동이며, 그 과정에서 학생의 자기 내

, 실존  실천을 통해 이루어기 때문이다(사

토 마나부 2016).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 학생을 

한 학교도서 의 교육  역할 증진 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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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성에 한 특수 교사의 정 인 인식이 

효과를 거두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서  자

료(매체)를 교과 수업에 연계할 수 있는 실

인 략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1.2 연구 목   방법 

본 연구의 목 은 장애 학생용 교과서에 수록

된 매체의 특징을 정보처리모형을 기반으로 분

석하고, 도서  자료를 장애 학생의 수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실 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다. 이를 하여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교육과

정 학교 국어 교과서의 심화 학습활동에 포함

된 매체를 분석 상으로 삼았다. 분석 상으로 

삼은 학교 특수 국어 교과서는 공통 교육과정 

 선택 심 교육과정 용이 어려운 학생의 발

달 수 을 고려한 핵심 역량 심의 안 교육과

정이며(교육부 2018, 6), 6~7세의 인지발달 수

에 해당하는 증도  도 지 장애 학생을 

한 생활 심 교육과정이다(정해동 2018, 74). 

특수교육통계(교육부 2020a)에 따르면, 학교 

특수 국어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

는 특수학교는 지 장애 특수학교 126개교, 정

서장애 특수학교 7개교 등 모두 134개교로 추정

된다. 최근에는 장애의 증․ 복화 상이 빠

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체장애(22개교), 

시각장애(13개교), 청각장애(14개교) 특수학교

에서 공통 교육과정으로 학습하기 어려운 일부 

복장애학생도 이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을 것

으로 상된다. 아울러, 국 1,928개의 일반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2,468개 특수학 에서 교

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상 학생도 이 교과서

를 활용하고 있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학

교 특수 국어 교과서 분석은 특수 학습이 설치된 

일반 학교도서 과 특수학교도서 의 장애 학생

에 한 서비스 략 마련에도 시사 을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학교 특수 국어 교과서는 ‘가권(교육부 

2020b)’과 ‘나권(교육부 2020c)으로 나뉘어있

으며, 내용 체계는 ‘단원-제재-활동’으로 구성

되어있다. 이  79개의 제재를 구성하는 활동

은 기  학습활동, 주요 학습활동, 심화 학습활

동이다. 기  학습활동은 공부할 내용과 련된 

놀이를 하거나 주요 학습활동을 해 미리 알아

야 할 내용을 공부하는 활동이고, 주요 학습활

동은 제재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공부하는 

활동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 상으로 삼은 심

화 학습활동은 세부 활동을 포함하여 총 188개

로 제재에서 공부한 내용을 연습하거나 더 알아

볼 내용을 공부하는 활동으로 일반 교과의 탐구 

활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진하고, 자기 주도 인 학습을 지원하는 학교도

서 과 장애 학생용 교과 간 연계성을 분석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단하 다.

학교 특수 국어 교과서 심화 학습활동 수

록 매체 분석은 학습자가 해결할 내용을 어떤 

매체를 통하여 수용(투입)하고, 무슨 사고 과

정을 통해 처리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 그 결과

를 표 (산출)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처

리모형을 활용하 다. 활동 내용의 수용에 활

용되는 매체의 유형은 선행연구(송기호 2017; 

2019)를 참조하여 ‘인물, 텍스트, 자자료, 시

각자료, 상자료’로 구분하 고, 처리의 구체

인 방식은 6개의 인지행동 유형(기억, 이해, 

용, 분석, 평가, 창안)을 기 (<표 1> 참조)으

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산출 방식은 8개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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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언어, 논리수학, 공간, 신체운동, 음악, 인간

친화, 자기성찰, 자연친화)으로 나 어(<표 2> 

참조) 분석하 다. 정보처리모형을 이용한 심

화 학습활동의 분석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 <그

림 1>과 같다.

2. 이론  배경

2.1 정보처리모형

정보처리모형은 인간의 상징 조작 과정이 컴

퓨터의 정보처리 방식인 ‘수용-처리-표 ’과 유

사하게 작용한다고 보는 인지심리학에서 출발

하 다. 수용 단계는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감

각 정보가 인간의 뇌로 들어오는지를 설명해주

며, 처리 단계는 인간의 뇌가 감각 정보를 어떻

게 조직하고 기억하는지를 보여 다. 그리고 표

 단계는 뇌가 어떻게 근육에 메시지를 보내어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지를 설명해 다(Connell 

2008, 160-162). 교수-학습활동 측면에서 정보

처리모형은 학습 내용(정보)의 흐름을 ‘투입-

처리-산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신동 

1994, 231-232). 교수-학습 매체의 수업 용을 

추구하는 학교도서  측면에서 보면, 과제 해결

을 하여 학생이 이용하는 매체의 유형(투입)

<그림 1> 정보청리모형을 이용한 심화 학습활동 분석( )

출처: 교육부 2020b, 218



정보처리모형을 활용한 학교 특수 국어 교과서 심화 학습활동 수록 매체 분석  33

과 매체의 활용(처리) 그리고 활용 결과의 산출 

방법(표 )에 한 종합 인 정보를 얻을 수 있

다(송기호 2019, 8).

그리고 인지행동 유형을 활용하면 정보처리

모형에서 투입한 매체를 학생이 어떻게 처리하

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지행동은 학습을 

통해서 길러주고자 하는 지  능력과 기능 발

달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Anderson 등

(2005)이 개정한 Bloom의 신교육목표 분류 체

계에 따른 6개의 인지행동 유형(기억, 이해, 

용, 분석, 평가, 창안)을 활용하 다. 인지행동

별 정의와 학교 특수 국어 교과서의 심화 학

습활동에 포함된 인지행동 유형별 사례를 행  

동사를 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한편, Gardner(2007)가 제시한 다 지능을 

활용하면 수업에 투입된 매체의 활용 결과가 

어떻게 산출(표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

을 다. 다 지능이론의 핵심은 구나 8가지 

다 지능을 다 가지고 있으며, 각 지능을 

한 수 까지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학교 교육과 련해서 다 지능이론은 통

으로 언어지능과 논리수학지능을 강조해온 

교과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에 존재하

는 모든 교육 활동을 시해야 한다는 을 강

조한다(박효정 외 2006). 다 지능의 유형별 특

징과 학교 특수 국어 교과서의 심화 학습활

동에 나타난 다 지능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2.2 선행연구

장애 학생을 한 특수 국어 교과서 련 연

구는 의사소통과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하기 

한 학교 별 교과서 분석과 특수 교사의 교과 

운  실태  인식 분석을 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특수 국어 교과서 분석과 련해서 

권회연, 서지원, 병운(2017)은 2015 개정 특

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 등학교 1～2학년군 국

어 교과서’를 상으로 지시문과 교과 내용 어

휘의 품사, 난이도에 따른 단계, 의미 역 등을 

분석하 다. 이  학습활동을 유도하는 지시문

에서 지시하는 행동이 하나인 경우는 57.7%, 두 

가지 이상인 경우는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 학생의 이해력을 과

하는 것으로 학습의 흥미와 자신감을 반감시키

는 요인임을 지 하 다. 정해동(2018)은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학교 국어 교

과서에 사용된 어휘의 빈도를 분석하 다. 분

석 결과 고빈도 어휘  가장 많이 나온 어휘는 

‘하다’(동사)이며, 그 다음으로 ‘있다’(형용사), 

‘읽다’(동사), ‘문장’(명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개별 어휘의 품사별 분포는 명사가 60%, 

동사가 21% 정도를 차지하 다. 체 어휘의 

의미 역별 분포는 ‘하다, 읽다, 쓰다, 말하다, 

가다’와 같은 동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다음으로는 ‘문장, 단원, 내용, , 낱말’과 

같은 교육을 나타내는 어휘와 ‘있다, 재미있다, 

어떠하다, 좋다, 나쁘다’와 같은 상태를 나타내

는 어휘가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실재생활 경

험과 한 련이 있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수 교사의 국어 수업 운  실태와 인식과 

련해서 병운, 남윤석, 권희연(2007)은 국

어 수업에 나타나는 특수 교사의 언어  스캐

폴딩(Scaffolding)을 분석하 다. 이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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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행동 정의 행  동사 사례

기억하다
장기 기억으로부터 련 

정보를 인출한다.

확인하다 -

인지하다
∙들려주는 문장을 받아쓰고, 바르게 소리 내어 읽어 시다. 

(국어 가-①, 41)

회상하다
∙희정이의 상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고, 그때의 

기분이 어땠는지 말해 시다. (국어 가-②, 214)

인출하다 -

이해하다
수업자료로부터 의미를 

구성한다.

해석하다 ∙ 의 제목과 그림을 살펴 시다. (국어 가-②, 189)

바꾸어 설명하다 -

시하다 -

분류하다 -

유목화하다 -

요약하다
∙친구가 발표한 내용을 듣고 문장으로 써 시다. 

(국어 가-①, 72)

일반화하다 -

추론하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국어 가-①, 11)

결론을 내리다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친구와 함께 

이야기해 시다. (국어 가-①, 11)

측하다
∙참새와 매미는 어떤 말을 하려고 했는지 재미있게 상상해 시

다. (국어 가-①, 62)

비교하다 ∙두 의 다른 이 무엇인지 말해 시다. (국어 가-①, 5)

설명하다
∙말의 리듬을 살려서 읽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과 그 까닭을 

말해 시다. (국어 가-①, 57)

용하다
차를 새로운 상황에 

용하다.

진행하다 -

실행하다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친구와 함께 인사하기 놀이를 해 시다. 

(국어 가-①, 13)

분석하다

자료를 부분으로 나

어 부분이 서로 그리고 

체와 어떠한 계가 

있는지를 결정하다.

변별하다
∙참새와 매미의 말을 찾아 한 자로 써 시다. 

(국어 가-①, 62)

선정하다
∙알맞은 낱말을 찾아 상황에 필요한 문장을 완성해 시다. 

(국어 가-②, 178)

조직하다
∙친구들의 생각이 잘 드러나도록 까닭을 써 시다. 

(국어 가-②, 219)

통합하다 -

개 하다 ∙내가 읽은 책의 내용을 기록해 시다. (국어 가-②, 249)

구조화하다 -

귀인하다(원인 추론) -

평가하다
기 과 표 에 기 하

여 단을 내리다.

검하다 ∙ 화 을 지켰는지 검해 시다. (국어 가-①, 23)

비 하다 -

단하다 ∙반복되는 낱말을 찾아 ￮표를 해 시다. (국어 가-①, 57)

창안하다

여러 요소들을 일 된 

체 는 새로운 구조

로 함께 통합하다.

가설을 세우다 -

설계하다
∙ 고를 만들어 시다. 어떤 내용의 고입니까? 

(국어 가-②, 209)

구성하다 ∙이야기에 어울리는 문장을 만들어 시다. (국어 가-①, 99)

<표 1> 인지행동의 정의와 학교 특수 국어 교과서 심화 학습활동의 인지행동 유형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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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유형 특징 사례

언어지능

(Linguistic Intelligence)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

∙읽기, 짓기, 말하기, 듣기 등에서 단어를 효과

으로 사용하는 능력

∙(읽기) 빨간색으로 쓴 낱말의 소리에 주의

하며 만화를 읽어 시다. 

(국어 가-①, 42)

∙(쓰기) 자와 소리가 다른 낱말을 넣어 

문장을 써 시다. (국어 가-①, 43)

∙(말하기)  (가) 와  (나) 에서 더 

재미있게 읽은 은 어는 것인지 찾고 그 

까닭을 말해 시다. 

(국어 가-①, 51)

논리․수학지능

(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논리 으로 사고하고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능력

∙숫자를 효과 으로 사용하고 논리 으로 추리

하는 능력

∙범주화, 분류, 추론, 일반화, 가설검증 등의 사고

과정에서 사용됨

∙도시 쥐가 한 일을 읽고 먼  한 일부터 

차례 로 정리해 시다. 

(국어 가-②, 143)

공간지능

(Spatial Intelligence)

∙삼차원상의 형태와 이미지를 이해하는 능력

∙시간 , 공간  세계를 정확히 지각하고, 외부 

세계의 지각에 근거해 기존의 형태를 바꾸는 

능력

∙시각화 능력, 시각 , 공간  아이디어를 기하

학 으로 표 하는 능력, 자신을 공간상에 

하게 치시키는 능력을 포함함

∙이어지는 재미있는 말을 집작해 붙임딱지

로 붙여 시다. (국어 가-①, 57)

신체운동지능

(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

∙신체 체나 여러 부분을 사용하는 능력

∙신체를 이용해 아이디어와 감정을 표 하는 

활동과 자신의 손을 이용해 어떤 것을 만들거나 

변환하는 능력

음악지능

(Musical Intelligence)

∙음악  형식의 자극을 지각하고(감상), 변별

하고(비평), 환(작곡)하고 표 (연주, 가

수) 하는 능력

∙각 문장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면서 ｢잘잘

잘｣ 노래를 함께 불러 시다. 

(국어 가-①, 57)

인간친화지능

(Interpersonal 

Intelligence)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계를 맺는 능력

∙타인을 식별하고, 그들의 기분, 의도, 동기, 기질 

등을 가려내는 능력

∙타인의 얼굴표정, 목소리, 몸짓에 한 민감성, 

인 계상의 다양한 단서를 구분하는 능력, 

그런 단서들에 효과 으로 반응하는 능력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친구와 함께 이야기해 시다. 

(국어 가-①, 11)

자기성찰지능

(Intrapersonal 

Intelligence)

∙자신을 이해하고, 사물에 한 자신의 느낌이

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자신의 행동에 한 이유를 아는 능력

∙자신의 욕구나 목표를 한 방법으로 표 할 

수 있는 능력

∙다음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

까? (국어 가-①, 12)

자연친화지능

(Naturalist intelligence)

∙동식물이나 주변 사물을 자세히 찰하여 차이

이나 공통 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출처: 박효정 외 2006, 36-37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표 2> 다 지능의 유형별 특징과 학교 특수 국어 교과서 심화 학습활동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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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국어 수업의 질을 높이기 해서는 학

습자에게 도움이 되는 언어  스캐폴딩을 높이

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특수 교사는 ‘질문하기, 

피드백, 지시하기, 시범 보이기’ 순으로 언어  

스캐폴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경순(2008)은 등 학년 장애 아동을 

상으로 국어 재량 수업을 이용하여 그림책 

읽기  놀이 로그램을 운 하 다. 그 결과 

장애 아동의 의사표 력과 사회성 기술이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국 등(2009)이 실시

한 기본교육과정 국어과 운 실태  지도 략

에 한 특수 교사의 인식 분석 결과를 보면, 

학생은 본인의 생각을 말과 로 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교사는 역별 지

도에서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의 순으로 어려

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

사는 듣기와 말하기를 먼  지도한 후 읽기와 

쓰기를 지도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 으며, 

학습과제 지도에 시각 인 단서를 많이 사용하

다. 이를 바탕으로 도의 지 장애 학생을 

상으로 하는 기본교육과정 국어과 운  방안

을 학습자 심의 교육과정 개발과 인지처리 

양식이론을 바탕으로 한 교수-학습 로그램 개

발 측면에서 제안하 다. 박향숙, 박재국, 김은

라(2016)는 정신지체학생을 한 기본 교육과

정인 국어과의 운  실태와 특수 교사의 인식

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특수 교사의  지

도 역은 경도장애 학생의 경우 읽기, 등도 

장애 학생은 말하기, 도장애 학생은 듣기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에서 직  교

수모형과 멀티미디어 유형의 자료를 주로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 교사가 국어

과 교육과정 운 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은 교육과정 내용 수 과 개별 학생 수  간의 

격차로 인한 교육과정 재구성과 장애의 도․

복화로 인한 학습 수 의 열약함이었으며, 

다양한 교재 교구의 개발  보 에 한 요구

와 국어과 지도 방법, 자료 제작  활용에 한 

연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화, 이

정인(2016)은 등 특수학 에서 국어과 일반

교육 교육과정 용 경험이 있는 특수 교사를 

상으로 실태를 분석하 다. 그 결과 국어과 

일반교육 교육과정 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

는 역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문

법 역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업 운 을 어

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일반교육 교육과정 

용 련 지침  교수 자료의 부족이었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통합교육 교수

-학습 자료나 일반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

료를 극 으로 활용하고, 시․도 교육청에서

는 국가수 의 일반교육 교육과정 용 련 

지침  교수 자료를 개발․보 해 주어야 함

을 지 하 다. 

특수 국어 교과서 분석과 특수 교사의 국어 

교과 운  실태  인식과 련된 선행연구 분

석 결과, 정보 처리의 에서 교과서의 지시

문은 학습 부담을 이고, 교사와 학습자 간 의

사소통과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도록 행  동사

가 하나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운 에서 특수 교사는 주로 언어  스캐폴딩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업에서 학생은 본인의 생각

을 말과 로 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교사는 역별 지도에 있어 쓰기, 읽기, 말

하기, 듣기의 순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수 교사는 그림책 읽

기  놀이 로그램이 장애 학생의 의사표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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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회성을 개발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수 교사의 매

체 활용의 정  인식에도 불구하고, 국어 수

업에서 장애 학생이 어떤 인지행동을 통해서 정

보를 처리하는지에 한 분석과 장애 학생이 어

려움을 겪는 말하기와 쓰기 지도에 도서  자료

를 어떻게 개발하고 제공할 것인가에 한 실

인 방안 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3. 학교 특수 국어 교과서 심화 
학습활동 수록 매체 분석

3.1 분석 결과 종합

학교 특수 국어 교과서 가권과 나권에 수

록된 제재는 다음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79

개이며, 제재에서 다룬 내용을 일상생활에 

용하거나 더 알아보는 심화 학습활동은 69개, 

하  심화 학습 활동은 총 188개로 나타났다. 

심화 학습활동에 포함된 매체를 정보처리모형

에 따라 분석한 결과, 투입 요소 167건, 처리와 

산출 요소는 각각 19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3.2 투입 요소 분석

학교 특수 국어 교과서 심화 학습활동을 정

보처리모형의 투입 요소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67건의 매체가 

출 하 다. 매체의 유형별로는 시각 자료가 

64.7%(108건)로 가장 많고, 텍스트 31.7%(53

건), 자 자료 2.1%(4건), 인물과 상 자료

가 각각 0.6%(1건)의 출  빈도를 보 다. 가

장 많은 투입 요소인 시각 자료(108건)를 좀 

더 구체 으로 나 어 보면, 삽화가 76%(82

건)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그림이 9.3%(10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출 한 

텍스트(53건)의 경우 일기(5건), 동시(4건), 동

화(2건), 고문(1건), 편지 (1건) 등 장르나 

출처가 분명한 경우는 24.5%(13건)에 불과하

고, 나머지 75.5%(41건)는 제재의 내용을 확인

하는 수 의 일반 인 텍스트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학교 특수 국어 교과서 심화 학습활

동을 수행하는 장애 학생은 주로 삽화와 제재

를 보충하는 텍스트를 투입 요소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처리 요소 분석

학교 특수 국어 교과서 심화 학습활동을 정

보처리모형의 처리 요소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96건의 인지 활

동이 출 하 다. 인지 활동 유형별로는 수업 

자료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는 이해가 45.8%(90

건)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용 16.8%(33건), 평

가 15.3%(30건), 창안 7.7%(15건), 기억 1.0%(2

건)의 출  빈도를 보 다. 가장 많이 출 한 

이해(90건)를 행  동사를 기 으로 나 어 보면, 

이  44.4%(40건)가 추론이고, 41.1%(37건)는 

설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과 련된 행  동

사는 모두 실행(33건)과 련이 있으며, 평가(30

건)와 창안은 부분 단(29건)과 구성(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특수 국어 교과

서 심화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장애 학생은 주로 

추론, 설명과 같은 이해를 통해서 매체가 담고 있

는 의미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1권 제3호 2020

구분 단원 제재 수
심화 학습 

활동 수

하  

활동 수

정보처리모형

투입 요소

(출 횟수)

처리 요소

(출 횟수)

산출 요소

(출 횟수)

국어 가

1. 즐거운 화 3 5 8
시각-삽화(4)

텍스트-일반(3)

이해-설명(4)

이해-추론(1)

용-실행(1)

평가- 단(1)

평가- 검(1)

인간친화(4)

자기성찰(2)

논리수학(1)

2. 바른 소리 3 2 7

텍스트-일반(4)

텍스트-동시(1)

시각-삽화(2)

시각-만화(1)

용-실행(3)

창안-구성(2)

기억-인지(1)

이해-해석(1)

이해-추론(1)

언어지능

-쓰기(3)

-읽기(3)

논리수학(2)

3. 재미있는 표 3 3 11

시각-사진(1)

시각-삽화(2)

텍스트-일반(2)

텍스트-동시(1)

이해-추론(2)

이해-설명(2)

용-실행(2)

평가- 단(2)

이해-비교(1)

이해- 측(1)

분석-변별(1)

언어지능

-쓰기(2)

-말하기(3)

-읽기(2)

공간지능(2)

음악지능(1)

자기성찰(1)

4. 문장 만들기 3 3 7
텍스트-일반(3)

시각-삽화(3)

이해-설명(1)

이해-요약(1)

이해-추론(1)

평가- 단(4)

언어지능

-쓰기(5)

-말하기(3)

5. 듣는 기쁨, 나 는 즐거움 4 3 6

시각-사진(1)

시각-삽화(3)

텍스트-일반(1)

상(1)

이해-설명(2)

이해-비교(1)

창안-구성(1)

이해-추론(1)

용-실행(1)

평가- 단(1)

언어지능

-말하기(2)

-쓰기(1)

공간지능(1)

음악지능(1)

6. 의미의 징검다리 3 3 9
텍스트-일반(4)

시각-삽화(6)

이해-추론(3)

용-실행(3)

평가- 단(1)

이해-추론(1)

창안-구성(1)

공간지능(4)

언어지능

-쓰기(4)

인간친화(1)

7. 내 이야기 들어 볼래 3 3 5

텍스트-일반(1)

시각-삽화(2)

시각-표(1)

분석-조직(4)

창안-구상(1)

논리수학(3)

언어지능

-쓰기(3)

8. 꾸며주는 말, 바른 표 3 4 7

시각-삽화(3)

시각-만화(1)

시각-표(1)

텍스트-일기(2)

텍스트-일반(1)

이해-추론(2)

이해-설명(1)

창안-구성(1)

용-실행(1)

분석-조직(1)

평가- 단(1)

언어지능

-쓰기(4)

-말하기(2)

논리수학(1)

9. 심 내용을 찾아서 3 3 9

텍스트-일반(4)

시각-삽화(2)

시각-포스터(1)

이해-추론(4)

이해-해석(1)

이해-설명(1)

평가- 단(2)

분석-선정(1)

언어지능

-쓰기(1)

-말하기(3)

공간지능(2)

<표 3> 학교 특수 국어 교과서 심화 학습활동 수록 매체 분석 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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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원 제재 수
심화 학습 

활동 수

하  

활동 수

정보처리모형

투입 요소

(출 횟수)

처리 요소

(출 횟수)

산출 요소

(출 횟수)

국어 가

10. 우리들 이야기 4 4 10

시각-삽화(2)

시각-사진(2)

시각- 고(6)

이해-설명(2)

이해-비교(1)

분석-조직(2)

평가- 단(1)

용-실행(1)

창안-구성(2)

창안-설계(1)

언어지능

-말하기(3)

-쓰기(1)

인간친화(2)

논리수학(1)

공간지능(1)

11. 생각과 느낌 4 4 12
텍스트-일반(2)

시각-삽화(4)

이해-추론(6)

이해-설명(3)

기억-회상(1)

분석-조직(1)

용-실행(1)

분석-조직(1)

언어지능

-말하기(3)

-쓰기(2)

인간친화(4)

자기성찰(2)

논리수학(2)

12. 기록하는 습 3 2 2 텍스트-일반(1)

이해-요약(1)

용-실행(1)

분석-개 (1)

언어지능

-쓰기(2)

공간지능(1)

국어 나

13. 주고받는 즐거움 3 2 2
텍스트-일반(2)

시각-삽화(1)
용-실행(3)

언어지능

-말하기(1)

공간지능(2)

인간친화(2)

14. 의미를 담아서 2 2 10

시각-삽화(4)

텍스트-시(1)

텍스트-일반(1)

평가- 단(4)

이해-추론(4)

이해-비교(1)

용-실행(1)

언어지능

-쓰기(5)

-읽기(4)

공간지능(1)

15. 재미가 솔솔 3 0 0

16. 어린 왕자의 여행 3 3 14
시각-삽화(9)

텍스트-일반(1)

이해-추론(4)

이해-설명(1)

이해-결론(1)

분석-조직(2)

평가- 단(2)

용-실행(1)

분석-조직(1)

창안-설계(1)

창안-구성(1)

언어지능

-쓰기(5)

-말하기(2)

논리수학(2)

공간지능(6)

17. 문장 따라 의미 따라 3 3 13

시각-삽화(3)

텍스트-일기(1)

텍스트-일반(1)

이해-추론(5)

이해-설명(3)

용-실행(4)

이해-비교(1)

분석-변별(1)

평가- 단(1)

언어지능

-쓰기(7)

-말하기(4)

논리수학(1)

공간지능(1)

18. 생각을 담 아서 3 3 10

시각-삽화(5)

텍스트-일반(2)

텍스트-시(1)

이해-설명(5)

창안-구성(2)

분석-개 (1)

이해-비교(1)

평가- 단(1)

언어지능

-말하기(5)

-쓰기l(4)

-읽기(1)

공간지능(1)

19. 보고 듣고 느끼고 4 4 7

시각-삽화(6)

텍스트-일반(1)

텍스트-편지(1)

이해-설명(5)

분석-조직(1)

창안-구성(1)

언어지능

-말하기(5)

-쓰기(2)

논리수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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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투입 요소(출 횟수)

계(%)
인물 텍스트 시각 자료 상 자료 자 자료

국어 가 - 34 47 1 - 82

국어 나 1 19 61 - 4 85

계(%) 1(0.6) 53(31.7) 108(64.7) 1(0.6) 4(2.1) 167(100)

비고 - 허

[텍스트]

- 일반: 40

- 일기: 5

- 동시: 4

- 동화: 2 

  빈집에온손님

  어린왕자

- 고문: 1

- 편지 : 1

- 삽화: 82

- 그림: 10

- 고: 6

- 사진: 5

- 만화: 2

- 표: 2

- 포스터: 1

- 녹음: 1
- 리집: 2

- 휴  화: 2

<표 4> 학교 특수 국어 교과서 심화 학습활동의 투입 요소 분석 결과

구분 단원 제재 수
심화 학습 

활동 수

하  

활동 수

정보처리모형

투입 요소

(출 횟수)

처리 요소

(출 횟수)

산출 요소

(출 횟수)

국어 나

20. 문장을 바르게 3 3 0

21. 이야기와 삶 4 4 11

시각-삽화(16)

텍스트-일반(1)

인물(1)

이해-설명(4)

이해-추론(1)

평가- 단(2)

분석-조직(2)

분석-변별(1)

창안-구성(1)

언어지능

-말하기(4)

-듣기(2)

-쓰기(1)

공간지능(3)

논리수학(2)

22. 매체와 표 4 3 4

자- 리집(2)

자-휴 화(1)

텍스트-일반(1)

시각-사진(1)

시각-삽화(1)

용-실행(4)

언어지능

-쓰기(1)

-토의(1)

논리수학(2)

23. 짧은  심 생각 4 3 11
텍스트-일반(3)

시각-삽화(2)

이해-추론(4)

이해-설명(2)

평가- 단(2)

분석-변별(1)

분석-조직(2)

언어지능

-쓰기(7)

-읽기(2)

-말하기(1)

논리수학(1)

공간지능(2)

24. 기록과 활용 4 4 13

시각-삽화(3)

텍스트-일반(1)

자-휴 화(1)

용-실행(5)

평가- 단(4)

분석-조직(2)

이해-비교(1)

이해-설명(1)

언어지능

-읽기(4)

-쓰기(4)

-말하기(1)

공간지능(1)

인간친화(1)

논리수학(3)

계 24 79 69 188 167 196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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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처리 요소(출 횟수)

계(%)
기억 이해 용 분석 평가 창안

국어 가 2 46 15 12 14 9 98

국어 나 - 44 18 14 16 6 98

계(%) 2(1.0) 90(45.8) 3316.8) 26(13.3) 30(15.3) 15(7.7) 196(100)

비고
- 인지: 1

- 회상: 1

- 추론: 40

- 설명: 37

- 비교: 7

- 해석: 2

- 요약: 2

- 결론: 1

- 측: 1

- 실행: 33

- 조직: 19

- 변별: 4

- 개 : 2

- 선정; 1

- 단: 29

- 검: 1

- 구성: 13

- 설계: 2

<표 5> 학교 특수 국어 교과서 심화 학습활동의 처리 요소 분석 결과

3.4 산출 요소 분석

학교 특수 국어 교과서 심화 학습활동을 정

보처리모형의 산출 요소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96건의 다 지능

이 출 하 으며, 이  언어지능이 63.3%(124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공간지능 14.3% 

(28건), 논리-수학지능 11.7%(23건), 인간친화 

지능 7.1%(14건), 자기성찰지능 2.6%(5건), 음

악지능 1.0%(2건)의 출  빈도를 보 고, 신체

운동지능과 자연친화지능은 산출 요소로 등장하

지 않았다. 가장 많이 출 한 언어지능(124건)을 

범주화한 결과, 쓰기가 51.6%(64건), 말하기가 

33.9%(42건)를 차지하 다. 따라서 학교 특수 

국어 교과서 심화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장애 학

생은 활동 결과를 주로 쓰기와 말하기와 같은 언

어지능으로 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분석 결과  사서 교사의 교육  역할에 

주는 시사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학교 특수 

구분

산출 요소(출 횟수)

계(%)
언어지능

논리-수학
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
지능

음악지능
인간친화
지능

자기성찰
지능

지연친화
지능

국어 가 52 13 11 0 2 11 5 0 94

국어 나 72 10 17 0 0 3 0 0 102

계(%) 124(63.3) 23(11.7) 28(14.3) 0(0) 2(1.0) 14(7.1) 5(2.6) 0(0) 196(100)

비고

- 쓰기: 64
(편지쓰기: 1)

- 말하기: 42
(토의: 1)

- 읽기: 16
- 듣기: 2

<표 6> 학교 특수 국어 교과서 심화 학습활동의 산출 요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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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교과서 심화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장애 

학생은 주로 삽화와 텍스트를 통해서 활동 내

용을 수용한 후에 추론과 설명과 같은 이해를 

통해서 매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쓰기와 말하기와 같은 언어지능으로 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교 특수 

국어 교과서 심화 학습활동을 정보처리모형에 

용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학교 특수 국어 교과서 심화 학습활동을 

정보처리모형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나타난 특

징을 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

입 요소 측면에서 학생이 활용하는 감각 기

이 시각 심이지만, 시각 자료가 다양하지는 

못하다. 교과서라는 한정된 범주에 각이나 

미각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입 요소를 포함하

는 것이 어렵지만, 학교 특수 국어 교과서는 

지나치게 시각에 편 되어 있다. 청각을 활용

하는 녹음 자료는 1건에 불과하고, 시각과 청각

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상자료는 활용 사

례가 없으며, 자 자료의 경우에도 리집(2

건)과 휴  화(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

울러 투입된 시각 자료가 삽화와 텍스트로 제

한 이다. 삽화 이외에 등장하는 시각자료는 

고(6건), 사진(5건), 만화(2건), 포스터(1건)

등으로 출  횟수가 다. 역시 시각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야 하는 텍스트의 경우에는 제재

와 련해서 출처가 밝 진 자료의 출 (13건)

이 은 형편이다. 둘째, 처리 요소 측면에서도 

인지 활동이 이해, 용, 평가 등으로 제한 이

고 용에 필요한 탐구 방법이 생략되어있다. 

심화 학습활동이 제재에서 다룬 내용을 일상생

활에 용하거나 더 알아보는 것임을 고려할 

때, 용의 구체 인 차와 탐구 방법이 학습

활동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교 특

수 국어 교과의 심화 학습활동의 경우 ‘여러 상

황을 살펴보고 친구와 함께 인사하기 놀이를 

해 시다(국어 가, 13쪽)’와 같이 제재의 내용

을 일상생활에 용하는데 이 모아져 있고, 

‘더 알아보는 탐구 활동’은 부족한 실정이다. 셋

째, 산출 요소가 언어 지능으로 제한 이다. 가

장 많이 등장한 쓰기(64건)의 경우 의 유형

이 정해진 은 편지  하나뿐이고, 시(동시), 

<그림 2> 학교 특수 국어 교과서 심화 학습활동의 정보처리모형 용 결과 

출처: Connell 2008, 162의 내용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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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일기, 설명문, 감상문, 보고서 등 학생이 

쓰는 다양한 쓰기 유형(이오덕 1997, 68-69)

과 략이 용되지 않고 있다. 

사서 교사는 교과에서 활용하는 교수-학습매

체를 개발하고, 매체가 담고 있는 내용을 탐구

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지식을 지도한다. 이

러한 교수자로서의 역할은 학생의 두뇌 발달과 

지  도 을 강화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

하는데 기여한다(Cozolino 2017, 181-184). 따

라서 지  수 이 낮은 학교 장애 학생의 

학교 국어 교과서 심화 학습활동을 도와  수 

있는 학교도서  자료 개발  제공 략을 다

음과 같은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장애 아동의 독서 흥미 발달 단계와 장

서 맵핑(Collection Mapping)을 활용해서 다양

한 투입 매체를 개발한다. 분석 결과 투입 매체

가 삽화(81건)와 제재의 내용을 추가 설명하는 

일반 인 텍스트(40건)로 편 되어 있으며, 출

처가 분명한 텍스트(13건)와 인물(1건)의 활용

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제재의 일

상생활 용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

습자료를 추가 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보

여 다. 독서흥미 발달 단계를 고려하면, 6~7

세의 지능 발달 수 을 지닌 학교 장애 학생

은 옛날이야기기(4~6세)에서 우화기(6~8세)

에 해당한다. 옛날이야기기는 선과 악이 갈등 

끝에 선이 이기는 이야기, 실 인 설화나 

동물 이야기, 동화와 그림책 등이 수업 자료로 

당하다. 우화기에도 옛날이야기, 그림책과 함

께 선과 악, 진실과 허 , 명과 우둔, 정의와 

사악 등의 도덕  갈등을 다룬 자료와 함께 

인들의 유년 시  일화가 독서 자료로 효과 이

다(한윤옥 1997, 43). 특히, 도서  자료의 폭과 

깊이를 시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서 맵핑

(<표 7> 참조)을 활용하면, 학교도서 이 학

교 특수 국어 심화학습 활동(주제)과 련한 자

료를 어느 정도 소장하고 있으며, 어떤 자료를 

추가 으로 개발해야 하는지를 손쉽게 악할 

수 있다. 

둘째, 도서 자료를 읽어주기 형태로 제공한

다. 책 읽어주기의 효과를 가장 극 으로 보여

주는 사례는 발달 장애를 가진 쿠슐라의 이야

기를 담은 쿠슐라와 그림책 이야기 (Dorothy 

2003)이다. 가족들은 쿠슐라를 해 4개월부터 

만 4세까지 책을 읽어주었다. 쿠슐라는 사랑과 

지원을 끊임없이 받는 환경에서 책 읽어주기를 

통해서 풍부한 말과 그림을 만남으로써 반

으로 언어 발달을 이룰 수 있었다. 책 읽어주기

자료 유형

단원(주제)
인의 일화 옛날이야기 우화 그림책 동화책 상 자

화

시장

심부름

……

총계(권)

학생 1인당 자료수(권)

<표 7> 장서 맵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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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언어 발달에 정 인 효과를 끼치는 것은 

어휘력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읽

기 자료와 책읽어주기(구술 언어) 환경에서 자

란 아동의 경우 유치원에 들어가는 나이가 되

었을 때 그 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아동에 비

해 3,299만개의 어휘를 더 듣고 자란다고 한다

(Wolf 2009, 37-38). 결국 이러한 어휘력 차이

는 상상력과 학습능력에 향을 끼친다는 과 

장애 학생에 한 듣기 지도가 상 으로 덜 

어렵다는 선행 연구 결과(박재국 등 2009)를 고

려하면 읽어주기와 듣기 략을 활용한 매체 투

입(수용)이 필요하다.

셋째, 심화 학습활동을 장애 학생 스스로 탐

구할 수 있는 한 방법  지식을 지도한다. 

분석 결과 제재의 내용을 일상생활에 용하고 

탐구하는데 필요한 구체 인 탐구 략이 생략

된 것으로 나타났다. 탐구 략과 같은 방법  

지식은 교사의 시범 보이기를 수반한다는 에

서 특수 교사의 언어  스캐폴딩의 변화와 수

업의 질 개선에도 도움을  수 있다. IFLA 

(2015)의 학교도서  가이드라인 에서는 사

서 교사의 요한 교육  역할을 ‘탐구 활동에 

필요한 매체의 선택과 새로운 지식 형성에 필요

한 추론, 결론 도출과 같은 인지 활동 그리고 탐

구 결과물의 생산’으로 제시하 다. 그리고 도

서 활용수업에 용할 수 있는 탐구기반학습 

차를 ‘계획-정보 근  수집-정보 선택  

조직-정보 처리를 통한 개인  지식 형성-표

과 공유-평가’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장애 학생의 탐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모형

으로는 유치원에서 등학교 2학년 수 의 학

생이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Super 3 

(<표 8> 참조)을 지도할 수 있다. 

넷째, 다양한 산출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의 

유형과 쓰기 략을 제공한다. 분석 결과 장

애 학생은 심화 학습활동 결과를 쓰기와 말하

기 심의 언어 지능으로 표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의 유형이 정해진 경우는 편

지쓰기(1건)뿐이다. 문제는 장애 학생이 본인

의 생각을 말과 로 표 하는데 많은 어려움

을 가지고 있고, 교사는 역별 지도에 있어 쓰

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다(박

단계 활동

1단계 계획세우기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만약에 내가 과제를 잘 해결하면 그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배운 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여  수 있을까? 

∙과제를 해결하기 해서 내가 찾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2단계 실행하기
∙어떻게 과제를 해결할까? 
∙내가 필요한 것을 무엇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을까?
∙지  내가 배운 것을 보여주기 해서 무엇인가 만들 필요가 있을까?

3단계 검토하기

∙과제를 다 했는가? 

∙내가 생각했던 것을 했는가?
∙이 과제를 잘 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다음에 이런 과제를 한다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출처: Super 3 Dinosaurs. [online]. [cited 2020.6.2].

<http://big6.com/pages/lessons/presontations/Supper3-dionosaurs.php>.

<표 8> Super 3 모형의 단계별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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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 등 2009). 따라서 장애 학생의 수 이나 흥

미를 반 한 의 유형과 쓰기 략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쓰기는 자신의 감

정과 생각을 분리하여 어떤 거리감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정서  이해를 도와주고, 스트 스를 해소

하고 문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깨닫게 하여 궁극 으로 치유하는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변학수 2006, 101). 아동과 청소

년이 표 (산출)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의 

유형(이오덕 1997)은 ‘시, 일기 , 감상문(느낌

), 편지 , 이야기 (서사문), 설명문(풀이 ), 

논설문(주장하는 ), 찰기록문, 조사보고문, 

극본’ 등 이다. 장애 학생 지도교사는 심화 학습

활동 내용과 학생의 수 을 고려하여 한 

의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 <표 9>와 같은 학습지 

형태의 쓰기 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이용자와 자료를 재하는 학교도서 의 교

육정보서비스는 역 보편 인 속성으로 인해 

교과 연계성을 통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따

라서 다양한 교과 교육과정을 자료와 정보 활

용 측면에서 분석하는 일은 학교도서 에 한 

보편  근성 확  방안과 동수업 등에서 

사서 교사의 교육  역할을 구체화할 수 있는 

략 마련에 도움을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학교도서 의 교육정보서비스 사각지

에 놓여 있는 학교 장애 학생의 수업 개선

에 학교도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실

인 방안을 알아보고자 학교 특수 국어 교과

서 심화 학습활동에 포함된 매체를 정보처리모

형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정보처리모형의 투

입 단계는 5개의 매체 유형, 처리 단계는 6개의 

인지 행동, 산출 단계는 8개의 다 지능을 활용

하 다. 학교 특수 국어 교과서는 6~7세의 

인지발달 수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 상으로 삼은 심화 학습활동은 

제재의 내용을 연습을 통해서 내면화 하거나 

일상생활에 확 하기 한 내용으로 일반 교과

의 탐구 활동 성격을 갖는다. 

일기 쓰기

오늘 날짜: (        )년  (     )월  (     )일  (     )요일

1.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 나 자신에 해서 무엇을 알았나요?

3.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출처: Adams 2006, 165의 내용을 수정함

<표 9> 일기 쓰기 학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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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학교 특수 국어 교과서에 수록

된 심화 학습활동은 모두 188개이며, 투입 매체

는 총 167건, 처리에 활용된 인지 행동과 산출

에 활용된 다 지능은 각각 196건인 것으로 나

타났다. 정보처리모형 측면에서 심화 학습활동

을 수행하는 장애 학생은 시각을 통한 정보 수

용, 이해를 통한 정보 처리, 언어지능을 활용한 

결과 산출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는 삽화와 텍스트를 통해서 학습 내용을 

수용하고, 추론과 설명 등 이해를 토 로 내용

을 처리한 후에 쓰기와 말하기와 같은 언어 지

능을 활용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입 요소 측면에서 장애 학생이 정보

(학습 내용) 수용에 활용하는 감각 기 은 시

각 심이며, 시각 자료가 삽화에 편 되어 있

다. 둘째, 처리 요소 측면에서 인지 활동은 이해

(추론과 설명) 심이며, 제재의 내용을 용

하거나 더 알아보는 데 필요한 차와 탐구 방

법이 생략되어 있다. 셋째, 산출 요소 측면에서 

특수 교사가 가장 지도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쓰기와 말하기 심이며, 의 유형

과 유형별 략이 부족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 로 학교도서  자료

(매체)를 학교 특수 국어 교과 수업에 활용

할 수 있는 략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학생의 독서 흥미 발달 단계와 장서 맵핑

을 활용한 다양한 투입 매체를 개발한다. 둘째, 

읽어주기-듣기를 활용하여 도서를 자료 제공한

다. 셋째, 심화 학습활동의 자기 주도  탐구능

력을 기를 수 있는 한 탐구 차를 지도한

다. 넷째, 다양한 산출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의 유형과 쓰기 략을 제공한다.

본 연구 결과는 교수-학습매체를 교육과정 운

에 활용하도록 력하는 사서 교사의 입장에

서 나온 것이지만, 장애 학생의 국어 수업은 물론 

장애 학생용 교과서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실질 인 도서  자

료 활용 략이 학교도서  활성화를 통한 교육

공동체 형성에 작은 석이 될 수 있기 해서는 

도서 활용수업에 한 교사 연수 확 가 필요

하다. 나아가서 장애 학생을 한 보다 체계 인 

교육정보서비스 개발과 수업 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사서 교사의 확충과 특수학교도서  환경 

개선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 교사의 입장에서 분

석 범 와 상을 학교 특수 국어 교과서의 심

화 학습 활동으로 제한하 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 동수업 차원에서 학교도서 의 장

애 학생에 서비스 략을 개발하기 해서는 특

수 교사의 장 수업 방법과 학교도서 에 한 

요구를 반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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