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요약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평가문화를 통하여 알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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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청각장애학교의 경우, 일반학교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학교수준 교육과정
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학교에서는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이용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고 
경험적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많다. 본 연구는 청각장애학교 평가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면담과 
관찰을 통하여 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3명의 청각장애학교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총 8차례의 방문을 통하여 얻은 내용을 기초로 질적연구로 수행되
었다. 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들은 독특한 평가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청각장
애특수학교에서의 평가는 그 특성상 다양한 학생을 어려운 교과서로 다양한 수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이며 교사의 대안적이고 철저한 노력이 필요한 평가라는 사실이다. 본 연구의 제보자로 참여한 청각장애학교의 
교사들은 평가를 위해  일반학교의 교과서로 학생의 개별요구에 맞추어 단원내용 재구성하거나 일부 단원을 선
택하여 교수하거나 또는 전체 교과서의 내용을 대체하여 다른 내용으로 지도하고 그 내용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중·고등부 청각장애학교의 교사가 일반학교의  교과서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전략들은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의 
수준과 필요를 고려한 자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애아동의 완전통합 상황에서의 교수적합화의 과정
과 매우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연구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청각장애학생의 다양한 수준을 고려한 
지원과 청각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재구조화의 모델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 주요어 : 청각장애,  특수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 통합교육, 교수 합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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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육에서의 통합/주류화는 특수교육 요구 아동이 연배의 일반아동과 같이 활동하며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을 주류/일반 학교나 학 에 배치하고 그들에게 알맞게 주류/일반 교육과정을 조

정, 운 하는 것으로 장애아동에게 최소제한환경(least restricted environment)을 제공해야 한

다는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IDEA)에 명시된 법  용어이자 장애아동교육의 기조이다(박승희, 

2003; Antia, & Levine, 2001). 그러나 장애아동을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에 배치한다는 문제는 

이를 실행하는 과정은 모든 장애아동에게 일반 이지 않으며 최소의 제한은 단순히 장소의 측

면에서 고려되기 보다는 방법 인 면에서 교육장소의 교수  사회  맥락을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다(이소 , 박은혜 2006; Crockett & Kauffman, 2001). 이를  유추하여 해석하면 장애

아동을 배치할 때,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만 장애아동을 

한 진정한 의미의 ‘최소제한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장애아동이 이미 통합이 된 상황이라

면 물리  환경뿐만이 아니라 사회  환경을 최소제한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개별 아동의 요구

에 근거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Zigmond, 2003; Wolery & Bredekamp, 1994). 

교육  환경을 최소제한환경으로 제공하려는 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노력은 개별아동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학교수 에서 재구조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을 

특수학교차원에서 자율 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2008년

도 개정된 특수학교교육과정은 재 시행되는 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

과정의 교과군별 구분을 폐지하고 10개 교과별 최소 이수 단 를 확보하게하며 선택 심 교육

과정의 기존 8개 교과를 9개로 편성하게 하고 있다. 한 6차 교육과정에서의 장애 역별 교과

목을 완 히 탈피하고 시수  단 시간까지 통합교육체계로 변형하여 운 하도록 하 다. 이

로서 교육과정을 운 하는 특수학교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기본으로 다소 탄력 으

로 운 되던 교과시수를 일반학교와 같이 맞춤으로써 학교차원에서 자율 으로 교과시수를 운

할 수 있는 폭은 이 에 비하여 어들었다.  행 교육과정에서는 치료교육의 교과를 폐지

함으로써 청각장애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시수와 교육내용에서 일반학교의 교육과정과 차이

가 없다. 특수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장애의 특수성과 다수 의 학생을 고려한 수업

은 학습을 한 운용의 자율성은 그만큼 어들었으며 청각장애인의 수 과 필요에 맞도록 일

반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일은 으로 교사의 책무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교육과정의 재구성에 한 연구는 효과성과 원인에 한 연구는 많지 

않다. 3차 청각장애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 의 문제 을 조사 분석한 김병하(1988)의 연구는 

청각장애학교의 교육과정이 질 낮은 수업, 내용량의 과다, 교육과정 개발체제의 앙 집권화, 

그리고 평가 활동의 불완 성이라는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 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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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낮은 수업의 원인이 비 공 교사에 의한 수업,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담당하는 문제, 청각

장애 교사양성과정의 교과 내용의 문제, 그리고 교사의 과 한 잡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

다(김병하, 1988, 김병하 1995). 

구성원들의 편차가 매우 클 것으로 상되는 청각장애학교에서 한 가지 평가도구를 통하여 

한 가지 기 으로만 평가를 한다면 다수의 학생들에게 평가의 수 이 무 어렵거나 무 쉬

울 가능성이 크다.  다수 의 학생의 발달을 측정할 수 있는 교육과정 심평가와 더불어 표

화된 학력의 성취도검사, 그리고 포트폴리오와 같은 질  평가가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성 에 반 될 수 있어야 한다(김병하, 1988). 다양한 수 의 학생을 상으로 한 가지 거의 

평가는 이질 집단의 평가에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큰 문제를 안게 될 뿐만 아니라 평가

의 과정과 그 수가 개인에게 주는 의미가 평가를 통하여 자기수 의 확인, 성취동기의 향상

과 같은 정 인 효과를 얻는 신, 낮은 성 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재확인하는 기회만 제공

할 가능성이 높으며 교사는 어려운 교과서를 거로 많은 학생이 쉽게 풀 수 있도록 평가를 조

정하려면 단순암기식 평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청각장애학교의 평가가 단순 암기식 평가가 되

고 있다는 김병하(1988)의 연구결과에 하여  교과내용의 수 이 학생의 수 에 맞지 않다는 

, 학생의 수 이 다양하다는 , 그리고  평가가 단일 거라는 이 요인이 되는지에 한 

심층 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사가 평가를 조정할 수 있는  교육과정 심평가나 질  평가로 수행평가나 지필평

가를 체하기가 매우 어렵다. 개정된 7차 특수학교교육과정은 청각장애 학교와 고등학교 과

정에서 평가의 내용과 형식이 일반학교의 기 과 동일하기를 요구한다. 청각장애 특수학교 고

등부의 성 은 입을 한 내신에 반 이 되어야 하므로 성 처리의 차와 기 이 강화되어 

시험지와 성 처리과정에서 객 성을 강조함으로 새로운 평가방법을 시도한다는 것은 교사의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다. 이 연구는 교육과정 운 의 주체가 된 교사의 입장과 실을 이해하

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  교육과정운 의 주소를 악하는 일이므로 통합교육을 한 지원

정책에 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 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학교의 교사가 느끼는 교육과정운 의 상을 이해하기 하여 평가

문화를 집 하여 면담을 하 으며 평가에 련된 상황을 찰하 다. 

이 연구는 평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문화 기술  방법으로 분석하여  7차 특수학교교육과

정에서 교육과정 통합정책이 어떻게 청각장애학교에서 구 되고 있으며 청각장애라는 특수성

과 어떠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한 청각장애학교 교사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에 한 것이었다. 이 연구는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 국민공통 교육과

정을 재구성하여 사용하는 어려움을 청각장애학교의 평가문화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이며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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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7차 교육과정을 운 하는 청각장애학교의 교사가 느끼는 평가문화는 어떠한가? 

둘째, 청각장애 특수교사는 평가를 하여 일반학교 국민공통 교육과정에 어떻게 처하는가?  

Ⅱ. 연구방법

이 연구를 하여 세 명의 청각장애 특수교사가 제보자로 참여하 다. 제보자로 참여한 세 

명의 특수교사는 모두 10년 이상의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교사경력을 가진 청각장애 특수교육 

장에 몸담은 맘학교(가명)의 교사들로 청각장애 학생들과 많은 유 를 가진 청각장애교육

의 문가들로 1명은 주제보자로 참여하 으며 2명은 부제보자로 연구에 참여하 다. 주 제보

자인 이소은(가명)은 재 맘학교(가명)에서 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교직경력 17년차의 교사

이다. 그녀는 서울에 소재한 학에서 특수교육을 공하고 국어를 부 공하 다. 그녀는 재 

맘학교의 연구부장인 동시에 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등부학생의 국어를 

담으로 지도하고 있다. 그녀는 연구부장의 업무가 과 하여 담임은 맡지 않았으나 업무가 끝나

면 일주일에 두 번씩 학 진학반을 하여 야간자율학습까지 감독하고 있다. 그녀는 재 

고등부 성 처리에 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IEP 련 업무를 맡고 있다. 그녀는 교육청

에서 주 하는 입 련 내신성 처리연수를 참석하고 이에 한 지침에 한 교내 연수를 계

획하고 있다.  

첫 번째 부제보자로 참여한 오은빛(가명) 교사는 재 37세의 교직경력 11년차의 여교사로써 

맘학교에서는 과학을 담으로 지도하고 있다. 그녀는 학에서 특수교육을 공하고 과학

을 부 공하 다. 특히 그녀는 졸업한 제자들과도 지속 인 유 계를 맺고 있으며 농인사회

에서 사용하는 자연수화에 능하므로 학생의 수화를 잘 이해하는  교사이다. 생활지도를 업무로 

맡고 있다. 

두 번째 부제보자로 참여한 교사는 어를 담하는 송윤아(가명) 교사이다. 그녀는 41세의 

교직경력 15년차의 교사이며 맘학교에서 만 15년을 근무한 어와 요육을 담으로 하는 교

사이다. 그녀는 외 수화통역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화 사를 하고 있으며 재 청각장애학생

의 읽기 독해력의 향상에 높은 심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업무는 고등부의 치료교육활동을 

담당하여 청각장애학교에서 일주일에 두 시간씩 행해지는 치료교육수업과 개별화교육에 한 

업무를 맡고 있다. 

본 연구의 자료는 제보자들의 8번의 면담내용(총 18시간)과  4번의 찰내용(4시간)을 코딩

하고 분석하 다. 면담은  제보자의 응답내용이 상호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 한해서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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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Triangulation)을 통하여 보완하 다.1)  

제보자의 학교는 서울에서 80Km 떨어진 지방에 있다. 이 연구의 데이터수집을 하여  2008

년 4월 1일부터 2008년 6월 3일까지 여덟 차례의 학교를 방문하 으며  등부학생의 테마여행

이 있었던 주와 외부 견학이 있었던 때를 2회를 제외하고 연구자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보자를 면담하거나 찰하 다. 이 연구의 자료는 3명의 제보자와 총 8회의 학교방

문(제보자당 각 1시간-2시간)의 면담과 총 4회(각 2시간)의 찰을 바탕으로 하 다. 면담의 모

든 내용은 녹취한 후 사를 통하여 코딩을 거친 후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상이 되는 학교는 과거 연구자가 근무한 경험이 있으므로 제보자들과의 라포를 

쉽게 형성할 수 있었다. 이 학교의 교사 던 계로 2번의 찰은 제보자의 수업을 신함으로

써 학생의 평가에 한 분 기와 평가를 비하는 환경을 찰하 으며 2번의 찰은 교사의 

평가 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찰하 다. 이 학교와 제보자가 연구자에게 익숙함으로써 

찰이 소홀이 되었을 수 있다는 은 찰이 주 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

나 연구자가 교사로 재직하던 때는 5년 이었으므로 재 7차 특수학교교육과정의 시행으로 

일어나는 특수교육 장에서의 상들은 연구자에게는 다소 낮선 환경이었다.  

연구자는 첫 번째 방문에서 ‘청각장애학교의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를 생각하는가?

에 한 질문을 시작으로 자유롭게 답하도록 하 다. 연구자는 제보자의 응답하는 에 내용

의 흐름을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의 주제에 하여 추가 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만 추가로 질문하 다. 연구자는 2차 방문부터 8차 방문에 이르기까지 연구자는 이  응답내용

을 바탕으로 ‘청각장애학교의 평가에 하여  다른 생각이 있는가’를 반복 으로 질문하 으

며 응답자는 청각장애의 평가문화에 하여 비교  자연스러운 분 기에서 답하 다. 

Ⅲ. 청각장애학교의 평가문화

청각장애학교의 평가2)를 찰한 결과 일반학교의 평가와 비교하여 크게 두 가지 톡특한 

이 있는 것으로 보 다. 첫째, 평가의 시작 5분  모든 학생들이 평가를 비하는 교재는 시

에 있는 문제집이나 참고서가 아니라 교사의 유인물과 교과서가 부 다. 교사가 수업에서 다

룬 내용이 시험문제를 푸는데 참고해야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자기주도 인 학

습을 어떻게 하는가에 한 강한 우려가 생겼다. 낡은 문제집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한 명 있

1) 주제보자로 참여한 이소은교사의 응답과 부제보자로 참여한 오은빛, 송윤아교사의 주장이 청각장애 특수학

교의 평가문화에 하여 치되는 경우는 없었다. 

2) 4월 30일 시행된 청각장애학교 학부 2학년 학생들의 기술가정과의 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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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특별히 이 일반교육의 문제집이 이 시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이 시험이 교육과정의 통합정책으로 각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 동학년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

하고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시험에서 학생들이 의존하는 것은 교사의 수업자료라는 

은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수 이 래학년의 참고서나 문제집을 보지 않는 이유를 유추해 

볼 때, 청각장애학생의 학습능력이 우수하여 교과서만으로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

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청각장애학생의 능력이 부족하여 참고서 평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는 가정을 기본으로 학생들이 참고서를 시험에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이 시험의 내용이 참고서를 볼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 시험이 교사가 주는 자료와 

교과서로 시험을 치는데 충분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참고서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이다. 둘

째, 교과서의 내용이 무 어려워서 참고서를 보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내용의 난

이도가 높을 때 참고서의 내용도 더불어 수 이 높을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운

하더라도 청각장애학생들이 시험을 해 참고서를 참조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교육과정을 통

합하더라도 실제 학습하는 내용이 다르거나 내용의 수 이 맞지 않아서 참고가 되지 않는 이

유가 된다. 

청각장애특수학교의 교사들은 문제를 제출하는 평가의 주체이다. 그러므로 청각장애학교의 

평가 환경에 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청각장애학생의 평가에 한 교사와의 면담은 과연 어떻

게 이러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한 설명이 될 수 있다. 1명의 주제보자와 2명의 부제보

자들이 제시하는 재 7차 특수학교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에 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청각장애학교의 평가는 첫째, 다양한 요구와 능력의 학생들을 한 가지 기 으로 평가해야 하는 

평가며 둘째, 일반학교의 어려운 교과서의 내용으로 평가해야만 하는 평가며 셋째, 체계성과 

일반교과와의 연계성에서 고민하는 교사 노력이 요구되는 평가 이라는 특징을 발견하 다. 이

는 청각장애 교육과정이 일반학교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을 학생의 수행수 에 따른 수 별 

조정이 허용되지 않고 한 가지 기 으로 무조건 으로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생길 수밖에 없

는 청각장애특수학교의 평가문화가 가지는 특징으로 해석된다. 

1. 단일 기준의 평가

   (청각장애학교) 고등부는 내신이 용되기 때문에 성 련해서 더 엄격해졌어요. 이번에 청각장애 

고등부 학생들에게도 내신을 용시켜 성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일반학교하고 무조건 같아야 되요 

(2008. 5. 이소은 교사와의 면담에서)

를 들어 종범이 같은 경우는 학교 3학년인데 워낙 해서 일반학교에서도 충분히 따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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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아깝지... ( 략)... 보통은 종범이보다 한참 차이가 나고 정말 아무것

도 모르는 애들도 많고 그래요. 평가를 출제할 때 선생님들은 보통 간수  학생들한테 맞춰서 출

제를 해요. 종범이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 다고 평가를 따로 볼 수는 없으니까(2008. 4. 오은빛 교

사와의 면담에서) 

일반 으로 평가는 재수 을 악하는 진단평가의 기능과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총 평

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평가의 정 인 면을 살펴보면 학생은 도  목표를 세우고 이 목

표가 달성되었을 경우 자기강화를 받으며 이는 이 후의 학습에 내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러

나 충분히 도 이지 않다거나 무 어려워서 포기해야하는 경우라면 평가가 학생의 발 에 

정 인 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 별 교육과정이 제공되고 이를 수 별로 평가하는 

상황이 아니면 청각장애학생의 능력의 스펙트럼을 만족시키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피험자 개

인의 입장에서 일반학교 ․고등학생들에게 평가는 내신과 상 학교 진학이라는 목표가 있

다. 그러나 청각장애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진로는 취업과, 진학으로 나 어진다. 학에 진학하

는  학생들에게 교과평가는 내신성 에 반 되는 의미가 있으나, 고등부 졸업 후에 취업을 하

는 청각장애학교의 학생들에게 학교평가의 결과는 큰 의미를 주기는 어렵다. 학생들이 평가에 

한 기 와 요구가 다른 두 집단에 하여 한 가지 내용과 잣 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에서 학생들이 평가의 동기와 필요성을 일반학교 학생의 수 으로 인식한다는 것에는 분명 

무리가 있다. 제보자들이 공통 으로 밝히는 청각장애 등부 학생들에 한 교사의 생각은 학

생들은 평가를 잘 야하는 동기가 없다는 이다. 졸업 후 취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한 동

기를 찾아주는 것이 학교의 몫이 되었으며 일정의 장학 을 주는 것이 다소 효과가 있으나 그 

효과는 지속 이지 않을 것이다. 

학교수 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거지향 평가( 평가)는 그 거가 체계 이며 학생

의 발달 단계를 모두 포함한다는 가정을 기본으로 한다. 학교수  교육과정이 체계 이고 연계

성을 가질 때 다음 학기 에 학생의 재수 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수가 되지만 만약 청각

장애학교의 학교수  교육과정이 일반학교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일부만으로 편성하는 차

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평가의 결과가 재수 과 미래의 발달가능성에 한 바람직한 정

보를 주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 청각장애학교에서 제한된 방법(일반학교의 평가방법)으로 

제한된 내용(일반학교의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것은 평가의 외 타당도와 내 타당도에서 문

제가 된다.    

청각장애 학교의 학업 수행능력을 총체 이면서도 다양한 차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심층

인 평가의 부재는 학습평가가 문제해결 능력보다는 지식의 결과에 한 단순한 암기능력을 평

가할 수밖에 없다(김병하, 1990).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 학생의 수 을 단하는 근거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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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평가는 다양한 차원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비표 화검사와 표 화된 성취도 평

가(규 지향 평가와  거지향 평가)는 서로 상호 보완 인 차원에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며 표 화 검사는 단 학교에서 교사들의 힘만으로 제작될 수 없으며 정부차원의 투자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학생들의 학업수행에 하여 결과에만 을 두는 평가는 학생수 의 편차가 심한 집단에서 

당한 평가방법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각장애학교의 학생들은 한 학 에 읽기와 쓰기

에 큰 차이를 보이는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받고 있으며 평가가 이들 모두에게 도 이 되기 

해서는 교육과정 심의 평가(Curriculum Based Assessment)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어려운 내용에 대한 교사의 대응전략

사실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우리 학생들에게 용한다는 것이 어렵지. 만약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그냥 배울 수 있는 학생이면 우리학교에 안 오고 일반학교에 가겠지요.... 어떤 선생님은 일반학교 

교육과정에서 목차를 따서 단원내용을 일부만을 지도하기도 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를 들어 국어 

같은 경우 일부 단원을 선택해서 한 학기에 지도하고 다른 단원은 다음 학기에 지도하기도 하시고 

아니면 아  새로운 내용으로 지도하기도 하시기도 해요...(2008. 4월 이소은 교사와의 면담에서).

7차 특수학교교육과정이 청각장애학교의 평가는 일반학교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동학년 

교과서에서 출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침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독해능력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일반 등 4학년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쓰기 능력도 

히 미숙한 수 의 문장력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학교에서 이 교과서를 바탕

으로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한다는 사실은 청각장애학생들 뿐

만이 아니라 교사에게도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학교의 교사가 교육의 책임을 다하기 하여 학생들의 

청각장애 학교의 교사가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평가문제를 출제하는 략이

었다.  

첫 번째로 청각장애 교사가 선택한 략은 가칭 ‘단원내용 재구성 략’이었다. 청각장애학

교 교사는 일반학교 교육과정의 체 목차를 교육과정으로 선택하고 각 단원의 내용 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만을 선별해서 가르치고 평가도 이에 한 것만을 출

제하는 략이다. 맘학교의 오은빛(가명) 교사는 과학과의 를 들어 만약 단원에서 내용이 

깊은 사  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는 어려운 내용을 빼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만

을 정리해서 가르친다고 하 다. 이 경우는 체 단원을 모두 다룬다는 데 의의는 있으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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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평가내용이 단순 암기식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김병하, 1988). 

학생들의 이해수 과 이해 속도가 일반학생들의 이해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수화로 제시할 

때 수업진행의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Baker & Cokely, 1979)가 있다. 때문에 청각장애특수학교

에서 청각장애학생들에게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모든 내용을 다룬다고 생각했을 때 학생들

에게 제시되는 내용의 깊이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두 번째로 청각장애학교 교사가 선택한 략으로는 가칭 ‘단원선택 심화 략’이었다. 일반

학교의 교육과정의 단원이 한 학기에 다루기에는 양이 많으므로 몇 단원만을 선택하여 지도하

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학기에 비슷한 내용을 지도하는 략이었다. 이소은 교사는 국어의 

를 들어 시와 소설을  2학년에서 집 으로 선택하여 가르치고 나머지 수필, 설명문은  3

학년 교과서에서 가르침으로서 내용의 복성을 피한다고 하 다. 교사는 평가에 이 단원에 

한 내용만을 평가에 내는 략이다. 이 경우는 일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는 단원에 집 을 해

서 가르칠 수 있다는 이 이 있다. 이 방법은 청각장애 학생들의 이해 속도와 수업진행 속도가 

늦음에도 수업내용의 깊이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수학과 

같이 체계 인 학습을 필요로 하는 과목에서 이 방법이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방법은 교과서의 내용이 병렬 인 구조를 이루는 언어 역 교과목에서 당하다.   

세 번째로 청각장애학교 교사가 선택한 략은 ‘내용 체 략’ 이었다. 이 방법은 동학년 교

과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체하여 지도하고 그 내용에 하여 평가를 보는 략이다.  이는 

일반학교의 과목이 청각장애 학생의 능력과 무나 큰 차이를 보이는 어의 경우 이 방법을 

선택한다고 소개하 다. 어는 청각장애학생의 수 과 학습속도가 일반학교 학생의 학습속도

에 비하여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일부 뛰어난 학생을 제외하면 수 이 일반학

교의 동학년 교과서의 내용의 이해가 어려우며 교과의 특성상 체계 인 학습을 필요로 하는 

교과이므로 학생의 수 에 맞는 내용을 다른 외부자료를 주로 이용하고 동학년 교과서의 내용

은 최소한만 다루는 방법이다. 청각장애학교의 어과를 담하는 송윤아(가명) 교사는 등부

학생들을 상으로 일반학교 등 어자료나 TESOL 자료를 사용한다고 소개하 다. 청각장애

의 국어의 읽기능력과 말하기 능력은 일반아동의 평균 4학년 수 이나 그 이하이며 고등학교

를 졸업하는 소수의 청각장애학생들만  1수 의 읽기능력을 가진다(Antia & Levine, 2001).  

정확한 학력에 하여 검사조정을 거친 표 화 성취검사가 필요하나 청각장애특수학교에 재학

하는 고등부학생들이 새로운 언어를 래의 동학년 수 으로 성취하기를 매우 어려우며 래 

동학년의 교과서로 학습하는 것은 비효율 이다.  청각장애 ·고등부학생들에게 입문수 의 

어 혹은 TESOL 자료가 이 일반학교의 동학년 교과서보다 학생들의 수 에 보다 합할 가

능성이 크며 활용도도 높을 것이다.    

일반학교 교육과정으로 학습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참고서나 문제집과 같은 독립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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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료를 사용하여 평가 비를 하지 않는 상황은 학생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오히

려 청각장애학교 학교교육과정이 일반학교 동학년 교과서를 기 으로 하고 있으며 이 동학년 

교과서는 부분의 청각장애학생들에게는 그 수 이 무 어려워 교사가 조정을 하지 않고 운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학교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학생의 수 별로 체계 으로 이용하기 

해서는 학생의 재 수 에 한 정확한 평가와 함께 학생의 수 에 맞는 교육과정에 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수 은 교과에 따라 그 합한 사  이수수 (prerequisite)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일반학교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책임은 교사가 감당

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과업이며 학생의 정확한 수 의 악과 함께 다양한 수 별 

교육과정을 용하여 학교에서 그 학생의 수 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운 하는 것이 체계 인 

교육내용으로 학생의 실패경험을 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하여 특수학교에

서는 학생의 능력에 맞은 수 의 교과서로 지도하는 능력별 수 별 운 이 필요하다.  

3. 교사의 노력이 요구되는 평가 

1) 내용 재구성의 필요성

선생님들이 문제를 자체도 쉽게 내지만 표 을 쉽게 해서 낼려고 해요. 그 지  않으면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2008. 4월 송윤아 교사와의 면담에서)

 (학생들의) 평가 비는 워포인트 자료도 있고 교과서도 있고 인터넷자료 린트도 있고 많이 

있지. 그런데 학생들에게 참고서나 문제집은 필요 없어요. 그건 내가 참고할 때 쓰   지. 무궁화반

( 학진학반)은 참고서를 쓰는데 진도가 많이 느리지요. (2008. 4월 오은빛 교사와의 면담에서)

평가를 해서 어려운 교육내용을 학생들에게 쉽게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청각장

애 학교의 교사는 먼  쉬운 내용을 선택하고 어려운 내용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는 

어떤 것이 학생들에게 필요할지 재 단원의 어떤 내용이 더 쉬운지를 선택하고 단원의 일부

만을 가르칠 것인지 부를 가르칠 것인지, 혹은 무슨 내용을 가르칠 것인지를 결정한다. 교사

는 학생의 수 을 고려하여 문제를 간 정도의 학생들이 쉽게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한다. 

일반학교 동학년 문제지는 문제 유형을 참고하기 하여 사용되지만 같은 내용이 그 로 출제

되는 일은 드물다. 행여 출제를 하더라도 풀 수 있는 학생이 드물기 때문이다. 한편 평가문제는 

수업시간에 행해진 자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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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조정의 필요성 

지  평가문제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낸다거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를 내기는 하지

만 그 다고 학생들에게 수화로 문제를 설명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일반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학교평가에서 학생들이 문제이해가 어려운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그런

데 수능 같은 것(일반학교 평가) 볼때는 평가 문제 보는 것을 다시 가르쳐야지 안 그러면 평가 문제

를 이해 못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궁화반( 학진학반)같은 경우는 일반학교 평가문제로 

따로 연습해요(2008. 4월 이소은 교사와의 면담에서).

엄 하게 말하면 부분 청각장애에게 성취도검사는 청각장애 학생들의 언어능력검사를 사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최성규, 1997에서 재인용; Moores, 1987; Paul & Quigley, 1990; 

Quigley & Paul, 1986). 청각장애학생들의 읽기, 쓰기능력에 의해 간섭받지 않은 독특한 능력

을 측정하는 것은 지필평가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

각장애학생들의 고유한 능력을 평가하기 해서는 검사조정을 필요로 한다. 이 연구에서 제보

자가 밝히는 청각장애학생을 한 검사조정은 크게 문항구성, 시간의 연장, 수화통역자의 활용

이 있으며 이  수화통역자의 활용은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맘학교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으

며 다. ‘시간의 연장‘ 한 자율로 학교 내에서만 운 이 된다. 문항 조정은 청각장애 특수학교

의 평가에서 매우 요시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평가문항을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지 않으

면 이로 인하여 학생들이 문제의 이해에 혼란을 겪기 때문이다. 를 들어 수화와 구화(국어)의 

언어  차이로 인하여 국어 단어와 수화 단어의 1  1의 응으로는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이

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를 들어, 이유를 바르게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의 경우

도 수화로 그 뜻을 일  일로 나열하면 [뜻, 바르다, 표시하다, 않다,  것, 무엇입니까]로 되므로 

체 제시문장의 의미를 미리 이해하지 않는 경우 의미해석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

유를 바르게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장은 청각장애 입장에서 틀린 이유는? 는 

틀린 것은? 으로 표  할 경우 이해는 더욱 쉬워진다. 미국의 경우 청각장애자들을 한 SAT

에서는 평가시간의 조정, 수화 통역자를 활용하여 검사조정(Accommodation)을 하고 있다(국

립 특수교육원, 2004). 그러나 검사조정이 장에서 구 되기 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타

당성과 신뢰성의 검증이 필요하며 교사와 주변인들의 인식의 환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제보자들은 검사조정(accommodation)에 하여 그 필요성은 동감을 하고 있으나 

이 검사조정이 평가의 공평성을 해하는 것은 아닌가에 하여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평가를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고 학생들에게 일반교육에서 치루어지는 동일한 평가를 청각장애

학생들도 보는 것이 공평하다는 생각과 학생들의 능력이 어떤 이유에서 제 로 평가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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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생각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평가에 한 검사조정이 필요하다는 은 재 

특수학교에서 엄격해진 성 처리에 한 부담으로 교사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인

다. 조직의 일원으로써 특수학교의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범 와 폭이 엄격히 

제한되어있는 실에서 다양한 수 의 학생들에게 경험  교육과정의 질을 보장할 수는 없다.  

     

청각장애 학교의 교사는 일반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평가의 난이도를 고려하고 

문항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평가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청각장애 학교의 교사에게 평가출제를 

해서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며 학생의 평가결과의 이면에는 교사의 노력과 수고 그리

고 계획  조정활동이 숨어있다. 그러나 재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운 은 통합교육의 기조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 7차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운 하는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교과시수와 

내용, 평가방법을 일반학교와 통일시킴으로써 특수학교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과수업은 순

수한 교사의 역량과 책임에 달려있다. 교사는 수업에서는 교과내용의 체계성과 장애아동의 수

을 고려하여 내용을 재구성하는 평가를 한 자료를 제작하고 평가문항은 청각장애의 특수

성을 고려하여 제작하는 부담은 동시에 안게 되었다. 지속 인 후속연구를 통하여 련변인들

을 고려한 합리 인 모델이 계발되고 수 이 다양한 학생들을 상으로 교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계발을 통하여 청각장애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자기주도  자율학습이 용이

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Ⅳ. 청각장애학교의 교육과정 재구성의 난제

1. 내용 축소와 체계적 구성의 문제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일반학교 교육내용을 축소해서 지도하는 것이 체계 이지는 않지만 어

쩔 수 없다는 것은 교사의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교사가 교육과정 재구성의 책을 

맡고 있는 실에서 일반학교 교과서와 체계성을 가지고 운 되어야 한다는 을 모르고 있지

는 않다. 그러나 교육과정 구성이 일반학교와 연계성을 가지면서 내용 인 체계성을 가진 교과

별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다. 왜냐하면 특수교사는 

일반학교의 어려운 교과서를 꼭 청각장애학생에게 지도해야하는 과업 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입장이 우선이며 학생의 수 을 악하여 학생의 수 이 기존의 학교수 의 교육과정과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학교수  교육과정의 평가가 학생의 수 별로 운 할 수 없으므로 일

반학교와 같이 일 인 평가로 학생을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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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교의 교과 내용은 각 단원이 연계하여 체계 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한 단

원의 내용을 일부만 지도하거나 일부 단원을 락하고 지도하는 것은 학습의 체계성과 연계성

을 해하는 결과 래할 수 있으며 이는 청각장애 교육의 책무성을 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 한 어려운 내용을 모두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서 교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지만 이러한 선택을 한 후에 학교교욱과정이 학생의 수 에 따라 일반학

교과정의 내용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의 체계성과 연계성은 항상 고려해야 할 

문제가 된다. 학생의 수 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설사 학생의 수 을 안다고 하더라도 재와 

같이 일반학교 동학년 교육과정을 의무 으로 운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학생들이 학습을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료와 교재에 하여 지원이 필요하다.  

2. 청각장애 능력별, 수준별 교육과정의 필요성

청각장애만큼 개인차를 보이는 집단을 찾기 어렵다. 그 이유는 청각의 문제는 장애의 손실 

시기, 정도, 주변 환경에 모두 향을 미치며 그 향에 따라 아동의 언어 , 지  능력이 다양

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이다. 청각장애 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사들은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을 재

구성하여 지도하고 학생의 평가를 하여 실제  교육과정, 는 경험  교육과정의 내용을 평

가한다. 학생의 수 이 학년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교사는 학생의 수 을 고려하여 매 학

기 새로운 내용을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구성한다. 여기에는 교사의 힘겨운 노력이 

요구된다. 평가내용의 선정에서 출제까지 그 모든 것을 청각장애학교의 교사는 모두 여하여 

내용을 학생의 수 별로 수정하여 재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때 내용의 체계성은 거시

인 차원과 미시 인 차원에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즉 청각장애학생의 교육과정이 교사가 

바뀔 때 마다 체계성을 가지려면 학교교육과정이 내용의 체계성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교육내

용의 수정은 교수  수정에 있어서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이므로 수정의 등 이 낮은 것부터 

시도할 필요가 있다. 가장 수정의 정도가 낮은 단계의 수정은 같은 과제내의 순서를 변화시키

는 것이고 다음 단계의 수정은 과제의 단계 내의 크기를 변화시키거나 기술의 순서를 변화시

키는 방법이다.  단계는 내용의 수정이 에 고려되어야 하는 선택들이다(Sailsbury et al., 

1994). 청각장애의 경우는 과목별 능력의 차이가 클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다. 

한, 학생이 평가에 보다 더 몰입하여 경험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해서  청각장애학

교에서 각 학생들의 역량에 맞는 합한 교육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여지를 제시해  필요가 

있으며 한 가지 제안은 청각장애 학생의 능력에 따른 무학년식의 교육과정 이용이다. 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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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장애학교에서는 학생의 능력과는 상 이 없이 학생의 수 을 일반학교 동학년에 맞추어 교

육과정을 운 하고 있으나 학생의 능력에 맞춘 일반학교 교과서의 운 을 허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청각장애학생들의 학습수 에 하여 보다 객 인 평가결과가 검사가 된다는 가정 하

에 교사는 일반학교의 체계 인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고 학습분량, 학습내용의 체계 인 구성

이 가능하다는 에서 고려될 수도 있다. 국어과의 수업의 를 들면 에서도 학생의 읽기수

에 따라서 교과서가 다르게 선정되어 ‘실제  다수  교육과정’을 용이 하는 것이다. 다수  

포함 교수학습은 청각장애와 같이 넓은 스펙트럼을 지닌 장애들의 수업에서 각 학생들은 최소

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로 외부교재를 이용하여 학습할 수도 있을 것이며 수업에서 

자신에게 도 이면서 의미있는 교육내용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3. 청각장애의 문화를 고려한 내용구성의 필요성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 에 하여 청각장애아동의 의사소통 기능 신장을 해 

요육(언어치료)가 주당 2 시간씩 배당하고 있으며 고등부의 경우 직업교과가 고등부의 교육과정

에서 직업교육을 한 문교과가 목공 , 도자기 공 , 상업미술, 양재 등의 직업교과에 걸쳐 

체 이수단  216~234단  가운데 104~126단 를 차지하고 있다(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 고등

부의 과정은 체 이수단  가운데 문교과가 차지하는 비 이 무 높기 때문에 상 으로 

일반 교과활동의 단  배당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 실정이며 학부 과정의 경우는 요육(언어치

료)가 학교재량활동으로 운 되며 교과의 수업시수는 일반학교의 수업시수와 동일하다. 

청각장애학교에서 국어나 치료는 시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7차 교육과정 개정

에서는 그 시수가 확 었어요. 국어가 기술, 가정같은 과목하고 시수가 같아요. (2008. 4월 이소은 

교사와의 면담에서)

 과학과목에서는 학생들에게 맞는 내용을 선정하는게 좀 신경이 많이 쓰여요.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내용은 내가 결정하는데, 일반학교 교육과정에서 실질 이지 않은 것과 학문 인 것은 빼고 학

생들이 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요. (2008. 4월 오은빛 교사와의 면담에서)  

청각장애학생의 흥미와 학습동기의 향상을 해서 청각장애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교육내용의 

선정은 요한 문제이다. 청각장애학생의 고유한 필요와, 문화를 고려한 교육과정은 동학년 일반

학교 교육과정에서 찾기 어렵다. 장애 특수  내용을 교과에서 다루국어나 언어지도, 언어치료와 

같은 교육과정은 교과환경에서 더욱 가 치를 둘 필요가 있으며 청각장애 고유의 사회 문화 인

요소를 고려한 내용의 선정은 교육내용을 더욱 효과 으로 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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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재  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와 같은 감각장애 특수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통합의 가치를 기 로 일반학교에서 사용하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을  학교교육과정에서 재구조화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의 개정된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활동이 보다 더 일반학교 교육과정에 가깝도록 하고 있다(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2008). 그러나 교육과정 운 에 있어서 단  특수학교에서 학교수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 운 하는데 있어서 학교단 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운 할 수 있는 자율

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특수교육에 한 지원이 특수교육선진국 선진국에 비하여 열악한 한국

의 실정에서 단  특수학교에서 교사들이 장애아동의 개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질 높은 학교

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에는 실 인 난 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학교수 의 청각

장애교육과정이 실에 용되는 난 (challenge)을 밝히고 그 실체를 분명히 하는 것은 어떤 

교육과정의 통합을 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를 밝히는 시작 이 될 수 있다. 

교육과정의 통합은 련 역에 한 지원이 부족하거나 는 없는 경우, 통합/주류화는 장

애아동에게 특수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책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통합교육의 결과는 ‘교육

의 실패’로 나타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평가는 학교교육과정의 성실한 운 의 정도를 살

펴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청각장애학교와 같이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학교교육과정을 청

각장애학교의 실정에 맞추어 재구성해야하는 입장과 장애학생들이 포함된 일반학 에서 그 모

든 구성원의 만족을 한 실제  다수  포함 교수활동을 한 제안 은 많은 부분을 공유하

고 있다. Neary(1992)는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 다.  첫째, 재의 교육과정을 그 로 쓸 것인가? 아니면 수정, 보완하

여 재구성 할 것인가? 둘째, 물리  환경의 수정이 필요한가? 셋째, 교재의 변형이 필요한가? 

넷째, 한 집단의 아동을 상으로 2개 이상의 교육 과정을 운 할 필요가 있는가? 다섯째,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 하는데 있어서 복되는 부분은 있는가? 여섯째,  다른 교육과정을 

필요로 하는가? 일곱째, 사 에 학생의 활동을 분석이 필요한가? 이다(Neary, 1992; 박승희, 

2003에서 재인용). Neary(1992)의 제안은 장애학생에게 최소 제한환경을 제공하기 한 한 가

지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발견된 교사들의 평가를 한 세 가지 선택(단원 내용 재구성 략, 

단원 선택 심화 략, 내용 체 략)의 기 과정에서 어떤 략을 선택할 것인가를 해 쓰

여 질 수 있는 략이라 생각한다. 

청각장애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통합은 이론  당 성만이 아니라 실  여건과 지원의 유무

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청각장애학교의 평가와 련된 상을 문화 기술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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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살펴본 결과 7차 특수학교교육과정을 운 하는 교사들이 독특한 평가문화를 지니고 있다

는 을 발견하 다. 이들의 평가문화는 다양한 학생을 어려운 교과서로 평가해야만 하는 교사

의 안  철 한 노력이 필요한 평가라는 이다. 제보자로 선택된 청각장애학교의 교사들은 

제도교육의 틀 속에서 일반학교의 교과서로 학생의 개별요구에 맞추어 단원내용 재구성하거나 

일부 단원을 선택하여 교수하거나 는 내용을 체하여 다른 내용으로 지도하고 그 내용을 

평가하고 있었다. 청각장애특수학교의 견교사가 사용하는 략들은 장애아동의 완 통합 상

황에서의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교수 합화의 과정과 그 입장이 같으며 효과 이며 개별화된 

교수를 한 자의 인 방책으로 해석이 된다. 청각장애특수학교에서는 학교수 교육과정 운

의 모델과 략을 통합된 환경에서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교수 합화과정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한, 진정한 의미의 최소제한환경을 이루는 노력으로 청각장애특수교사의 략은 교육

과정의 통합을 한 새로운 방책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으며 평가환경이 청각장애학생의 필요

에 맞게 새롭게 구성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수 의 모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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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Implementation Problem for Deaf School 

by Cultural Aspect of Evaluation 

3)Chang-Won Seo*․Dong-Il Kim**

This study aims to find cultural traits of evaluation system in boarding deaf school that 

manages adjusted 7th Revised Curriculum for the Special Schools, and understand the origin 

of the cultural traits.  Recently deaf school has managed to reorganize the curriculum of hearing 

school curriculum. However, teachers who had a responsibility of the adjustment has trouble 

in curriculum management. This research tried to explain the hidden problems of reconstruction 

by evaluation related problem and to show teacher developed strategies to overcome the 

unstructured curriculum issue. We found that teacher use three strategies is that deaf school 

teachers like 1) to select proper contents within a certain chapter which is considered most 

proper for their students' level, 2) to select chapters in the general school curriculum which 

is considered to proper for their students' interest, or 3) to find alternative contents. We found 

cultural aspect of evaluation system in deaf school was products of deaf school teachers' efforts 

and which is from difficult curriculum for the deaf children. This study implicates the needs 

of multi-level tests and an appropriate model of curriculum for deaf school.  

    
Key words: deaf, school curriculum. evaluation, reconstruction,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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