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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교육 구성 방안 연구
*

김 미 희†(대구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청각장애학생의 읽기 쓰기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읽기 쓰기의 통
합적 교육 단원 구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읽기와 쓰기의
통합지도 방법 및 통합교육 단원 구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청각장애학생의 국어
과 교육에서 통합언어교육의 내용으로 한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아 통합교육 단원 구성 방안에 대
한 선행연구 자료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언어의 사용 기능 영역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는 각각
세분화된 기능 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언어는 총체적인 입장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동시에 발달하는
고등정신의 기능이다. 이 연구에서 읽기와 쓰기의 기능별 영역은 분명히 독립적으로 구성하되, 통합
적인 지도의 효과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함을 밝혀 둔다. 따라서 읽기와 쓰기는 서로 작용과 반
작용의 관계이므로, 읽기와 쓰기의 지도는 청각장애학생들이 독자와 필자의 역학을 동시에 할 수 있
도록 교수ㆍ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읽기 쓰기를 통합교육 함으로써 언어교육이 실제 청
각장애학생의 언어생활과 유리되지 않도록 하였다.
검색어 : 청각장애, 통합언어교육, 총체적, 상호보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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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제기

읽기는 교사, 친구, 또는 사회 등의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확인되는 과정을 요구하며, 쓰기는
경험과 사고의 인지에 대한 표현 언어이다(최성규, 2002). 읽기는 첫째,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
둘째,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 셋째, 전략을 사용하는 과정, 넷째,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과정,
다섯째, 사회의 객관적 평가를 확인하는 과정, 여섯째, 어휘나 문장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독자
가 책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등으로 이해된다. 쓰기는 다른 기능들을 강화시키고 확인시켜주는
기능임에도, 다른 영역에 비해 지도의 비중이 적다.
청각장애학생의 학업에 있어 쓰기가 중요한 필요조건임에도, 학교 교육과정에서 작문할 기회
가 거의 주어지지 않으며, 수업의 대부분이 읽기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기가 읽
기보다 심하게 지체된 경우가 많다. 또한 쓰기는 읽기기능과 함께 향상되는 매우 깊은 상호관계
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작문을 하는 데 들이는 시간은 읽기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것이 청각장애
학생의 학업 현실이다. 특히 청각장애학생의 쓰기지도는 단순한 교육적 차원보다는 사회적 소외
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치 부여와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되며, 청각
장애학생의 낮은 쓰기능력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폄하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최성
규, 2007). 아동들은 쓰기를 통해 쓰는 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읽기기능도 쓰기를 통해 발전
이 촉진된다(Robinson, McKenna, & Wedman, 1996; Yesseldyke & Algozzine, 1983).
청각장애학생들 대부분은 언어획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날 때까지도 완전한 언어를
습득하기란 매우 어렵다. 아동의 비언어적과 언어적 지식 사이의 관계를 독단적으로 설명할 수
는 없지만, 인지적 영역과 언어적 지식이 상호작용하는 활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언
어습득을 설명하는 4가지 차원은 ① 자연적인 인지 능력, ② 자연적인 언어 능력, ③ 지적 발달
수준, ④ 과제분석과 절차의 의존성 등을 들 수 있다. 청각장애학생들이 이와 같은 네 가지 차
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적인 언어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일차적 요인, 즉
청력손실로 인하여 다른 차원의 특성에서 지체 또는 연계되는 특성에 노출되어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즉 구어와 문어 등으로 구성된 언어는 일차적으로 청각적 활용을
통하여 발달해 간다. 그래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청각손상은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제공하는 주
요 원인이 되므로 청각장애학생의 교육적 지원은 일반적으로 ‘언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언어
는 구어와 문어,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에 의해 고도로 복잡한 사고를 이해하고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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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통합과정이다.
현재 국어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언어의 통합과정인 총체적언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
재 국어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언어의 통합과정인 총체적언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 국
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언급했듯이 총체적언어교육을 국어와 교수ㆍ학습방법에서 부분적으로 제
시하고 있다. 2009년 3월 1일부로 일반학교 초등 1, 2학년 교과서가「말하기ㆍ듣기」, 「읽기」,
「쓰기」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시행되었다. 이는 제9차 교과서 방식과 같고 읽기와 쓰기 부분이
분리되어 시행된다면, 각 영역 간의 통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정자(2008)는 읽
기와 쓰기 영역의 통합과정 지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단계에
서부터 통합지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글을 읽고 쓰는 능력
의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역시 일반 교육과정
의「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교육
과학기술부, 2015). 청각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1학년 때부터 다양한 의사소
통 양식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일
반 국어과 교육과정의 학년별 내용과는 별도의 계열화된 내용을 제시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듣기ㆍ수화읽기ㆍ말 읽기」, 「말ㆍ수화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영역의 교수ㆍ
학습이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맺으면서 통합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학생의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수ㆍ학습방법에서 읽기와 쓰기 간
의 통합과정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읽기와 쓰기의 상호관계성에 기초하여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강조
하고 있는 언어의 통합적 교육 텍스트를 중심으로,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읽기와 쓰기의 통합
적 교육 단원 구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국내ㆍ외 특수교육 관련 학술지 중 청각정애아동의 읽기 쓰기, 언어와 관련된
논문들과 국내의 읽기 쓰기에 관한 선행연구 및 통합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논문들을 선정하였
다. 해당 논문이 수록된 국내 학술지로는 『특수 교육학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언어청각
장애연구』, 『언어치료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작문연구』, 『학습자 중심 교과교육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논총』, 『텍스트 언어학』, 『청람어문교육』, 『국어 교육학연구』등이며,
국외 학술지로는『American Annals of Deaf: AAD』,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LSHSS』,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TEC』,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JSLHR』,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JSHR』,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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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으로 이 연구에 적합한 논문을 발췌 선정하였다. ➀ 청각장애학생의 읽기
쓰기의 의사소통에 관련된 연구 자료들을 선정하였다. ➁ 통합언어교육에 관련된 연구 자료들을
선정하였다. ③ 읽기가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연구 자료들을 선정하였다. ④ 쓰기
가 읽기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연구 자료들을 선정하였다. ⑤ 읽기와 쓰기의 통합교육에
관련된 연구 자료들을 선정하였다. ⑥ 국어과 교육과정에 관련된 연구 자료들을 선정하였다.
청각장애학생의 문자언어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자료들은 대부분 일기문을 중심으로
수행되어지고, 선행 연구자들의 결론들은 모두 유사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와
관련된 연구들은 연구방법과 대상자 그리고 연구 주제로 분류하여 양적인 분석만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구 현장이나 교육현장에서 청각장애학생들의 문어나 동시적인 즉 구어와
문어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 언어의 통합적 교육에 대한 교수방법들의 내용이나 결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표 1>과 같이 읽기ㆍ쓰기에
관한 선행연구와 읽기와 쓰기의 통합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Education: JDSDE

ㆍ
이화자(1993)

<표 1> 읽기 쓰기에 관한 선행연구와 읽기와 쓰기의 통합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이성은
(1994)

Brown
(1994)

통합
언어
교육에
관한
연구

신현재와
이재승(1997)
이지호
(1998)

이지윤
(2007)

언어발달의 용이한 방법으로 전체언어의 중요성을 소개하였다.
총체적언어학습교육이 ‘열린교육’이라면서, 실제 현장의 학문
분야를 교사들의 실제적인 경험을 토대로 형성하여 다양한 활
동중심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
다.
실제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기술교수의 통합적인
접근법은 언어기능 사이의 상호관계성을 강조한다고 보았다.
통합언어교육이 ‘교사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하며, 통합언어란 언어와 학습 및 학습자에 대
한 긍정적인 관점과 일련의 신념을 바탕으로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상황에서 구어와 문어는 자연적인 언어교육이므로 통합
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전체를 지향하는 통합교육이 인간과 자연에 대한 총체적인 인
식을 추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통합교육의 원리로 종합의
원리, 유추의 원리, 인접성의 원리 등과 통합교육의 방법을 제
시하였다.
통합적 언어사용환경에서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고 잘못된 점
을 스스로 교정하고 또 다시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언
어능력을 다듬어 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실제적이고 다양
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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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목
(2006)

읽기가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Carlkins
(1983)

Flower
(1990)

McGinley

읽기ㆍ
쓰기의
통합
교육에
관한
연구 쓰기가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992)

Graves
(1978)

Collins &
Carmen(1981)

Janet &
Gold(1981)

Glenn
(2007)

읽기와
쓰기의
통합
교육에

Stotsky
(1983)

필자가 텍스트 구조 혹은 추론의 생성에 관한 능력을 획득하
는 데에는 독해의 경험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읽기와 쓰기가 개별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학생들의 활동을
살펴보면서 틀렸음을 인정하였다. 그것은 학생들이 글을 쓸 때
그 글을 읽으면서 쓰기를 하였고, 교사와 급우들이 서로의 글
을 읽으면서 쓰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독해 후 동일한 작문 과제를 주고 과제 표현 방식
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의 연구 결과 표현 방식이 정보의 제공,
독해지문의 형식과 특징, 필자의 계획구성, 전략, 목적 등에 따
라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학습자들이 작성한 과제 표현 방식은
요약하기, 반응하기, 복습하기, 종합하기, 수사학적 목적에 맞
춘 종합하기 형태로 다양하게 분류되었다.
읽기능력이 우수한 학습자가 글을 쓰기 위해 정보를 조직하고
선택하여 내용을 연결하는 데 더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를 보
여, 읽기능력이 쓰기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였다.
학생들은 쓰고 읽을 때 많은 읽기를 배운다고 했으며, 글을 써
본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때 유용한 읽기기능을 사
용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쓰기 연습을 한 학생들이 독해 즉, 생각의 조직화, 다른 작가
의 의도 이해, 추상적 단어들의 연관성 파악을 더 잘 할 수 있
다고 했다.
학생들이 계열화하기, 추론하기, 예견하기의 세 가지 쓰기활동
을 통해 작가가 어떻게 생각을 구조화하는 지를 이해할 수 있
게 되면 학생들이 독자로서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는 점을 밝혔다.
쓰기활동을 적용했을 때 읽기와 쓰기능력이 신장되었음을 밝
혔다. 특히 서사문 쓰기를 적용할 경우, 앞서 읽었던 서사문의
내용, 형식 등에 관한 배경지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궁극적
으로 능동적인 독자, 전략을 발전시키며 읽는 독자로 성장한다
고 밝혔다.
1930년부터 1981년까지의 읽기와 쓰기 관계에 대한 연구를 검
토하여 종합하였다. 여기에서는 읽기와 쓰기의 상관관계 읽기
가 쓰기에 미치는 영향 쓰기가 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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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은 학생들이 텍스트를 읽고, 쓰고, 보고, 토의할 때 다른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는 텍스트의 복합적인 영역을 접하는 곳
으로 보았다.
문자언어교육의 초기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문자지도와 어휘
력 지도를 할 때 읽기와 쓰기를 통합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
실시해야 하고, 읽기와 쓰기를 통합한 다양한 학습방법으로의
언어기능이 아동의 실제적인 삶과 연결되었을 때 의미 있는
언어활동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창의적 사고력 신장의 상관관계에 있는 읽기와 쓰기의 통합교
육의 지도방법을 밝히고,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토
의ㆍ토론식 학습전략이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지도 방법 연구로 ‘단계적으로 읽으면
서 쓰기’의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여
읽기와 쓰기의 통합지도가 언어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
여주었다.
주제 중심 독서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함으로
써 바람직한 인성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주제 중심 독서활동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삶과 연결된 폭
넓은 독서 경험을 쌓고 더불어 읽기 쓰기활동이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주제 중심 독서활동을 통해 언어사용능력의 신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맥락이 실제 언어사용에 있어 다양한 영향을 기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교재를 구성하기 위한 원리로 내용 구성에 관
련하여 언어사용 목적 강조의 원리, 텍스트 강조의 원리, 사고
력 강조의 원리, 텍스트ㆍ인지ㆍ맥락 통합의 원리를, 방법적
측면에서 통합지도의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 책임 이양의 원
리를 제시하여 맥락을 중심으로 읽기와 쓰기의 통합 교재 구
성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상으로 선행 연구를 통합언어교육에 관한 연구와 읽기와 쓰기의 통합교육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검토하여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읽기와 쓰기 사이에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읽기와 쓰기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적으로 지도했을 때 읽기와 쓰기능력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현재의 일반교육과정 하에서는 읽기와 쓰기의 교재가 분리되어 있고, 청각장애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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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과 교재는 분리되어 있지는 않으며, 그들의 교육과정에서 분리되어 있지만, 최근의 연구들
에서 읽기와 쓰기를 통합적 과정으로 보고 있다.
셋째, 초등학교에서는 통합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대한 성과들이 나타나
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미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각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더 더욱 부족하여 크나큰 성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청각장애학생들은 읽기와 쓰기 능력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자신의 학력 수준보다 많
이 지체되어 있다. 따라서 국어과 성취 수준이 낮으며, 의사소통의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해 초기 학습 시기를 놓
쳐서 성취 수준이 낮은 것도 하나의 이유 요인이므로 부모교육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
로 하다.
청각장애학교의 교사들 대다수는 교과서에 의존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교사들 중
에는 직접 학습 자료를 만들어서 지도하는 교사가 있는 반면 수업 준비 시간이 부족
하여 학습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는 교사도 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지금 현재의
교육 환경으로서는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완전한 개인 지도를 실현시
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학습 자료들이 다양하지도 않을뿐더러 있다하더라도 학생들의
수준에 맞지 않아 사용하기가 어려워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
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수준별 학습지, 구체적인 학습방법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타 기관에서도 다양한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데 주력을 가해야 한다.

Ⅱ.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과서
- 읽기와 쓰기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1. 국어과 교육과정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약하고 자주적 생
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
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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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국어과 교육과정에 드러나는 국어과의 성격은 언어 상황을 통해 의미를 이해해 재구성하고
의미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고등 사고 기능을 신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의 목
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 내용 범주 중에서 읽기와 쓰기의 실제 부분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국어과 교육과정 읽기와 쓰기의 내용

영역

읽기의 본질
- 필요성
- 목적과
- 방법과
읽기 - 상황과
- 특성과
* 읽기의 실제
-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읽기
- 정서 표현의 글 읽기
* 쓰기의 본질
- 필요성
- 목적과
- 방법과
쓰기 -- 상황과
특성과
*

*

쓰기의 실제
-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 정서 표현의 글쓰기

내 용
* 읽기의 원리
- 낱말 이해
- 내용 확인
- 추론
- 평가와 감상

설득하는 글 읽기
- 친교의 글 읽기
* 쓰기의 원리
- 글씨 쓰기
- 내용 생성
- 내용 조직
- 표현
- 고쳐 쓰기
- 컴퓨터로 글쓰기

*

읽기의 태도
- 동기
- 흥미
- 습관
- 가치

-

*

쓰기의 태도
- 동기
- 흥미
- 습관
- 가치

설득하는 글쓰기
- 친교의 글쓰기
-

위의 표에서 보듯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좀 더 국어사용의 목적을 강조하여 ‘실제’ 영역을
따로 설정하고 있다. 읽기와 쓰기의 교육활동은 각 영역의 ‘본질’, ‘원리’, ‘태도’ 범주의 교육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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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실제’ 범주의 교육내용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야 의도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
고 내용 체계를 구조화하였다.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쓰기를 보다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쓰기의 필요성, 목적, 방법, 상황, 등 ‘본질’에 관한 학습, 실제 쓰기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리’에 관한 학습, 바람직한 글쓰기의 ‘태도’에 관한 학습이 구체적인 언어자료(텍스
트) 산출과 통합되어야 함을 중시하여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다. 쓰기의 특성이라 분류하였는데
쓰기의 특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개념과는 어떻게 다른지, 개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명료하게 알 수가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실제 교육 내
용상에서 본질, 원리. 태도 간의 유기적 관계가 잘 드러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

<표 3> 국어과 교육과정 교수 학습방법과 평가의 통합지도 부분

교수ㆍ학습 방법
가. 교수ㆍ학습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습자가 의미 있는 국어 학습 경험을 하여 창조적인 국어사용
능력이 향상되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학습 목표는 교육과정의 내용 즉, 학습자의 학급 능력과 성취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의 학습 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관되도록 한다.
(나) 학습 내용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각 영역별 특성을 살려 학습 목표 달성에 적합
하게 선정하되, 특히 영역별 학습 내용간의 관련성, 학년별 학습 내용 간의 연계성과 보충 심
화의 수준을 고려한다.
(다) 학습자가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하는 데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과 실제의 국어사용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킨다.
나. 교수ㆍ학습 방법
ú 영역별 학습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수ㆍ학습을 전개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개별적인 언어 현상을 지나치게 분석하는 접근 방식을 지양하여 국어사용의 양상을 총체적
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나) 지식을 주변 세계의 언어 자료나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지도함으로써 지식의 생성 과정
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 평가
가. 평가 목표와 내용
ú 평가 내용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선정한다.
(가) 국어사용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과 이 요인이 통합적으로 실현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
게 선정한다.
나 평가 방법
ú 평가의 목표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영역 통합적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 63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교수ㆍ학습 계획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각 영역 간의 학습 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관되도록 하고 각 영역별 학습 내용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며, 국어 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알
아야 할 지식과 실제의 국어사용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키라고 하고 있다. 또한 개정 국어과
교육에서도 영역 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어과 교육 과정의 세계
에 따른 국어 교과서에서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 청각장애학교 초등부 국어 교과서 분석

국어과의 목표
국어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등 수준의 언어사용의 기능 함양에 있는데. 이것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라는 언어활동의 수행으로 나타난다.
국어교과에서는 언어사용의 기능, 언어, 문학 등으로 나누어 볼 때, 언어사용의 기능은 말하
기, 듣기, 읽기, 쓰기이고, 언어는 국어에 대한 지식, 그리고 문학은 문학에 대한 지식과 문학 작
품의 감상을 뜻한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언어사용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영역
은 이 기능 속에 통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인 언어사용능력을 향상시켜 일상생활에서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와 습관은 다
음과 같다. ①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② 말과 글을 통하
여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태도와 습관을 기른다. ③ 다양한 언어 경험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언어를 바르게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청각장애 초등부 국어과 목표는 ① 의사소통 양식을 개방적으로 활용하여 기본적인 언어생활
능력을 가지게 한다. ②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바르게 표현하고 이해하게 한다. ③
국어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한다. ④ 문학 작품을 즐겨 읽
고 아름다운 정서를 기르게 한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지도는 구체 목표가 상호보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지도하여 국어과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1)

읽기와 쓰기 영역의 단원 구성
다음에서는 개정 교육과정의 읽기와 쓰기 영역의 지도 내용을 살펴 각 영역 사이의 관련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즉 공통된 지도 요소를 추출하여 다음 단락에서 다루게 될 읽기와 쓰기의 통
합 단원 구성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각각의 학습 요소에 붙인 괄호 안의 숫자는 각 지도
내용이 해당되는 학년을 표시한다.
개정 교육과정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 등의 각 영역별 특성을 살려
학습 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선정하되 특히 영역별 학습 내용 간의 관련성, 학년별 학습 내용 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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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계성과 보충ㆍ심화의 수준을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도 읽기와 쓰기가
학습요소에 있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학년별 학습 내용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읽기와 쓰기의 비슷한 학습요소가 각기 다른
학년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표 4> 읽기와 쓰기의 학습 요소 -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학습 요소
읽기와 쓰기의 공
통점과 차이점을
안다.(4)

읽

기
수준별 학습활동의 예

기본
글을 읽을 때와 쓸 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한다.
m 심화
Ø 읽기와 쓰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글을 쓴다.

학습 요소

m

Ø

Ø

기본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겉으로 드러
난 의도와 속에 숨겨진 의도를 구별
하며 글을 읽는다.
m 심화
Ø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이 글의 주제
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토의한다.
m 기본
Ø 읽은 글의 개요를 만들고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는지 평가한다.
m 심화
Ø 글의 통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
아본다.
m 기본
Ø 글을 읽으며 문장의 중요도를 판정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재조직
하여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m 심화
Ø 문장의 중요도를 판정하며 글을 읽
는 것의 효과에 대하여 토의 한다.
m 기본
Ø 글의 내용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책의 여백에 쓰며 글을 읽는다.
m 심화
Ø 글의 내용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기록하는 자신만의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한다.

쓰기와 말하기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안다.(4)

내용의 통일성을
평가하며 글을 읽
는다.(4)
문장의 중요도를
판정하여 글의 중
심 내용을 파악한
다.(6)
글의 내용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쓰는 태도를
지닌다.(4)

Ø

독자, 주제, 목적
을 고려하여 글을
고쳐 쓴다.(6)

기
수준별 학습활동의 예

기본
동일한 내용을 말로 할 때와 글로
쓸 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한다.
m 심화
Ø 쓰기와 말하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로 나타내고, 이를 바탕으로 설명
하는 글을 쓴다.
m 기본
Ø 독자, 주제, 목적 등을 고려하여 자
신이 쓴 글을 고쳐 쓴다.
m 심화
Ø 독자, 주제, 목적 능을 고려하여 다
른 사람이 쓴 글을 고쳐 쓴다.

m

m

글쓴이 의도나 목
적을 파악하며 글
읽는다.(4)

쓰

기본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벗어나는 내
용이 없도록 개요를 짜서 글을 쓴다.
m 심화
Ø 통일성을 고려하여 일부분만 주어진
글을 완성한다.
m 기본
Ø 자신이 쓴 글에서 주제에 벗어난 내
용을 고쳐 쓴다.
m 심화
Ø 다른 사람이 쓴 글에서 주제에 벗어
난 내용을 고쳐 쓴다.
m

내용을 통일성 있
게 조직하여 글을
쓴다.(4)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을 고쳐 쓴다
(4).

Ø

기본
글을 자주 쓰면 어떤 점이 좋은지
말한다.
m 심화
Ø 글을 자주 쓰는 것, 글을 가끔 쓰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친구들과
토의한다.
m
Ø

글을 자주 쓰는
습관을 지닌다.(4)

- 65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학습 요소
읽기가 문제 해
결 과정임을 안
다.(5)

내용과 내용의
관계를 알 수 있
는 표지에 유의
하며 글을 읽는
다.(5)

읽

기
수준별 학습활동의 예

기본
글을 잘못 읽어서 어려움을 겪은 경
험을 말해보고, 그 문제의 해결 방안
에 대하여 토의한다.
m 심화
Ø 읽기가 문제 해결 과정임을 알려주
는 예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m 기본
Ø 여러 가지 표지를 단서로 글의 짜임
과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m 심화
Ø 읽기 자료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지
의 종류와 기능을 조사하여 정리한
다.

학습 요소

m

Ø

Ø

기본
문단과 문단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
여 글 전체의 짜임을 말한다.
m 심화
Ø 글 전체의 짜임을 그림으로 나타내
고, 이를 설명한다.
m 기본
Ø 내용 전개 방식의 유형을 알고,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m 심화
Ø 글에서 여러 가지 내용 전개 방식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토의한다.

쓰기가 문제 해
결 과정임을 안
다.(5)

문장이 자연스럽
게 이어지지 못
한 부분을 고쳐
쓴다.(5)

내용 전개 방식
을 파악하며 글
을 읽는다.(5)

Ø

기본
읽은 글의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
간의 관계가 긴밀한지 토의한다.
m 심화
Ø 읽은 글의 내용의 일관성을 평가하
기 위한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본다.
m 기본
Ø 읽기가 사회ㆍ문화적 과정임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m 심화
Ø 사회ㆍ문화적 상황에 따라 읽기 전
략이 달라지는 예를 알아본다.

문법에 맞게 글
쓴다.(5)
표현의 효과를
고려하여 내용의
조직 방식을 조
절 하며 글을 쓴
다.(6)

m
Ø

읽은 글의 일관
성을 평가한다.(5)

읽기가 사회ㆍ문
화적 과정임을
안다.(6)

일관성 있게 내
용을 조직 하여
글을 쓴다.(5)

쓰기가 사회ㆍ문
화적 과정임을
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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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준별 학습활동의 예

기본
글을 쓰는 중간에 글을 여러 번 고쳤
던 경험과 그 이유를 말한다.
m 심화
Ø 쓰기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유형화하고, 쓰기가 문
제 해결 과정임을 설명한다.
m 기본
Ø 자신이 쓴 글에서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쓴다.
m 심화
Ø 다른 사람이 쓴 글에서 문장이 자연
스럽게 이어지지 못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쓴다.
m 기본
Ø 어순이나 문법 요소의 쓰임, 호응관계
등이 적절한지 판단하며 글을 쓴다.
m 심화
Ø 우리말의 문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
여 글을 쓴다.
m 기본
Ø 모범이 될 만한 글의 내용 조직 방식
을 모방하여 글쓰기에 창조적으로 활
용한다.
m 심화
Ø 상황을 고려하여 내용의 조직 방식을
적절히 조절하며 글을 쓴다.
m 기본
Ø 문장과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여러 가지 표지를 사용하여 글을 쓴
다.
m 심화
Ø 글의 일관성을 높여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본다.
m 기본
Ø 사회ㆍ문화적 배경이 글 속에 담긴
정보나 사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의한다.
m 심화
Ø 글쓴이, 독자, 글, 사회, 문화의 관계
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이를 바탕으
로 설명하는 글을 쓴다.

m

m

글 전체의 짜임
을 파악하며 읽
는다.(5)

쓰

(계속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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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2)

학습 요소
글의 내용을 이해
하기 위하여 다양
한 매체를 찾아
활용하는 습관을
가진다.(6)

읽

기
수준별 학습활동의 예

기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글의 이해
도를 높인다.
m 심화
Ø 영상매체나 청각 매체 등이 글의 내
용을 이해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
지 토의한다.

학습 요소

m

Ø

Ø

기본
여러 종류의 사전의 활용 방법을 안
다.
Ø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종
류의 사전을 활용한다.
m 심화
Ø 글을 읽는 목적에 맞게 여러 종류의
사전을 적절히 활용한다.
m 기본
Ø 글에 나타난 표현의 특징을 알아보
고 그 효과를 평가한다.
m 심화
Ø 효과적인 표현 방법에 대해 조사하
고, 글을 읽을 때 이를 적용한다.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글을 쓴다.(4)

표현의 효과를 평
가하며 글을 읽는
다.(6)
같은 문제를 다루
고 있는 글을 읽
고, 주제나 관점
의 공통점이나 차
이점을 파악한
다.(6)

Ø

기본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주장하는 내
용이 다른 여러 글을 읽고, 주제나
관점을 비교한다.
m 심화
Ø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러 글에
서 글쓴이의 논지나 관점에 따라 내
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토의한다.

쓰기에 필요한 자
료를 선별하고 정
리한다.(6)

다양한 표현을 사
용하여 글을 쓴
다.(4)

m
Ø

토론을 통하여 내
용을 생성해 글을
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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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준별 학습활동의 예

기본
인터넷, 컴퓨터 통신 등 다양한 매체
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 글
을 쓴다.
m 심화
Ø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
체의 종류와 활용법 등을 조사한다.
Ø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
체를 이용하여 내용을 선정하여 글
을 쓴다.
m 기본
Ø 자신이 쓰고자 하는 글의 독자, 주
제, 목적 등을 고려하여 자료를 적
절하게 선별하고, 이를 정리하여 글
을 쓴다.
m 심화
Ø 자료를 선별하고 정리하는 여러 가
지 방법을 쓰기에 활용한다.
m 기본
Ø 주어진 속담, 관용 표현, 격언, 명언
등을 적절히 인용하여 글을 쓴다.
m 심화
Ø 주제를 나타내기에 알맞은 속담, 관
용 표현, 격언, 명언 등을 찾고, 이
를 인용하면서 글을 쓴다.
m 기본
Ø 논쟁이 될 만한 사회문제에 대해 토
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글을 쓴
다.
m 심화
Ø 논쟁이 될 만한 철학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글을
쓴다.

m

m

여러 종류의 사전
을 글읽기에 활용
하는 태도를 지닌
다.(5)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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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각장애학교 초등부 국어과 교과서 문제점

교육 과정에 제시된 목표의 성취 정도
질문에 대한 응답의 통계로 보아 목표 전체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목표의 일부만을 성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목표성취의 어려움
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첫째, 목표의 설정이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둘째, 목표 수준이 학
생들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지 않거나, 셋째, 교수방법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하나 현
행 청각장애 특수학교 교육과정 국어과는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거의 그대로 원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목표 설정의 수준이 학생들의 국어과 능력 수준보다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김경진ㆍ강창욱, 2003).
1)

국어과 목표 설정
교육과정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학생의 개인별 수준 또는 2∼3학년 정도 수준을 낮추어
목표를 설정하였는지에 대한 응답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다. 초등부 저
학년에서는 어느 정도 학생의 능력에 적합하게 목표가 설정되고 있음에 비해 고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학생의 능력을 고려하기보다는 교과내용의 수준 자체가 높아짐에 따라 일반 교육과정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즉,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한 목표를 설정해야 함을 상식 수준에서 이
해하고 있는 특수교사들이긴 하지만 교과 자체의 수준을 또한 고려함으로써 실제 수업 장면에
서는 목표의 성취 정도가 낮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김경진ㆍ강창욱, 2003).
2)

국어과 교과서 문제점
현행 국어 교과서는 단원체제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각 영역간의
학습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관되도록 하고, 각 영역별 학습내용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며, 국어생
활 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과 실제의 국어사용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키도록 되어 있
다. 그러나 현행 국어 교과서는 각 영역의 목표를 중심으로 단원을 구성함으로써 각각의 대단원
은 전반적인 국어교육의 목표를 유기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각각의 대단원을 이루는 소
단원의 제재와 학습과정은 대단원의 학습목표를 구현하기에 적절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각 대단
원의 학습목표는 국어과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앞에서 밝혔
듯이 국어과의 영역에 해당하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은 언어 사용자의 언어생활
을 이루는 데 있어 유기성을 지닌다. 따라서 국어과 교육 역시 영역 통합적인 교수학습이 이루
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결국 교과서 대단원의 구성이 영역을 아울러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의 목표중심 단원 구성은 각각의 대단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각각의 학습목표가 각 영역별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각 영역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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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유기적 연결성을 교과서 구성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관성이 있는 학습요소들이 같은 학년, 같은 시기에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는 읽기 학습
요소 4학년에 선정된 반면, ‘독자, 주제, 목적을 고려하여 글을 쓴다.’는 쓰기 학습요소 6학년에
선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많은 부분들에서 연관성을 보임에도, 읽기와 쓰기는 마치 서로 다른
영역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으며, 그 결과 학기별로 교과서가 분책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서로 관련이 있는 학습요소인데도 통합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학습요소의 위계성에 대한 것이다. 학생들이 배워야 할 시기에 대한 고려
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읽기와 쓰기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에서 시작하여 점차 조직과
표현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지도되어야 함에도, 학습요소의 단계성이 무시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내용의 계열성 면에서 어휘에 따른 계열성, 문장의 난이도에 따른 계열성을 보면
일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보다 청각장애학교의 초등부 국어 교과서의 어휘 수에 따른 내용의
계열성이 많이 부족하다. 더군다나 일반학교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휘 수가 증가하는 반면
에 청각장애학교는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읽기와 쓰기를 연관성이 있는 학습요소별로 통합하여 지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Ⅲ. 읽기 쓰기의 통합 단원 구성 방안
1. 교재 구성의 원리

내용 구성의 원리
읽기와 쓰기를 통합해야 하는 필요성과 학습요소의 관련성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읽기와
쓰기를 통합하여 교재구성을 할 때 읽기와 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읽
기와 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읽기나 쓰기의 목적, 인지요인, 텍스트요인 등의 여러 가
지가 있다. 각 요인들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겨질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요인들이 읽기
나 쓰기 교재를 구성함에 있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주제 중심 혹은 장르(텍스트)중심 통합을 근간으로 하며, 경우에 따
라서는 병용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을 기
준으로 통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장르(텍스트)
를 중심으로 하는 읽기와 쓰기의 통합 단원구성 방안을 <표 10>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텍스트의 유형, 구조, 구조에 따른 언어적 특징들을 습득해야만 논리적으로 잘 조직된 텍스트
를 생산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텍스트의 구성을 고려한 교재가 되기 위해서는 텍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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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언어사용 목적
강조의 원리

사고력
강조의 원리

텍스트
강조의 원리

<표 5> 내용 구성 원리

원리내용
일상생활에서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언어교육의 목적이 있
다. 학습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언어를 사용한다. 기계의
사용 설명서를 보고 정보를 알아내야 하는 목적을 가질 수도 있고, 멋진 시 한
편을 써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야 하는 목적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목적을
잘 살리지 못하면 국어 수업시간은 자칫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진 상황에서 맹목
적인 기능 연습에 치우친 활동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사용의 목적을 강조
함으로써 학습자가 목적을 지닌 언어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실제 국어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과정중심접근방식은 결과중심접근방식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학습자의 의미 구
성과정을 중시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수업의 주체가 되어 자기 주도적으로 과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인지과정을 중요시하는 교재는
이전의 결과만을 중요시하던 교재에 비하여 개인의 인지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텍스트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교과서 외 실제 생활로의 전
이를 높이려고 한다.
언어교육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텍스트이다. 아무리 쓸 내용을 풍부하게
생성하였다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언어로 조직하고 배열하는 방법을 모른다거나
조직된 언어의 특징을 모른다면 훌륭한 글을 쓸 수 없다. 읽기도 마찬가지여서
아무리 좋은 전략을 사용하여 글을 이해하려 하여도 텍스트의 유형별 형식이나
형식을 나타낸 언어의 특징을 모른다면 총체적인 이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트의 의미구조와 텍스트의 구성요소를 더욱 긴밀하게 관련시키고 텍스트의 통일성을 주는 텍스
트의 언어적 특징을 교재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텍스
트 구조나 언어적 특징을 익히는 것이 단원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언어사용의 실제 속에
서 활용되는 하위 범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수ㆍ학습방법의 원리
책임 이양의 원리는 교사의 지원수준이 다양하다는 의미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업에서
교사는 어떻게 쓰거나 읽는지의 시범을 보여주고 학습자들은 교사의 시범에 따라 수업에 임하
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안내
를 한다. 이상에서 교수ㆍ학습방법의 원리로 통합지도의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 책임 이양의 원
리를 제시하였다. 교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위의 세 가지 원리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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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통합지도의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

책임 이양의
원리

․

<표 6> 교수 학습방법의 원리

원리내용
읽기와 쓰기는 각각 다른 활동이다. 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서 표현하는
것이고, 읽기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수용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읽기와
쓰기는 언어처리과정이 비슷하며 고차적인 사고를 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두
기능이 서로를 보완하는 측면이 많다. 또한 언어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창의적
인 국어사용이라고 할 때 실제 사용 면에 있어서 읽기와 쓰기가 독립적으로 쓰
이기보다는 서로 관련지어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므로 언어사용의 실제를
강조하여 목적을 중심으로 통합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대부분의 학습자는 교사에 비해 텍스트 유형, 내용, 형식 및 언어사용 관련지식,
기능, 전략 등을 다루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언어사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읽기와 쓰기의 수업에서
학습자는 미숙한 필자나 독자의 입장에서 교사의 도움을 받게 되며, 교사는 유능
한 필자, 독자, 동료의 입장으로서 상호작용에 의한 중간자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중간자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Vygotsky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비계 설정을 통한 교사의 중재활동은 사회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학
습자는 교사나 자신보다 유능한 동료 학습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학습을 한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교사나 동료의 설명과 시범이 학습활동의 주류를 이룬다. 이때
미숙한 학습자는 전문가의 언어사용과정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사고 과정을 모방하게 된다.

2. 내용 체계 및 구성 방안

내용 체계
교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내용요소들을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교재의 내용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실제를 각 영역의 본질, 원리, 태도 밑에 놓아
서 지식과 기능을 익히기 위해 실제를 수단으로 하였지만,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실제를 가장 위
에 놓아서 텍스트를 생산ㆍ수용하기 위해 지식과 기능을 수단으로 하였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좀 더 체계적인 내용 구성을 위해서는 내용체계를
<표 12>과 같이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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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텍스트중심 읽기 쓰기 교재 구성 내용 체계

정보를 전달하는 글씨
사회적 상호작용의 글
지식
- 텍스트의 특성
- 텍스트를 통한
- 소통의 본질
-

-

상황 맥락
사회ㆍ문화적 맥락

문자언어 활용의 실제
- 설득하는 글
- 정서 표현의 글
읽기
- 내용 획인
- 추론
- 평가와 감상
맥락

기능

쓰기
- 내용 생성
- 내용 조직
- 표현과 고쳐 쓰기

<표 8> 장르중심 작문교육 내용 체계(박태호, 2000)

쓰기

쓰기의 실제
-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 설득하는 글쓰기
- 정서 표현의 글쓰기이다
- 친교 표현의 글쓰기
맥락
텍스트
과정
- 주체
- 텍스트 구조
- 내용 생성
- 내용
- 텍스트의 언어적 측면
- 내용 조직
- 방식
- 표현
- 고쳐 쓰기
지식
기능 및 전략
태도

위 표의 내용 체계는 ‘실제’를 상위차원으로 제시하고 맥락, 텍스트, 과정변인 하위 범주로 선
정함으로써 언어사용의 실제를 강조하였고, 본질과 원리를 지식과 기능으로 구분하면서 발생하
였던 범주간의 관계에 대한 혼란을 극복하였다. 이것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 논문에서는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
용 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위의 표 ‘장르중심의 읽기와 쓰기 교육의 내용체계’를 <표 8>과 같이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지식은 텍스트를 통해서 글의 특성과 소통 본질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중 매체
특성은 텍스트의 특성에 포함토록 하고, 맥락요인은 교재를 구성할 때 단원 활동을 결정과 단원
의 과제를 제시하는 조건이 되며, 단원의 활동과 구체적인 학습내용을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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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성 방안
내용 체계에 따른 교재 내용을 구성할 때는 일단 언어사용의 목적을 정하고 목적에 맞는 텍
스트의 유형과 구조를 정하고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언어사용의 목적을 정보전달, 설득, 정서표
현, 사회적 상호작용 등에 두었다면 목적을 해결할 수 있는 텍스트의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유형에 맞는 텍스트의 구조도 선택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원인과 결과’, ‘비교와 대조’,
‘열거’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텍스트의 언어적 특징인 명사, 동사, 부사 등과 같
은 문법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요소
를 선정하더라도 학년 및 학교 급간의 수준에 맞아야 한다.
읽기와 쓰기 단원이 통합된 교재를 구성함에 있어 내용 구성의 수준과 범위가 결정되고 나면
구체적인 방식을 정해야만 한다. 단원 통합의 구체적인 방식을「읽기」, 「읽고 난 후 쓰기」,
「읽으면서 쓰기」, 「쓰기」, 「쓰고 난 후 읽기」, 「쓰면서 읽기」 등의 여섯 가지로 설정하였다.
읽기 활동에 중점을 두고 쓰기의 통합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읽기 활동을 먼저 한 후에 쓰기 활
동을 하고, 읽기 활동을 하면서 쓰기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쓰기 활동에 중점을
두고 쓰기의 통합 활동을 하게 된다면, 쓰기 활동을 하고 난 후에 읽기 활동을 하고, 쓰기 활동
을 하면서 읽기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읽기와 쓰기를 통합함으로써 언어사용 능력을 보
다 효율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음을 주지하고 있다.
2)

3. 읽기 쓰기의 통합 단원 구성의 실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수ㆍ학습방법을 가장 훌륭하게 전달하는 매개물이 교재이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게 만들어진 교육과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교재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면 교육과정에서 의도하는 목적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교재에서 완결된 학
습의 큰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단원이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언어활동의 목적을 고려하여 정보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네 가지 텍스트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논문에서는 앞에서 제
시한 교재 구성의 원리에 따라 텍스트 중심으로 읽기 쓰기를 통합한 단원을 구성할 것이다.
정보전달의 글’ 단원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5학년교육과정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전달의 글
단원 재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읽기 영역의 ‘읽기의 개념, 특성,
원리, 방법을 안다.’와 쓰기 영역의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 있게 설명문을 쓴
다.’로 정한다.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 단원의 텍스트 유형은 설명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학습목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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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정보전달의 글’ 단원의 내용 구성 체계

읽기 : 읽기의 개념, 특성, 원리, 방법을 안다.
쓰기 :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 있게 설명문을 쓴다.
읽기의 개념, 특성, 원리, 방법 등을 설명한 글을 읽고서 언어사용 방식의 차이
점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글을 매체에서 선정하여 통일성 있게 설명
문을 쓸 수 있다.
설명문
읽은 후 쓰기, 읽으면서 쓰기
설명문을 읽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을 찾거나 식물도감을 찾아 통일성
있게 설명문 쓰기
모둠별 토의ㆍ토론학습, ICT활용학습, 질의응답
중심문장 찾기, 매체 이용하기, 돌려 읽기, 토의하기, 질문하기, 중심문장 쓰기,
내용조직하기
-

를 ‘읽기의 개념, 특성, 원리, 방법 등을 설명한 글을 읽고서 언어사용방식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글을 매체에서 선정하여 통일성 있게 설명문을 쓸 수 있다.’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교수ㆍ학습방법과 사용전략을 모둠별 토의ㆍ토론학습, 가정하기, 개요작성하기, 중심문
장 찾기, 내용조직하기, 돌려 읽기, 협의하기 등으로 한다. 또한 교수ㆍ학습방법 중에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활용 학습과 질의 응답법이 들어간 이유는 문법 부분의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제시한 것이다.
설득의 글’ 단원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구성한 단원에서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읽기 영역
에서 ‘건의하는 글을 읽고 주장의 합리성과 수용 가능성을 평가한다.’와 쓰기 영역에서 ‘문제해
결 방안이나 요구 사항을 담아 건의하는 글을 쓴다.’로 정한다.
위에서 제시한 단원은 건의하는 글 읽기를 통해서 설득을 위한 구조와 언어적 특징을 살펴본
후 이에 주의하며 건의 하는 글을 써 보는데 내용 생성을 위해서는 ‘질문하기’와 ‘토의하기’ 전
략을 설정하고, 내용 조직을 위해서는 ‘중심문장 쓰기’ 전략을 설정한다.
2) ‘

사회적 상호작용의 글’ 단원
사회적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텍스트를 가지고 구성한 단원에서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읽
기 영역에서 ‘특별한 경험을 기록한 글을 읽고 글쓴이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와 쓰기 영역에서 ‘여러 가지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글을 쓴다.’로 정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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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설득의 글’ 단원의 내용 구성 체계

읽기 : 건의하는 글을 읽고 주장의 합리성과 수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쓰기 : 문제해결 방안이나 요구 사항을 담아 건의하는 글을 쓴다.
건의 하는 글을 읽고 글쓴이의 주장의 합리성과 수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문제
해결 방안이나 자신의 요구 사항을 담아 건의하는 글을 쓸 수 있다.
건의하는 글
읽은 후 쓰기, 쓰고 난 후 읽기
건의하는 글을 읽고 근거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친구들에게 자신의 요구 사항을
담아 건의 하는 글쓰기
모둠별 토의ㆍ토론학습
가정하기, 개요 작성하기, 중심문장 찾기, 돌려 읽기, 토의하기, 질문하기, 중심
문장 쓰기, 내용조직하기
-

<표 11> ‘사회적 상호작용의 글’ 단원의 내용 구성 체계

교육 과정
성취 기준
학습 목표
텍스트 유형
통합 방식
상황 맥락
교수ㆍ학습방법
사용 전략

읽기 : 특별한 경험을 기록한 글을 읽고 글쓴이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삶
을 성찰한다.
- 쓰기 : 여러 가지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글을 쓴다.
특별한 경험을 기록한 글을 읽고서 글에 드러난 의도를 이해하고,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편지글을 쓸 수 있다.
격려, 위로하는 글(편지글)
읽은 후 쓰기, 쓰고 난 후 읽기
어느 학생의 고민을 상담하는 편지글을 읽고, 격려와 위로의 답장 편지 쓰기
모둠별 토의ㆍ토론학습, ICT활용 학습, 질의응답
중심문장 찾기, 돌려 읽기, 토의하기, 질문하기, 중심문장 쓰기, 내용조직하기,
입장 바꾸기
-

정서 표현의 글’ 단원
정서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정서 표현의 글 단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표 12>과 같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읽기 영역의 ‘극본에 등장하는 인물의 가치관이
나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와 쓰기 영역의 ‘자신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
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로 정한다. 또한 읽기와 쓰기 영역과 관련이 있는 문학 영역의
‘문학작품에 드러난 인물의 심리 상태와 갈등의 해결 과정을 파악한다.’도 통합하여 읽기활동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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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정서 표현의 글’ 단원의 내용 구성 체계

읽기 : 건의하는 글을 읽고 주장의 합리성과 수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쓰기 : 문제해결 방안이나 요구 사항을 담아 건의하는 글을 쓴다.
건의 하는 글을 읽고 글쓴이의 주장의 합리성과 수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문제
해결 방안이나 자신의 요구 사항을 담아 건의하는 글을 쓸 수 있다.
건의하는 글
읽은 후 쓰기, 쓰고 난 후 읽기
건의하는 글을 읽고 근거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친구들에게 자신의 요구 사항
을 담아 건의 하는 글쓰기
모둠별 토의ㆍ토론학습
가정하기, 개요 작성하기, 중심문장 찾기, 돌려 읽기, 토의하기, 질문하기, 중심
문장 쓰기, 내용조직하기
-

할 때 인물의 심리 상태와 갈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단원의 실제 예시
지금까지 정보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 표현을 텍스트로 하는 단원 구성의 예를 들
었다. 다음에서는 각각의 단원을 앞에서 제시한 단원 구성 내용 체계에 따라 실제로 구성해 봄
으로써 읽기와 쓰기가 통합된 단원 구성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의 단원은 본문에 앞서 ‘학습도우미’를 두어 본문과 관련된 지식적인 부분을 학습자들이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학습 전 활동’을 통해 본문을 학습할 때 좀 더 넓
고 깊게 생각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이 본문을 읽고 읽기와 쓰기가 통합된 ‘학
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 전달의 글」단원은 ‘은행나무’라는 글을 가지고 읽기와 쓰기 단원이 통합되게 구성하
여 보았다. 학습목표를 ‘글을 읽고 은행나무의 특성과 쓰임을 이해하고, 동철이의어의 개념과 차
이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 할 수 있다.’와 ‘글을 읽고 다양한 매체에서 비슷한 내용을 선정
하여 글을 쓸 수 있다.’로 하였다.
「설득의 글」단원은 ‘심청전 기사’라는 글을 가지고 구성하여 보았다. 학습목표를 ‘글을 읽고
글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여 주장의 합리성과 근거의 타당성을 파악할 수 있다.’와 ‘글을 읽고
자신의 요구 사항을 담은 건의하는 글을 쓸 수 있다.’로 하여 읽기와 쓰기 단원이 통합될 수 있
도록 구성하여 보았다.
「사회적 상호 작용의 글」단원은 ‘마음으로 쓰는 편지’라는 글로 구성하였는데, 거지왕자가
누나들에게 보내는 글의 형식이다. 학습목표로는 ‘편지글을 일고 글쓴이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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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와 ‘글을 읽고 글에 쓰인 표현 전략을 찾을 수 있고, 자신이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동화
속 누군가에게 글을 쓸 수 있다.’로 하였다.
「정서 표현의 글」단원은 ‘능텅 감투’라는 극본의 글을 가지고 구성하여 보았다. 학습목표로
는 ‘글을 읽고 주된 갈등을 이해할 수 있다.’, ‘글을 읽고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글을 읽고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쓸 수 있다.’로 두었다.
이러한 구성으로 읽기와 쓰기의 통합 단원 구성 방안을 구체화 하였다. 읽기와 쓰기를 통합하
여 교재를 구성할 때 읽기와 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읽기와 쓰기의 목적, 인지요인, 텍
스트 요인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각 요인들은 어느 것 하나도 소홀이 여겨져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모든 요인들이 읽기나 쓰기 교재를 구성함에 있어 읽기와 쓰기가 통합적으로 구
성되어지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주제중심 혹은 장르(텍스트)중심 통합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경
우에 따라서는 병용하는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통
합해야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은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 연구에서는 장르(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읽기와 쓰기의 통합 교재 방안을 채택하고자 한다.

Ⅳ. 논의 및 결론
언어의 사용 기능 영역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는 각각 세분화된 기능 면에서는 차이가 있
으나, 언어는 총체적인 입장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동시에 발달하는 고등정신의 기능이다. 그러므
로 언어가 가진 이러한 기본 속성을 살려 언어사용 기능 영역을 분리시키지 않고 동시에 교
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언어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언어교육운동으로 언어가 실제 생활에서 분리되어 쓰이지 않
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 학습을 통합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언어 학습과 상황 맥락(context)과의 통합을 추구하며, 가정과 개인의 비형식적인 상황들을 자신
있게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고자 한다. 그리하여 시ㆍ공간
적으로 각각 다른 학습 경험들이 상호 관련지어지고 의미 있게 모아져서, 전체로서의 학습이 이
루어지고 가치 있게 인간의 성향 변화를 지향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언어를 교육함에 있어서 각 영역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
서 읽기와 쓰기의 기능별 영역은 분명히 독립적으로 구성하되, 통합적인 지도의 효과적인 부분
을 중심으로 논의함을 밝혀 둔다.
읽기와 쓰기는 분석과 종합의 사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읽기에 필요한 자료는 바로 쓰
기의 소산물이며, 쓰기를 위한 자료와 정보는 읽기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점에서 서로 상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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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독자와 필자가 사용하는 인지적 책략들과 읽기와 쓰기의 과정 역시 매우 밀접한 관계
를 가지고 있다. 학습자는 읽기를 하면서 글 속에 표현되어 있는 연결 관계를 판별하여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마찬가지로 독자의 의식을 고려하여 자신이 전달하려는 바를 내용조직 방법을
활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읽기능력과 쓰기능력을 동시에 발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읽기와
쓰기는 서로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로서, 읽기와 쓰기의 지도는 청각장애학생들이 독자와 필자의
역학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교수ㆍ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을 착안하여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통합 단원을 구성하여 지도하자고 한
다. 그리고 통합언어교육을 활용한 청각장애학생의 읽기 쓰기의 통합적 교육 단원 구성 방안을
구체화 하였다. 구안된 읽기 쓰기의 통합적 교육 단원을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우나, 현장 적용에 앞서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의 언어 사용 기능능력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분리되어 이루어져 있어서 학교
현장이나 다른 학습 공간에서의 지도 역시 각 영역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나 학생은 이
영역이 마치 개별적인 것처럼 잘못 인식할 우려가 많음을 시사해 주었다. 그러므로 청각장애학
생의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교육의 필요성이 간절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는 각각 세분화된 기능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언어가 가진 이러한 기본 속성을 그대로 살
려 언어사용 기능 영역을 동시에 교수ㆍ학습하여야 한다.
둘째, 읽기와 쓰기는 분석과 종합의 사고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읽기에 필요한 자료는 쓰
기의 소산물이기에 쓰기를 위한 자료와 정보는 읽기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점에서 읽기와 쓰기
는 상보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육은 언어기능 신장이라는 궁극적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과중심의 이전의 교육 계획 및 실천보다는 과정 중심적이고 수요자인 학
생중심의 교육방법을 위해 교육내용과 방법을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앞에서 전개된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읽기 쓰기의 통합 단원 구성 방안을 구체화하여 읽
기와 쓰기를 통합하여 교재를 구성하여야 한다. 교재를 구성할 때 읽기와 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읽기나 쓰기의 목적, 인지요인, 텍스트요인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단원 통합의 구체
적인 방식은 읽기, 읽고 난 후 쓰기, 읽으면서 쓰기, 쓰기, 쓰고 난 후 읽기, 쓰면서 읽기 등으로
설정하고, 읽기와 쓰기의 학습요소 중 읽기의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 관계, 문단과 문단 사이
의 연결 관계를 쓰기의 내용 조직의 원리와 통합 지도하는 방법을 구안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
습목표는 학습자가 문장의 관계를 파악하고 내용조직의 원리에 따라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단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교재를 구성하기 위한 원리로 내용 구성에 관하여 언어 사용 목적 강조
의 원리, 사고력 강조의 원리, 텍스트 강조의 원리를 제사하고, 방법적 측면에서 통합 지도의 원
리, 상호작용의 원리, 책임 이양의 원리를 제시하여, 내용 체계 및 구성 방안에서 통합 교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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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원리에 따라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구성 체계를 따라 학년별 수준과 범위에 맞게 학습
목표를 세우고 단원 구성의 실제를 제시하였다. 청각장애학교에서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언어생활
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언어지도를 할 수 있는 교재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
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첫째, 청각장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국어사용을 위한 기초 기능 익히기
와 기초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청각장애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통합 교재 개발과 교사들의 교
수ㆍ학습을 위한 연수 교육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국어과 교과지도를 위한 학습 자료를 청각장애학생의 학년별 수준에 맞는 읽기 쓰기의
통합교재가 필요로 하며,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인 학습방법을 포함한 교수ㆍ학습전략의 지침서
가 구성되어져 청각장애 학생들의 기초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교재 및 교수ㆍ학습전략 사용할
수 있게 되어져야 한다.
셋째, 학교와 가정, 교사와 학생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부모교육을 통한 가정에서의 국어
과 기초 능력 향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읽기 쓰기를 통합교육 함으로써 언어교육이 실제 청각장애학생의 언어생활
과 유리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더 더욱 많이 이루어지고 검토되어 청
각장학생의 언어생활과 유리되지 않는 읽기ㆍ쓰기의 통합교육이 현장에 적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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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ntegrated Instruction Unit Organization Plan for
Reading and Writing of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Kim, Mi-Hee (Daegu University)

This study suggests the configuration of the integrated education measures for reading and writing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language for the hearing impaired students of reading and writing. It is aimed
at making a integrating unit organization plan for reading and writing on the spot. In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for the hearing impaired students, there are not much studies of the integrating language
education and it was difficult to find the ahead of the study for the integrated teaching and measures.
Therefore, making use of these basic properties with the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should be made
at same time without separating use of language. Furthermore, it seeks to integrate a situation context
with a language learning and even an informal situation of home and society will become the basis for
communication of interacting confidently with others in society. Also I look after the problem of
hearing-impaired in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cedure in reading and writing. As
described above, integrated language training is the thinking method and the view of education tied for
learners and teachers perspectives and the language, not just learning theory perspective by the opinion of
any individual that can easily be qualified. They are complemented each other in that the material needed
for reading is just a product of writing, and in that the information and material for writing are obtained
through reading. Also the cognitive strategies used by reader and writer have a close relation with reading
and writing processing. Therefore they have a connection between action and reaction. In teaching of
reading and writing, they should be performed so that hearing-impaired students can play roles of reader
and writer at same time.
Key words : Hearing-Impaired Students, Integrated Language Training, Holistic,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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