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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을 위해 탐구 영역에서 교수요목
과 교수․학습자료 개발 내용을 제시하였다. 탐구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위한 교수요목은 국립특수
교육원(2013)에서 개발한 기초연구에 근거를 두었으며, 세부영역은 기초탐구, 지각, 생활수학, 생활과
학 4개였다. 기초탐구 범주는 관심, 탐색, 기억, 변별에 따라 집필세목을 구성하였고, 지각 범주는 형
태지각과 공간지각에 따라 집필세목을 구성하였다. 생활수학 범주는 대응, 수량, 시간 인식에 따라 집
필세목을 구성하였고, 생활과학 범주는 신체, 동물과 식물, 도구, 자연과 환경에 따라 집필세목을 구
성하였다. 각 단원은 유사 제재를 가지고 생활 연령에 따라 학교급 별로 개발하였다.
내용타당성 검증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2차에 걸친 집필세목 심의 및 재심의, 원고본 검증, 개고본
검증, 수정본 검증의 4단계로 진행되었고, 외부자문위원의 내용검토 및 델파이 조사가 진행되었다. 최
종 개발된 전체 단원은 기초탐구 18개, 지각 17개, 생활수학 17개, 생활과학 19개로 구성되었다. 향후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탐구영역 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을 위해서는 첫째, 대안 교육과정으
로 장애정도와 수준에 따른 위계적 교육과정 선정이 필요하며, 둘째, 생활중심의 통합 교육과정 제시
가 필요하며, 셋째, 이들의 신체 오감을 자극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활동 중심의 내용 선정이 필
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IEP 내 지속적이고 강도 높으며 전반
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사의 수업을 지원해주는 교수․학습 자료의 제시가 필
요함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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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n investigation teaching syllabus and teaching materials that are needed to develop
and utilize a curriculum for students with severe or multiple disabilities. The teaching syllabus needed for
developing investigation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were made based on basic research develop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2013), and there are four detailed area: basic investigation,
perception, living mathematics, and living science. The writing details for basic investigation were struc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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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interest, exploration, memory, and distinction. As for the scope of perception, the writing details
were structured according to shape perception and space perception. For living science, the writing details
were structured according to body, animals and plants, tools, nature, and the environment. Each unit was
developed for different schools according to the students’ age, using similar subject matter.
The content validity was verified through discussion amongst professionals, and it was verified two times
through four steps that included a review of the writing details, verification of the manuscript, verification
of the rewritten manuscript, and verification of the edited manuscript. External consultants examined the
contents, and a Delphi survey was also conducted. The final developed units consisted of 18 units on basic
investigation, 17 on perception, 17 on living mathematics, and 19 on living science. In the future, in order
to develop and make use of a school curriculum in the investigative field for students with severe or
multiple disorders, firstly a hierarchical selection of curriculum should be made according to their level of
disability and capability as an alternative education curriculum. Secondly, an integrative curriculum based on
everyday life should be presented, and thirdly, there needs to be activity-based content that could stimulate
the five senses and arouse the interests of the students. Moreover, in order to utilize such a curriculum,
content of a consistent and high level of overall support needs to be included within the IEP. This study
also discusses the need to come up with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that support the instructors in their
lessons.
Keywords :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Basic investigation, Perception, Living mathematics, Living
science

1. 서론
최근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 중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증가와 이들의 개별적인 장애특성에
따른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교육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도 교
육의 내실화가 강조되고 있다. 중도(severe, 重度)․중복(multiple, 重複) 장애학생이란 장애의 정도
가 심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를 지니고 있는 학생으로 기본 교육과정의 적용
이 어려울 정도의 장애를 지닌 학생이라 할 수 있다[1]. 이들 대부분의 경우는 인지(감각 발달), 언
어, 행동 등에 전반적이고 심각한 지체를 가지게 되며, 강도 높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이들
이 사회적 독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사회적, 교육적 측면의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에서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이 있는 학교의 학급에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할 때는 해당
학생의 수행 수준을 고려하여 교과의 내용을 대신하여 관련 생활기능 영역을 편성⋅운영할 수 있
으며, 그 영역과 내용은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반영하여 학교가 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
시하였다[2].이는 필요시 대안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교육과
정의 성격에 대해 현상학적 접근으로 몸과 실존, 지각된 세계를 제시한 연구[3], 기본적인 능력 향
상을 위한 생활주제 중심 교과통합을 주장한 연구[4] 등이 제시된 바 있다. 또한 학교에서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교육부 산하 특수교육원에서는 2013
년에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교육과정의 예시를 의사소통, 자립생활, 탐구, 신체활동, 여가활동,
진로활동 별로 제시하고[1], 2014년~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보조교과서
성격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교육현장에 보급해왔다. 이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중도⋅중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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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실제적으로 활용되는 교재로 제공되어 왔다.
이러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국가수준의 지원의 확대, 학계의 이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다양한 논의, 특수교육 현장에서 이들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대 등의 시대적 변화는 현
시점에서 이들의 대안적인 교육과정 설계 및 적용에 대한 예시를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
구에서는 특수교육원(2016)에서 개발한 탐구 교수요목에 따른 교재 개발의 적용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학교교육 내에서 중도⋅중복장애학생에게 적용 가능성이 어떠한지 탐색해보고자 하였다[5].

2.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탐구 교수․학습 자료의 교수요목 설계
2.1 개발 목표 및 방향
탐구 교수․학습 자료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수요목은 국립특수교육원(2013)에서 개발한 기
초연구에 근거를 두었다. 이 기초연구에서 제시한 탐구 교수․학습 자료의 범주는 기초 탐구, 지
각, 생활수학, 생활과학의 4개이다[1]. 교수요목의 개발 목표는 첫째,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이 주변
의 사물과 환경에 호기심을 갖고 즐겁게 탐구하는 과정을 경험해 봄으로써 탐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이들이 사물과 환경을 탐색하기 위하여 형태,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지각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이들이 일상생활에 근거한 수학적 사고 능력을 향상하기 위
하여 대응, 수, 시간 활용 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접하
는 사물, 자연환경, 물체 등에 관심을 갖고 기능적인 활용 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데 두었다

[1]. 이 목표에 근거하여, 탐구 교수․학습 자료는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이 주변의 사물과 환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하여 인식하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개발하였다.

2.1 내용체계 구성
탐구 교수․학습 자료 4개 범주와 관련하여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에 기초를 두어, 24명의 집필
진(특수교사)과 2명의 연구자 간 유/무선 회의를 수차례 진행되었으며, 소통을 통해 집필세목이 완
성되었다. 기초탐구 범주는 관심, 탐색, 기억, 변별로 분류되며, 관심단원은 지시하는 것을 응시하
기와 오감자극에 반응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탐색단원은 음식을 입으로 탐색하기, 손으로 탐색하
기, 눈과 손의 협응, 조작활동의 주요 기능을 익히도록 구성하였다. 기억단원에서는 주의집중과 대
상영속성 알기, 기억하기와 보존개념을 알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지각 범주는 형태지각과 공간지
각을 분류되며, 형태지각 단원은 점과 선을 알고 모양을 구별하는 기능을 익히도록 구성하였다. 공
간지각 단원은 위치와 방향을 알기, 거리 알기 및 깊이를 비교하는 기능을 익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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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학 범주는 대응, 수량, 시간 인식으로 분류되며, 대응단원은 일대일 대응하기, 색 대응하기,
모양 대응하기의 기능을 익히도록 구성하였다. 수량단원에서는‘있다/없다’알기, ‘많다/ 적다’ 알기,
수세기의 기능을 익히도록 구성하였다. 시간인식 단원에서는 낮과 밤 알기, 아침/점심/저녁 알기,
하루 일과를 알도록 하는 기능을 익히도록 구성하였다. 생활 속의 수 단원에서는 수읽기, 수 이용
하기, 화폐 알기, 화폐를 사용하는 기능을 익히도록 구성하였다. 생활과학 범주는 신체, 동물과 식
물, 도구, 자연과 환경으로 분류되며, 신체단원에서는 몸의 명칭을 알고 자신의 신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과 식물에서는 동물에 관심을 갖고 특징을 아는 것, 식물에 관심을 갖고 특징을
아는 것을 익히도록 구성하였다. 도구단원에서는 생활도구를 알고 사용하는 기능을 익히도록 구성
하였으며, 자연과 환경 단원에서는 날씨를 알고, 계절을 알며, 환경보호방법 등 나와 관련된 환경
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각 단원은 가급적 유사한 제재를 가지고 학교급 별(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로 개발하며, 생
활 연령에 따른 수준별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즉, 유치원의 경우 나에서 출발하여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초등학교는 기본교육과정의 관련교과와 연계하되, 수학과
과학의 단원 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구성을 하였다. 중․고등학교는 생활범위를 확장하여
지역사회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제재로 구성하였다.

3. 중도․중복장애학생 탐구 교수요목에 따른 교재 개발의 적용
3.1 내용타당도 검증
탐구 교수․학습 자료의 내용타당성 검증은 전문가 회의(committee approach)를 통해 이루어졌
다. 전문가 회의과정은 2차에 걸친 집필세목 심의 및 재심의, 원고본 검증, 개고본 검증, 수정본 검
증의 4단계로 진행되었다. 전문가는 심의위원 7명(교수 1명, 관리자 2명, 특수교사 4명)이었다. 이
외에도 전국의 현장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의 적합성 검토가 2차례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탐구 교수․학습 자료에 대해 10명의 외부자문위원을 대상으로 내용검토 및 델파이 조사
가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특수교육 관리자(교장, 교감) 7명과 교수 3명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 중
남성이 과반수이상(8명, 80%)으로 제시되었으며 대부분 대전・충청도・세종에 거주하고 있었다(7
명, 70%). 또한 교육경력은 20∼30년 미만(50%)로 가장 많았다. 또한 관리자가 근무하는 학교유형
은 지체장애학교(30%)가 가장 많았으며, 지적장애학교(20%), 시각장애학교(10%), 청각장애학교

(10%), 중증장애학교(10%) 순으로 나타났다. 탐구 교수․학습 자료의 델파이 조사를 위한 문항은
위에서 제시한 적합성(6문항), 정확성(5문항), 계열성(5문항), 적절성(6문항), 구성(2문항), 현실성(2문
항)으로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내용타당도 검증결과는 평균 88%로 나타났다. 이중 적합성

(90%), 계열성(9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실성(82%)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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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탐구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내용
내용타당도 검증으로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 집필된 탐구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내용은 표 1
과 같다. 자료의 단원은 기초탐구 18개(유치원 7개, 초등학교 5개, 중․고등학교 6개), 지각 17개(유
치원 6개, 초등학교 6개, 중․고등학교 5개), 생활수학 17개(유치원 6개, 초등학교 6개, 중․고등학
교 5개), 생활과학 19개(유치원 7개, 초등학교 7개, 중․고등학교 5개)로 구성되었다. 학교급에 따른
제재의 차별화 기준은 난이도의 심화가 아니라, 생활연령의 따른 생활환경의 확장(나, 가족, 학교,
지역사회, 직업, 국가 등)에 중점을 두었다[6].
[표 1] 탐구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내용
[Table. 1] Teaching Syllabus of Investigation

범주
학교급

기초탐구

유치원

Ⅰ.여기를 보세요
Ⅱ. 느끼고 반응해요
Ⅲ. 다양한 맛과
냄새가 있어요
Ⅳ. 다양한 소리를
들어요
Ⅴ. 손으로 느껴요
Ⅵ. 눈으로 보아요
Ⅶ.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아요

지각

생활수학

생활과학
Ⅰ. 나의 몸을
알아보아요
Ⅱ.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있어요
Ⅲ. 동물과 함께해요
Ⅳ. 내가 좋아하는
과일과 채소
Ⅴ. 식물과 만나요
Ⅵ. 날씨를 알아요
Ⅶ. 물, 흙과 우리
생활

Ⅰ. 바라보아요
Ⅱ. 들어 보아요
Ⅲ.느껴 보아요
Ⅳ. 내 몸을 움직여요
Ⅴ. 도구를 이용해
움직여요
Ⅵ. 재미있는 놀이
공간

Ⅰ.
Ⅱ.
Ⅲ.
Ⅳ.
Ⅴ.
Ⅵ.

초등학교

Ⅰ. 손으로 잡아
보아요
Ⅱ. 만들어 보고,
사용해 보아요
Ⅲ. 주의를 기울여
바라보아요
Ⅳ.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
Ⅴ. 보고 듣고
기억해요

Ⅰ. 모양 나라
Ⅱ. 콕콕 쿡쿡 찍은 점
Ⅲ. 쭉쭉 꼬불꼬불
Ⅳ. 어디에 있나요?
Ⅴ. 알쏭달쏭 방향
찾기
Ⅵ. 거리와 깊이

Ⅰ. 같은 색끼리
모여라
Ⅱ. 같은 모양끼리
모여라
Ⅲ. 시간의 흐름을
알아요
Ⅳ. 재미있는 수 놀이
Ⅴ. 수 모양이
신기해요
Ⅵ. 수를 세어 보아요

Ⅰ. 우리 몸은
신기해요
Ⅱ. 동물과 만나요
Ⅲ. 동물과 친해져요
Ⅳ. 식물과 함께
하는 놀이
Ⅴ. 장소에 맞는
물건 알기
Ⅵ. 날씨를 알아요
Ⅶ. 흙, 모래, 바람을
체험해요

중.고등학
교

Ⅰ. 멀리멀리 간다
Ⅱ. 보이지 않아도
있다.
Ⅲ. 기억하기

Ⅰ. 도형으로 만들어진
세상
Ⅱ. 면과 우리 생활
Ⅲ. 안과 밖 그리고

Ⅰ. 짝을 찾아요
Ⅱ. 누가 누가 많은가
Ⅲ. 생활 속 수를
찾아요

Ⅰ. 짝을 찾아요
Ⅱ. 재미있는 동물의
생활
Ⅲ. 물체의 쓰임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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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대어 보아요
색깔이 궁금해요
모양이 궁금해요
많아요 적어요
시간 인식
수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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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그대로 있다.
Ⅴ. 같은 것끼리
모으기
Ⅵ. 같은 것과 다른
것 찾기

위와 아래
Ⅳ. 방향 알아보기
Ⅴ. 거리와 깊이
구분하기

Ⅳ. 화폐를
알아보아요
Ⅴ. 화폐를 사용해요

안전
Ⅳ. 계절과 우리
생활
Ⅴ. 물, 흙, 바람과
친해져요

출처. 국립특수교육원(2016). 탐구 교수․학습 자료; 기초탐구/지각/생활수학/생활과학. 경기: 저자. 수정 발췌.

3.3 단원의 구성
탐구 교수학습 자료의 전체적인 단원 구성은 단원의 개관, 목표, 활동 및 학습내용, 장애별 지
도의 중점 및 유의점으로 구성하였다. 단원 내에서는 유사제재로 구성된 4~10개의 학습활동이 제
시되었으며, 각 학습활동은 활동명, 학습목표, 학습자료, 주제활동, 확장활동, 평가로 구성하였다.
학습목표는 1개 1문장으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관성이나 문장의 논리에 맞지 않을
경우 목표를 2개로 제시하였다. 또한 인지적, 정의적 목표 진술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적 목표로 진
술하였다. 주제활동은 1, 2, 3의 순서대로 나열했으며, 주제활동1의 경우 도입(탐색하기)활동으로써
의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주제활동은 활동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활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내용이 상세히 기술되도록 하였다. 활동 Tip은 참고자료, 유의점, 장애유형별 유의사항으
로 구성하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참고자
료는 보조공학기기나 AAC 정보를 제시하였으며, 유의점은 활동 중 참고할 전반적인 유의점을 제
시하였다. 또한 장애유형별 유의사항은 중도․중복장애로 인하여 활동 참여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
도록 각 단원의 교수학습 내용 중 장애유형별로 유의할 사항 및 활동 내용의 변형, 나아가 보충
내용을 중도중복장애 4가지 유형별(중도 지적․정서행동장애, 시각중복장애, 청각중복장애, 지체중
복장애)로 세분화하여 기술하였다. 확장활동은 심화 및 연계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나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한 지도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평가는 주제활동에 대한 평가 혹은 활동목표에
대한 평가로 2~3개 문장으로 진술하였다. 이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참여도를 중심으로 ‘적극 참
여, 흥미를 보임, 무반응’의 3점 리케르트 척도로 제시하였으며, 현장에서 쉽게 사용가능하도록 제
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활동 안내지는 활동에 대한 안내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거나 학습
지 형태로도 수록하여 수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탐구 관련 학습을 할 때 장애를 보상해줄 수 있는 지원 자료로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제
시하였으며, 수업지도 시 활용할 수 있는 보완대체의사소통기구(alternative and augmentative

communication, 이하 AAC)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2016)에서 중증 지체․뇌병변장
애, 심장장애인을 위해 개발한「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7], 한국장애인고용
공단(2016)의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원안내서」[8], 한국정보화진흥원(2016)의 「2016 정보통신보
조기기 보급사업 및 제품안내」 등을 참고하였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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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이 연구에서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을 위해 탐구 영역 내 기초탐
구, 지각, 생활수학, 생활과학 4개 범주에 대해 교수요목에 따른 집필세목과 교수․학습자료 개발
내용을 제시하였다. 자료 개발을 위한 교수요목은 국립특수교육원(2013)에서 개발한 기초연구에 근
거를 두었으며, 개발된 자료는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최종 개발된 전체 단원은 기초탐구 18개

(유치원 7개, 초등학교 5개, 중․고등학교 6개), 지각 17개(유치원 6개, 초등학교 6개, 중․고등학교
5개), 생활수학 17개(유치원 6개, 초등학교 6개, 중․고등학교 5개), 생활과학 19개(유치원 7개, 초등
학교 7개, 중․고등학교 5개), 지각 17개, 생활수학 17개, 생활과학 19개로 구성되었다[6]. 이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의 탐구 내용의 설계는 어떠한 것이 바
람직한 것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4.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탐구영역 학교 교육과정의 설계
첫째,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탐구 학교 교육과정은 대안 교육과정 성격의 별도의 내용선정
이 필요하다. Bigge 등(2001)은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해 위계적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을 제안
한 바 있으며, 이는 장애정도와 수준에 따라 저학년 교육과정(lower grade level curriculum), 생활
중심 교육과정, 기타 교육과정 순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10].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중도⋅중
복장애학생이 있는 학교의 학급에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할 때는 해당 학생의 수행 수준을 고려
하여 교과의 내용을 대신하여 관련 생활기능 영역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영역과 내용은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반영하여 학교가 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된 바 있다[2]. 현재 특
수교육교육과정 중 공통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장애학생들을 위해 제시된 기본 교육과정은
대안 교육과정의 성격을 지니며 주로 수학과와 과학과 교과 내용 요소에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탐구 영역의 지각, 기초탐구, 생활 과학, 생활 수학과 관련된 내용도 직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기본교육과정의 내용이 교과 성취기준 위주의 표준 중심 수업에 의거하여 편성
되다보니, 이 교육과정을 중도중복장애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난이도나 학습량이 높을 수 있으
며[4], 여러 교과 및 영역의 내용 요소들을 학습의 위계와 계열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수를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과
정으로 대안 교육과정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생활 혹은 지역사회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하되, 탐구 영역 내에서도 신체, 정서, 언어, 인
지, 사회성 등을 통합한 교육과정의 성격으로 내용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즉, 중도․중복장애학생
의 경우 다감각적인 자극이 통합적으로 제시되어야 소통이 가능하거나 원활할 수 있으며, 가능한
교육의 수단으로 모든 경험을 총망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험은 중도ㆍ중복장애 학생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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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독특성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로 제시될 수 있으며, 자신의 오감을 통해 환경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주변 세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탐구 통합된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경험함으로써 자신만의 방법으로 탐색함으로써 사물과 주변 현
상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해가 가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기초기능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기본적인 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주제 중심 교과통합을 주장한 연구가 있으며

[4] 생활중심의 통합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제안된 연구[11]는 이러한 주장과 유사한 논
지라 할 수 있다.
셋째,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탐구 학교 교육과정은 이들 신체의 오감을 자극하고 학생이 흥
미를 가질 수 있는 활동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의 성격을 기
능 훈련적 접근보다 현상학적 접근으로 몸과 실존, 지각된 세계를 제시한 연구에 의하면, 중도중
복장애학생 개인의 신체에 근거한 활동(체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대안교육과정의 논리와 모형을
탐색한 바 있다[3].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중도ㆍ중복장애학생에게 있어 놀이 및 생활 경험은 재미
있고 즐거운 활동을 통해 이들 스스로 관심을 기울이고, 활동에 반응하고, 조금 더 나아가 자기 주
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서 비롯된 활동 속에서 중
도중복장애학생은 실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학습을 하고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성취감과 만족감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은 이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선택된 활동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
며, 이는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개념을 형성해 나가는데 중요한 경험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4.2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탐구영역 학교 교육과정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점
중도ㆍ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현장에서 개발하거나 적용할 때 고려되어야
할 점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은 「장
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2조 7항과 22조에 근거하여 개별화 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이하 IEP)으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중도ㆍ중복장애학생을 위해 개발된 학교 교육과정은 IEP
에 의해 문서화되어야 한다. 이 때 중도중복장애학생은 선천적 또는 발달적인 측면에서 중도

(severe)의 지적 장애를 수반하고 인지, 운동, 감각, 행동 등의 영역에서 중복(multiple)으로 한 가
지 또는 그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교육적 성취를 하는데 강도 높은 지원을 필요로 하므로,
이들의 사회참여와 독립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특별히 고안된 사회적, 심리학적, 의학적인 측면 등
의 지속적이고 강도 높으며 전반적인 지원이 IEP 내에 명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특수
성을 고려했을 때 개인의 독특한 요구, 기술, 흥미, 능력에 대한 고려가 IEP에 반영되어야 하며

[12], 특히 앞서 언급한 AAC와 같은 의사소통수단이나 보조공학기기(assistive technology device)
등과 같은 기술에 대한 안내가 IEP 내에 반드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최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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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에서 제시된 수요자 요구와 필요를 중시하는 백워드 설계를 활용한 교육과정과 IEP 연계성
강화 방안도 적극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13].
둘째, 현재 2015 특수교육교육과정에서는 중도중복장애학생 수업과 관련된 지침으로 교과내용
없이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만 제공하여 현장 교사들의 부담이 클 수 있다. 국립특수교육원(2013)
조사에 따르면, 중도ㆍ중복장애 학생을 지도하는 특수교사들은 적합한 교육과정의 부재와 교수․
학습 자료가 부족하여 지도의 어려움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1]. 현 교육과정 상 중도‧중복장애학
생을 위한 교육과정이 제시되지 못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원에서 2014~2016년 보급한
보조교과서 형태의 교수학습 자료와 같은 자료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고려되어져 참고되어질 필
요가 있다. 현재의 국가수준 교과용 도서는 중도중복장애학생에게 적용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
르고 있어 향후에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대안 교육과정의 제시와 교과서로서의 역할과 기능
을 할 수 있는 교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중도ㆍ중복장애 학생의 탐구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기능적

(functional) 훈련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철학은 인본주의적 접근과 몸과
실존, 지각된 세계라는 현상학적 접근[3]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을 할 때 근본적인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중도ㆍ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과정으로 의의
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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