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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시각자료들이 어떻게 점역되어
시각장애학생들에게 제공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교과용 도서의 점역과 출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의
시각자료 유형 및 점역 형태를 분석하였으며, 「교과용 도서 및 교육용 자료 점역 출판 매뉴얼」의 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시각자료 266개의 유형은 사진(62.78%), 그림(16.92%), 지도(11.65%), 만화(3.76%),
도표(2.63%), 복합자료(2.26%)순으로 제시되고 있었으며, 점역되는 과정에서 전체자료의 39.85%가
생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점역 지침을 통일하기 위해 마련한 ‘매뉴얼’을 준수한 비율이
32.33%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과용 도서의 점역 절차와 방법에 관한 실천적 대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시각자료, 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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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역사는 과거의 일을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없고 상상에 의해 재창조를
해야만 온전히 학습할 수 있는 교과이다(노영화, 2010). 또한 역사는 글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역사적 관념과 같은 상징적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학생의 사고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케노 노리오, 2015). 현재 사회교과
서는 학생의 흥미를 고취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미지 자료들을 싣고 있다. 이미지 자료는 글
위주의 본문보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게 하는 기능이 있으며, 객관적인 형태로 역사를 간접
체험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박준형, 양종훈, 2015).
특히, 최근 초등학교 교과서는 그 구성에 있어 삽화와 시각자료가 더 다양하고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는 발달단계상 초등학생들이 중ㆍ고등학생과 달리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보거나 듣기보다는 이야기하며 쓰고, 움직이는 것과 같은 활동적인 학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한 특성을 교과서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복순, 2015). 같은 이유로 초등교
육을 담당하는 많은 교사들은 문자화된 설명이 아닌, 역동적인 자료와 활동 중심의 과제 제시
를 위해 이미지 자료 등을 활용하며 교육 활동에 임하고 있다.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역시
학습 주제에 따른 사진이나 그림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각자료는 학생의
사회과 교과학습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내용을 쉽게 파악하게 하는 등 학습자의 흥미와 관
심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을 준다(이태섭, 2016). 이에 앞으로 개편될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에도 삽화 등 시각자료의 활용이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교과서에 시각
적 자료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상황은 시각적 능력 제한이 있는 시각장애학생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될 수 있다.
시각장애학생의 교과 학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는 점자교과서가 있다. 시각장애
학생에게 있어 점자교과서는 교육과정이 실제로 전개되는 교수-학습 과정을 연결하는 매개물
역할을 한다(이해균, 김순양, 2004). 교과서는 교육의 핵심이 되는 교재이며, 학교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 중 교과서만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쇄매체는 없다. 그러나
시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과 교과서는 언어적 내용에 대한 접근은 용의하지만, 시각자
료를 비롯한 비언어적 내용에는 적합한 자료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최용규, 임용덕, 2013). 특히, 점역 등의 방법으로 변경되어 제시되는 비언어적 자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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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육내용의 학습에 적절한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최근까지 수행된 우리나라 점자교과서의 시각자료 점역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사회과 점자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도태현(2008), 박정은
(2009), 이경림(2012), 홍종원(1993)의 연구에서는 생략된 시각자료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점역 지침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국어과 점자교과서
(김순양, 2003), 영어과 점자교과서(박미경, 2008), 과학과 점자교과서(김승현, 차정호, 김인
환, 2008)에 대한 연구에서도 지나치게 생략이 많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점자교과서가 시각
자료가 주는 내용요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은 점역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담은 「교
과용 도서 및 교육용 자료 점역 출판 매뉴얼」을 개발하였다(김정현 외, 2012). 이 매뉴얼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도서를 통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교과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점역에 대한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일반적인 점역 원칙과 외형 체계, 표지,
선행페이지, 차례, 점역자주, 본문의 표기 방법 등과 함께, 시각자료인 표와 그래프, 도표와
퍼즐, 그림과 사진, 만화, 지도 등에 대한 원칙도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교과별 점역
지침이 제시되어 있는데, 사회과 점역지침에는 연표 및 지도 기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점자 도서 출판 매뉴얼의 개발은 지금까지 점자 도서 출판과 사용에
있어서 난제로 지적되었던 통일되지 않은 점자 도서 출판 규정들을 정리하고, 점자 도서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김정현, 2012).
한편, 국립특수교육원의 시각자료 점역 매뉴얼 개발 이후 사회 문화 점자교과서의 시각
자료를 대상으로 점역의 출판 매뉴얼 준수성을 보고한 이경림(2015)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의 표와 그래프는 그 기능에 대한 서술이 없고, 도표의 그래픽 표현이 부
족하였으며, 그림, 사진, 만화, 지도의 이미지가 생략되는 등 점역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의 개편 방향이 삽화 및 시각자료를 더욱 다
양하게 제시하고 많이 활용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각장애 초등학생이 소외받지 않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점자 사회교과서의 점역 및 출판 실태를 점검하고 그 개
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선정한 이유는, 초・중・고 교육과정 중 고대사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역사교육이 처음 제시되는 단계이고,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나 사진자료,
역사적 상황이 기술된 지도 및 연표 등의 다양한 시각자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행 연구(김순양, 2003; 도태현, 2008; 박미경, 2008; 박정은,2009; 이경림, 2012)가 주로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22

視覺障碍硏究(2017) 33卷 2號

판단하였다. 아직 문자언어만으로 교과내용을 이해하고 집중하기 힘든 일반적인 초등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일반 교과서에서도 다양한 시각자료를 엄선하여 선별하고 제작하고 있
음을 고려하여, 시각장애 초등학생이 어느 정도의 시각자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점자 교과서를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초등학교 사회과 역사교육 관련 묵자교
과서 및 점자교과서의 시각자료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초등학교 교과서의 시각자료들이 점역
되어 점자교과서로 출판되는 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
여 선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서 제시된 시각자료는 그
유형에 따라 점역형태가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의 시각자료 점
역은 「교과용 도서 및 교육용 자료 점역 출판 매뉴얼」을 준수하고 있는가?‘ 이다.

Ⅱ.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이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묵자교과서 및 점자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인 사회 묵자교과서는 2015년에 처음 출판되어 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로써, 같은 해 대구대학교 부설 점자도서관에서 점역을 통해 출판되어 전국의 시각
장애 특수학교에 보급되었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 고대사부터 조선시대까지 이
어지는 역사교육이 처음 제시되는 학년이며,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나 사진자료, 역사적 상황
이 기술된 지도 및 연표 등의 다양한 시각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초등
학교 5학년 2학기 묵자교과서 3단원에 걸친 180쪽 분량을 점역한 점자교과서 2권 291쪽의
내용이다. 이 중 텍스트 자료는 제외하고 시각자료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해당 초등
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의 기본 정보는 표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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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의 기본 정보
단원명

일반 교과서 쪽수

Ⅰ. 우리 역사의 시작과 발전

6~75

Ⅱ.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한 고려

76~121

Ⅲ. 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

122~175

점자교과서
권수
1권
2권

쪽수
1~102
103~201
1~90

2. 분석 기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 담겨 있는 시각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교과용
도서 및 교육용 자료 점역 출판 매뉴얼」(김정현 외, 2012)에서 제시된 시각자료 분류를 기
본 유형으로 삼고,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해당 시각자료의 유형은 도태현(2008)의 연구에서 제시된 유형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점역형태 기준으로 삼았고, 해당 내용을 「교과용 도서 및 교육용 자료 점역 출판
매뉴얼」(김정현 외, 2012)의 주요 지침에 따라 준수 여부를 분석하였다.

1) 시각자료 유형과 점역 형태의 기준
국립특수교육원의 매뉴얼(김정현 외, 2012)은 시각자료 유형을 표, 그래프, 도표, 퍼즐,
그림, 사진, 만화, 지도의 8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교과서는 도표, 그
림, 사진, 만화, 지도의 시각자료만 포함하고 있어 표, 그래프, 퍼즐을 제외한 5개의 분류를
분석 기준으로 하였다. 2가지 이상의 자료 유형이 혼합된 경우는 ‘복합자료’라는 별도의 항목
으로 구성하였다.
도표 유형으로는 고대사,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 시대에 따른 각 단원별 연대표가 대표적
인데, 교과서 내용의 말미에는 연표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어 예시로 다양한 종류
의 연표가 소개되고 있었다. 그림 유형으로는 선사시대 인류의 발달과정, 과거 사람들의 생활
모습, 신화에 담긴 이야기 배경 소개, 역사적 상황을 묘사한 부분 등을 찾을 수 있었다. 사진
유형으로는 과거 조상들이 사용했던 문화재와 유물을 소개하는 자료가 많았으며, 주요 인물들
의 초상화, 고대 벽화 등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만화 유형으로는 고조선의 법을 풀이하는
내용, 건국 신화 이야기, 조선의 건국과정 등 당시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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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지도 유형으로는 고조선의 문화 범위나 삼국시대 국가별 영토 배치,
주요 격전지 등 나라별 영토에 대한 내용과 주변 나라와의 무역관계 등 교류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 등 역사적 상황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많았다. 그리고 2가지 이상의 시각
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복합자료 유형으로는 삼국의 지도와 유물의 사진이 혼합된 자료, 유물
사진과 도표를 활용한 박물관 학습 자료, 조선시대의 생활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그림과 사진을
함께 활용한 자료 등이 있었다.
도표, 그림, 사진, 만화, 지도, 복합자료로 분류된 유형별 시각자료의 점역 형태는 도태현
(2008)의 분석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점자교과서에 제시된 시각자료의 점역형태
를 분석하여 ‘완역’, ‘수정’, ‘생략’으로 구분하였다. ‘완역’은 시각자료에 담겨져 있는 정보가
빠짐없이 점역되어 전달되고 있는 경우로, ‘적절한 점역’과 ‘점역 오류’로 구분된다. ‘수정’은
시각자료에 담겨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핵심적인 주요 사항을 시각장애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법과 표현으로 바꾸어 제시된 경우인데, ‘적절한 수정’과 ‘점역
오류’로 구분된다. ‘생략’은 시각자료에 관한 내용을 점자교과서에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경우로,
‘생략되었음이 기재된 자료’와 ‘생략된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자료’로 구분된다.

2) 교과용 도서 및 교육용 자료 점역 출판 매뉴얼 내용 분석
유형별 시각자료의 점역이「교과용 도서 및 교육용 자료 점역 출판 매뉴얼」(김정현 외,
2012)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매뉴얼에 나타난 유형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주요 사항을 각각 정리하였다.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준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으며, 명확하게 지침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만을 파악하여 ‘미준수’로 표기하였다.
단, 도표의 점역 표현에서 그래픽 점역 모드가 적절한지, 텍스트 점역 모드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다소 주관적인 해석의 범위가 넓어 준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그림과
사진의 경우 내용이 생략되어 있더라도 캡션의 설명으로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고, 점자교과서
에서 시각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보았다.

3. 분석 절차 및 자료 처리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 담겨 있는 시각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묵자
교과서에 제시된 266개의 시각자료들의 유형을 분석 기준에 따라 나누었다. 유형은 도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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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만화, 지도, 복합자료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유형별 시각자료가 점자교과서에 제시된 점
역형태를 분석하여 그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였다. 그 이후에는 「교과용 도서 및 교육용 자료
점역 출판 매뉴얼」(김정현 외, 2012)의 주요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모든
절차는 연구 보조자와 함께 실시하였으며, 분석자 간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 시각자료의 점역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
구보조자와 함께 연구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 및 연구보조자는 모두 현재 교육
경력 17년 이상의 특수교사이며, 시각장애 특수학교에서 초등과정 담임 및 사회 교과수업을
10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이다.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는 2016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도출된 시각자료의 유형별 점역자료를 각각 분석한 후 결과를 비교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총 266건 중 98.12%인 261건이 일치하였으며,
불일치한 5건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논의를 통해 최종 합의한 내용을 결과로 처리하였다.
불일치한 내용은 Ⅰ단원 10번, 88번, Ⅱ단원 17번, 38번, Ⅲ단원 29번 자료였다. Ⅰ단원
10번의 경우 삽화를 통해 뗀석기의 쓰임새를 이해시키는 내용을 실제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긁개’, ‘밀개’, ‘슴베찌르개’ 등의 용어로 풀이하고 있어 논의가 필요했다. 이와 함께
Ⅰ단원 88번과 Ⅱ단원 17번의 경우 지도 자료에서 생략된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이견이 있
었다. Ⅱ단원 38번의 자료는 점역과정에서 발생한 오타를 연구자가 발견하지 못한 경우였다.
Ⅲ단원 29번 자료는 교과서에 소개된 사진 자료에 대한 소개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의 차이로
불일치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분석결과는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점자교과서의 시각자료 유형과 점역형태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묵자교과서의 내용 중 시각자료는 모두 266개이다. 이 중
사진이 167개(62.78%)로 가장 많았으며, 그림 45개(16.92%), 지도 31개(11.65%), 만화
10개(3.76%), 도표 7개(2.63%), 복합자료 6개(2.2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 중
160개의 시각자료만이 점역되어 표현되었다. 묵자교과서에 제시된 시각자료 중 106개가 점
자로 점역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전체 자료의 39.85%에 해당된다. 이 연구에서는 점역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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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자료를 생략으로 명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묵자교과서와 점자교과서의 시각자료 유형

시각자료
유형
교과서
종류

도표

그림

사진

만화

지도

복합
자료

계
(%)

묵자교과서

7
(2.63)

45
(16.92)

167
(62.78)

10
(3.76)

31
(11.65)

6
(2.26)

260
(100)

점자교과서

7
(4.44)

15
(9.38)

97
(60.63)

6
(3.75)

29
(18.13)

6
(3.75)

160
(100)

점역된 시각자료의 전반적인 점역 형태는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점자교과서의 시각자료 점역형태

완역

수정

생략

적절

오류

적절

오류

표기

미표기

계
(%)

92
(34.58)

5
(1.88)

11
(4.14)

52
(19.55)

1
(0.38)

105
(39.47)

266
(100)

<표 Ⅲ-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각자료의 점역형태는 생략 106개(39.85%),
완역 97개(36.46%), 수정 63개(23.69%)이다. 이 가운데 생략은 1개(0.38%)를 제외하고
105개(39.47%)가 생략되어 있음조차 표기되지 않고 있다. 완역의 경우 93개(34.96%)가 적
절하게 점역되었으며, 4개(1.50%)가 오류로 확인되었다. 가장 낮은 빈도를 가지는 방법은 수
정이었다. 수정의 경우 11개(4.14%)가 적절했던 반면, 52개(19.55%)가 오류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점자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모든 시각자료를 유형별 점역형태에
따라 제시하면 <표 Ⅲ-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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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점자교과서의 시각자료 유형별 점역형태
점역
형태

시각자료
유형

완역

수정

생략

적절

오류

적절

오류

표기함

표기하지
않음

도표

7

・

・

・

・

・

그림

10

・

2

3

・

30

사진

57

・

・

40

・

70

만화

6

・

・

・

・

4

지도

11

4

8

6

1

1

복합자료

1

1

1

3

・

・

계

92

5

11

52

1

105

시각자료의 유형별 점역형태 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자료가 제시되고 있는 사진 자
료 중 완역으로 처리된 부분은 57개 모두 적절하게 제시가 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용을 수
정하여 제시한 경우에는 40개 모두 오류로 나타났다. 생략된 경우는 70개 있었고, 이 경우
생략에 대한 표기 역시 없었다. 두 번째로 많은 자료가 제시되는 유형은 그림이다. 그림의 경
우에는 정확한 완역이 10개, 적절한 수정이 2개, 수정하였으나 오류로 판단한 내용이 3개, 표
기하지 않은 생략이 30개로 나타났다. 다음 유형으로는 지도가 있다. 지도의 경우에는 적절한
완역이 11개, 완역하였지만 오류가 있는 경우가 4개, 적절한 수정이 8개, 수정하였으나 오류
로 판단한 내용이 6개, 생략을 표기한 경우가 1개, 표기하지 않은 생략이 1개로 나타났다. 그
리고 10개의 자료가 있는 만화는 적절한 완역이 6개, 표기 없이 생략된 경우가 4개였다. 도
표는 총 7개의 자료가 제시되었는데 7개 모두 적절한 완역으로 분류되었으며, 2개 이상의 시
각자료가 중복되어 있는 복합자료의 경우는 적절한 완역 2개, 적절한 수정 1개, 수정하였으나
오류인 자료가 3개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과 점자교과서의 시각자료 유형별 점역실태를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표 형태의 자료는 묵자교과서 기준으로 7개가 제시되고 있는데, 모두 역사 연표
이다. 각 단원별로 시작하는 부분에 해당 단원에서 다루게 되는 기간만큼의 주요 사건들이 연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완역으로 생략되는 내용 없이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7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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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연표 중 3개는 각 단원별 연표이고, 3단원 후반에 부록으로 제시되고 있는 ‘역사 연표
만들기’ 활동자료에서 역사 연표의 종류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4개의 연표가 예시 자료로 첨부
되어 있다. 각 단원별 연표의 내용은 고대사, 고려 시대, 조선 시대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원
별 연표는 직선형으로만 나타나 있는데 반해, 부록의 예시 자료는 직선형, 곡선형, 원형, 입체
형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점자 교과서에서 텍스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지만, 다양한 시각 자료 형태의 연표를 동일한 텍스트 배열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 유형으로 묵자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림은 총 45개였는데, 이 중 30개가 생
략되어 있었다. 그리고 적절한 완역은 10개, 수정하였으나 오류는 3개, 적절한 수정은 2개 순
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대사에서 삽화 자료의 대부분이 생략되었는데, ‘선사시대 인류의 발달
과정’과 같이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짐작하기 어려운 초등학생들을 위한 이해를 돕기 위
해 제시된 그림들이었다. 또한, 그림 자료 중 ‘뗀석기의 쓰임새와 모양’은 수정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어려운 용어의 나열로 인해 자료 이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오류로
분류하였다. ‘움집 내부의 생활 모습’ 자료에서는 묵자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텍스트는 점역
되어 나타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그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없었으며, ‘정효
공주 무덤의 내부 모습’에서는 묘비나 계단 등의 명칭만 나열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림으로 알 수 있는 배치된 위치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신석기 시대의 생
활 모습’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 자료도 수정되어 제시되어 있는데, 설명을 통해 그
림에서 전하는 내용을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어 적절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비슷한 유
형의 자료 중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은 자료가 생략되어 있어 자료의 생략과 수정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번 연구에서 다루어진 시각자료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유형은 사진 자료이다.
사진자료는 유물이나 유적지 등의 자료와 함께 벽화나 박물관에 전시된 그림처럼 원본은 그
림이지만 사진으로 찍혀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까지 사진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167개의 사진
자료 중 70개가 생략되어 있었고, 적절한 완역이 57개, 수정되었으나 적절하지 않은 자료는
40개였다. 사진 자료의 경우 점역 과정에서 제목만 표기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한 경우는
적절치 못한 수정으로 분류되었다. 고대사 영역에서 제시된 사진 자료는 85개였는데, 이 중
적절한 완역으로 분류된 24개는 대개 원본 묵자 교과서 자료에 사진과 함께 기재된 설명이
자세하여 그 내용을 점역하여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사진 자료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하는 경
우였다. 고려 시대 단원의 사진 자료는 모두 41개가 있었다. 이 가운데 적절한 완역으로 제시
된 자료는 18개, 부적절한 수정이 이루어진 자료는 4개가 있었다. 고대사 단원에서 부적절한
수정이 35개가 있었던 것에 비해 고려 시대 단원에서는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 점자 사회교과서의 시각자료 점역 형태 분석

29

고려 시대 단원에서 사진을 제시할 때, 대체로 자세한 설명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완역만
으로 사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 단원의 사진 자료는
모두 40개가 제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적절하게 완역된 사진 자료는 15개가 있었다. 조선
시대 단원에서 생략된 사진 자료는 이전 단원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인데 24개나 되었다. 물
론 고대사 단원에서 생략된 사진 자료의 수가 26개라 조금 더 많긴 하지만, 고대사 단원의
전체 사진 자료가 85개였음을 고려하면 조선 시대 단원의 사진 자료 40개 중 의 24개는 굉
장히 높은 비율로 생략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이점으로 ‘훈민정음’의 사진 자료가
원본 묵자 교과서에서 2회 사용되었는데, 점역과정에서 p.123의 경우는 생략 처리되었고,
p.143의 경우에는 설명을 포함해 완역 처리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2회
(p.123, p.126) 사용된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 사진은 2건 모두 생략 처리되었다.
만화 형식의 시각자료도 일부 제시되고 있다. 연구하는 과정에서 만화와 그림의 기준을
정하기가 모호한 경우가 일부 발생되었는데, 최근 만화의 형태가 다양해진 측면이 있어 단순
하게 말풍선의 유무로 만화의 기준을 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보편적 형식을 볼 때 만화는
‘글과 그림의 합성체’라 할 수 있다(박형진, 2002). 그리고 그 그림이 등장인물의 대사 혹은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2컷 이상 이야기로 이어지거나, 1컷이라도 등장인물의 주고받는
대사가 명확하게 그림에 포함되어 있을 때를 만화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주몽 이야
기’(p.34), ‘온조 이야기’(p.35) 등은 말풍선이 없음에도 스토리 전개에 따라 3컷 이상의 그림
과 글이 진행되는 형식이 있어 만화로 분류하였으나, ‘공주 무령왕릉의 내부 모습’(p.50)처럼
말풍선이 사용되었지만 상호간 대화라기보다는 상황을 설명해 주기 위해 문장형의 말을 제시
한 경우는 그림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만화로 분류된 자료는 10개였는데, 이 가운데 6개는
적절한 완역이었고, 4개는 생략되었다.
사회과 교과서의 특성에 맞게 지도 유형의 시각 자료도 다수 있었는데, 모두 31개였다.
그 중 완역 처리된 자료는 15개, 수정된 자료는 14개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생략된 자료
는 2개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1개는 생략되었음이 표기되어 있었다. 연구에 사용된 교과서
전 영역에서 생략되었음이 표기된 사례는 이 1개가 유일하다. 15개의 완역 처리된 자료 중
11개는 적절한 것으로, 4개는 오류로 분류되었다. 적절한 완역 자료는 점자 교과서 내에 촉
지도로 제시되어있다. 완역 처리되었으나 오류로 분류한 지도 자료는 지도상의 중요 지명이
빠져 있거나 국가 간의 경계가 잘못 표시된 사례였다.
적절하게 수정해서 제시한 지도 자료는 ‘삼국 통일의 과정’ 등과 같이 역사적 사실이 일
어난 과정이 나타난 자료를 촉지도의 활용 없이 텍스트로 풀어 자세히 기록한 경우였다. 수정
했으나 오류로 분류한 지도 자료도 있었는데, 지도를 생략하면서 세력 진출 방향 등을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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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지명으로 표기하여 학생들에게 더 어려운 내용으로 전달하는 사례로 보았다. 표기 없이 생
략 처리된 지도 자료는 ‘삼국 통일과 발해의 건국’ 1개였으며, 생략되었음이 표기되어 있는
지도 자료는 ‘도성도’이다.
두 가지 이상의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 복합 자료는 6개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적절하게 완역되어 제시된 복합 자료는 2개가 있었는데, ‘한양 둘러보기’와 ‘역사의 현장, 남한
산성을 찾아서’에 관한 내용이다. ‘한양 둘러보기’ 자료에서는 한양 주변의 풍경을 그림으로 제
시하고, 주요 시설물의 내용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 자료가 위치 정보를 포함하여 점역
되어 잘 설명되고 있어 적절한 완역으로 보았으나, ‘역사의 현장, 남한산성을 찾아서’ 자료에서
는 사진 자료에 대한 설명은 적절히 이루어졌지만, 그림에 대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 오류로
분류하였다. 적절하게 수정된 복합 자료는 ‘박물관의 유물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로 역시 1개
가 있었으며, 도표와 사진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 밖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과 발전’,
‘고려 강화 궁지’, ‘삼별초의 이동 경로’의 내용을 담은 점역 자료는 지도와 사진이 함께 제시
된 복합 자료이다. 모두 지도상의 주요 지점을 사진으로 소개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점역된
내용에는 지리적 위치 정보를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아 적절하지 않은 수정으로 분류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사회과 교과서의 시각자료의 유형 및 점자교과서에 제시된
점역 자료의 적절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 사용된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사회교과서의 시각자료는 모두 266개였
으며, 이 가운데 사진자료가 167개(62.78%)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그림자료,
지도자료, 만화자료, 도표자료, 복합자료 순이었다. 이는 이전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사회교과의 동일 내용 교과서에 삽입된 시각자료에 비해 총량이 23.29% 증가한 것이다(이태
섭, 2016). 초등학생의 발달단계와 학습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텍스트만의 정보 제공보다는
시각적인 자극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었을 경우 더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시각자료 증가의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개정될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도 당분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시각자료에 대한 적절한 점역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 시각장애학생들의 교육자료 활용에 있어서 소외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 분석한 시각자료 266개 중 점자교과서에서 생략 처리된 자료는 모두
106개(39.85%)로 나타났다. 이는 완역 97개(36.46%), 수정 63개(23.69%)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도태현(2008)의 연구에서 생략이 59.8%, 박정은(2009)의 연구에서 생략이
65.3%인 것을 고려하면 당시에 비해 생략으로 처리된 비율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9.85%의 비중도 여전히 높은 편이며, 이전 연구가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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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를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이 달라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
리가 있다.
셋째, 묵자교과서에 실려 있는 전체 시각자료 중 점역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비율을 유형
별로 살펴보면 도표 자료가 7개(100%)로 가장 높고, 지도 자료가 19개(61.29%), 만화 자료
가 6개(60%), 복합 자료가 3개(50%), 사진 자료가 57개(34.13%), 그림 자료가 12개
(26.67%)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도태현(2008)의 연구에서도 도표 자료가 72개(87.80%)로
시각자료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도 자료 16개(22.22%), 그림 자료 10개(10.10%), 사
진 자료 0개(0%)순으로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다. 박정은(2009)의 연구 결과 역시 도표 자
료가 82개(96.5%)로 가장 높았으며, 지도자료 38개(25.2%), 그림 자료 38개(25.1%), 사진
자료 2개(0.6%)순이었다. 이는 다른 시각자료에 비해 도표 자료의 점역 방법이 명확하게 정
리되어 있어 점역 처리하는 데 용이한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사진이나
그림 자료는 여전히 점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동일 교육내용이
아니라 절대 비교는 어렵지만, 지도 자료의 점역에 있어서 2008년 연구에서는 22.22%이던
것이 2009년에서는 25.2%,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2015년 교과서에서는
61.29%로 점차 적절한 점역의 비율이 상향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 시각자료 점역 매뉴얼 지침 준수 현황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점자교과서에서 제시된 유형별 시각
자료를 「교과용 도서 및 교육용 자료 점역 출판 매뉴얼」(김정현 외, 2012)의 지침에 따라
준수 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는 아래 <표 Ⅲ-4>와 같다.
시각자료 유형에 따라 준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였는데 도표와 만화 형식의 시각자료는
매뉴얼 준수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림, 사진, 지도는 준수성이 낮게 나타났다.

<표 Ⅲ-4>

시각자료 유형별 점역 매뉴얼 준수성 총괄표

(N = 266)

도표

그림

사진

만화

지도

복합
자료

계
(%)

준수

7
(2.63)

12
(4.51)

57
(21.43)

6
(2.26)

3
(1.13)

1
(0.38)

85
(32.33)

미준수

0
(0)

33
(12.40)

110
(41.35)

4
(1.50)

28
(10.53)

5
(1.88)

175
(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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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교과서에 제시된 7개의 역사 연표가 생략 없이 점역되어 있는데, 점역의 형태는 모두
텍스트 형식이다. 도표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도표 속의 내용이 양이 많아 그래픽으로 처리
하기 어려운 경우 텍스트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어 이 부분은 매뉴얼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텍스트 표현 도표의 주요사항으로 ‘위계관계를 텍스트로 설명할
경우에는 표의 점역 지침에 따라 행과 행, 행과 열로 점역하거나, 개조식으로 풀어 점역’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7개의 점역 자료 모두 행과 행을 띄워 텍스트로 기술한 경우이므로 이
규정도 준수한 것으로 보았다.
그림 유형의 시각 자료의 점역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일반 원칙은 그림의 설명이 캡션에
포함되어 있거나 본문의 내용과 관계가 없을 경우, 이 그림을 생략할 수 있는데, 다만 생략된
사항을 점역자주에 밝히도록 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교과서의 그림 시각 자료는 총
45개였는데, 이 가운데 30개의 생략이 이루어졌다.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다는
지침은 있지만, 생략된 자료 모두 생략 여부가 표기되지 않았다. 따라서 별도의 표기 없이 생
략된 30개의 자료는 일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그림에 대한 텍스트
설명이 해당 교과와 학년 수준에 적합하지 않았거나, 그림에서 제시되는 핵심 내용을 다루지
못한 경우도 3개가 있어 이 경우는 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림의 점역 지침을 미준수한
것으로 보았다. 그 외에 실제 그림에 대한 추가 설명 없이 묵자 교과서의 캡션 내용만을 점역
하여 옮기 경우도 있었으나, 그 텍스트만으로 그림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매뉴얼에 따르면, 사진 자료의 경우 그림 자료와는 다르게 생략에 관한 지침이 일반 원
칙에 있지 않고 점역 사항에 제시되어 있다. 내용 역시 유사한데, 사진 자료도 그림 자료와
마찬가지로 점역 사항에서 텍스트 설명이 불필요할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역시
이 경우에는 점역자주를 통해 사진의 제목과 함께 생략되었음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167개의 사진 자료 중 생략된 70개 모두 생략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점역 사항에 대한 원칙을
미준수한 자료로 분류되었다. 그와 함께 사진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점역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매뉴얼에서 사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에는 상황,
동작, 인물 묘사 등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을
소지가 있어 그림의 경우와 같이 사진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수준의
설명이면 점역 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보았다.
만화 유형의 시각자료에서는 특성상 대화체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완전 생략하는
경우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 중 10가지를
만화로 분류하였는데, 그 가운데 그림 속에 대사가 포함되지 않은 만화 장면의 경우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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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된 부분이 발견되었다. 이는 ‘만화는 대본의 구성 형식에 따라 점역한다.’라는 일반 원칙
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미준수 처리하였다. 그 외 6개의 만화 유형의 시각 자료는
별다른 점역 지침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았다.
지도 유형의 시각자료에 대한 지침의 준수여부 확인해 보았다. 만화 유형의 자료에서처럼
매뉴얼 상에서는 시각자료 전체 생략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이 경우 일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지도 자료를 촉지도가 아닌 풀어쓰는 텍스트로 점역하여 옮기는
경우가 17개 있었는데, 매뉴얼에는 텍스트로 변환하여도 된다는 언급이 없이 내용의 정확성에
상관없이 전부 일반 원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에 사용된 점자교과서에는 총 12개의 촉지도가 실려 있었는데, 이 가운데 주요
지점이 생략되거나 실제와 다르게 표기된 자료, 그리고 ‘점자기호 때문에 모양이 단절되지 않
도록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자료 등 오류로 판단된 자료가 9개이다. 31개의 지도 시각
자료 중 적절하게 점역 기준을 따르고 있는 자료는 단 3개뿐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복잡한
지도의 제시 방식으로 나타낸 자료는 없었다.
2가지 이상의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되고 있는 복합 자료는 6개가 있었는데, 지도와 사진
이 함께 제시된 자료가 3개로 가장 많았고, 그림과 사진이 함께 제시된 자료가 2개, 도표와
사진이 함께 제시된 사진이 1개 있었다. 6개의 복합 자료가 모두 사진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매뉴얼의 준수성 확인은 사진, 도표, 그림, 지도의 유형별 점역 매뉴얼을 기준
으로 준수 여부를 파악하였고, 분석 결과 모든 기준을 준수한 사례는 1개만 찾을 수 있었다.
유형별 시각 자료를 「교과용 도서 및 교육용 자료 점역 출판 매뉴얼」에 근거한 점역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자료 유형별 점역 매뉴얼 준수성을 확인해 본 결과, 266개의 자료 중 86개
(32.33%)만이 매뉴얼의 지침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내용의 시각자료를 도태
현(2008)의 도구로 분석한 점역 실태에서 적절한 것으로 파악된 103개(38.72%)보다도 17
개가 적은 수치이다. 그 이유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자는 시각 자료가 학습자에게 전달되는 과
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 형식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으나, 매뉴얼은 그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되었다. 그 예로, 지도 자료의 경우 적절한 점역이 도태현(2008)의 분석 도구를 사용했을 때
19개(61.29%)로 집계된 반면, 매뉴얼의 지침을 준수한 수는 3개(9.68%)에 불과했다. 무려
16개나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 지도상의 정보를 텍스트로 풀어서 표현한 내용이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에 촉지도 형식으로 변환하긴 하였지만, 지형선이 글씨와 만날 때
연결이 끊긴다거나 하는 등의 지침을 지키지 못한 경우도 일부 포함되었다. 따라서 시각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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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역하는 데 있어서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의 전달을 우선으로 고려하는지, 아니면 시각자료가
갖고 있는 자료의 해석 능력과 같은 기능성을 함께 고려하는지에 따라 적절성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교과용 도서 및 교육용 자료 점역 출판 매뉴얼」을 준수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
에서 연구자 및 연구보조자의 주관적 해석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어려움이 있었다. 매뉴얼
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많아 준수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림, 사진, 만화
가 시각적인 관심을 끌기 위한 보조자료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면, 점역자주에
핵심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라는 지침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하다’는 판단을
명확한 기준 없이 점역자 혹은 연구자에게 맡기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유형의 시각자료
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 도표자료의 경우 ‘내용을 파악하여 그래픽으로 표현할 때 관계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면 그래픽 점역 모드로 나타내고, 글의 내용이 많아서 텍스트로 표현하
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면 텍스트 점역모드로 나타낸다.’라는 지침도 같은 고민을 유발한다. 대
상이 되는 도표 자료가 관계성이 중요한 자료인지, 또 글의 내용이 많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글자수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로 인해
이번 매뉴얼 준수성의 결과를 절대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떠한 유형의 자료가 매뉴
얼대로 처리되기에 어려움이 많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정도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 분석한 시각자료 중 생략 처리된 자료는 모두 106개(39.85%)로 나
타났다. 매뉴얼 지침에 따르면 그림, 사진, 만화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자료일
경우 생략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점역자주를 통해 생략된 사항을 밝히도록 명
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자료 중 생략된 사항을 밝힌 자료는 106개
중 1개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생략된 시각자료는 별도의 표기가 없어 시각장애학생 입장에
서는 원본 자료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생략된 자료의 종류도 그림, 사진, 만
화뿐 아니라 지도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특히 그림, 사진, 만화, 지도 자료에서 캡션이 없
는 자료일 경우에는 거의 점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캡션이 있는 자료도 캡션만 점역되어
실제 시각자료의 점역은 없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많았다. 이는 이경림(2015)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보고된 결과이다. 「교과용 도서 및 교육용 자료 점역 출판 매뉴얼」(김정현 외,
2012)에 따르면, 이 매뉴얼의 적용시기를 2014년부터 발행되는 점역 자료부터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용 도서의 점역 시스템과 점역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점역자주에
‘생략 자료가 있음을 밝힘’ 정도의 매뉴얼 지침이 적용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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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초등학교 사회과 역사교육 관련 묵자교
과서 및 점자교과서의 시각자료 유형을 분석하여 초등학교 교과서의 시각자료들이 점역되어
점자교과서로 출판되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초등
학교 5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에 제시된 266개의 시각자료를 분석하여 유형별로 살펴보았으며,
점자교과서에 제시된 시각자료의 점역형태와 적절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2014년 이후부터 출
판되는 교과용 도서의 점역을 위해 마련된 「교과용 도서 및 교육용 자료 점역 출판 매뉴얼」
(김정현 외, 2012)의 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를 살펴보았으며,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과 묵자교과서의 시각자료는 266
개가 있으며, 그 중 사진과 그림의 비중이 79.7%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태섭(2016)에 따
르면 연구대상으로 삼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과 교과서만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전체 시각자료 중 사진과 그림의 비중이
4.3% 늘어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점자교과서에서는
생략이 47.17%, 텍스트로 일부 제목 등이 기재되었지만 오류로 분류된 내용이 20.28%로 총
67.45%의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도(64.52%), 만화(40%), 도표(0%)의
생략 및 오류의 빈도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이에 시각장애학생이 특히 접근하기 어려운 사진과
그림자료의 제시 방법을 더욱 다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1차적 교과용 도서인 교과서
점역 방법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실물자료 학습, 박물관 학습, 3D 프린터 등의 공학기기
등의 활용까지도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교과용 도서 및 교육용 자료 점역 출판 매뉴얼」을 기준으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 총 266개의 시각자료 중 86개(32.33%)의 자료만이 지침을 준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 결과로 나타난 준수율이 별로 높지 않은 수치임에도 이전
이경림(2015)의 연구 결과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
려운 실정인데, 이는 매뉴얼의 지침이 주관적 판단의 범위가 너무 넓어 연구자들의 논의 결과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침 준수성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각자료 유형은 도표(100%)였으며, 만화(60%), 사진
(34.13%), 그림(26.67%), 복합자료(20%), 지도(9.68%) 순으로 나타났다. 지침을 미준수한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것은 자료의 생략에 대한 처리가 점역자주로 표기되지 못한 부분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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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의 설명이 해당 교과와 학년 수준에 적합하지 않았거나 원본 자료에서 제시되는 핵심
내용이 누락된 경우, 촉지도의 선과 글자의 겹침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었
다. 이런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교과용 도서 점역에 대한 지침이 개발되었음에도 그 이후에
출판된 점자교과서에서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실제 점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역사가 겪는 어려움 및 교과서가 점역되어 나
오는 과정에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향후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점자교과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려
해야 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개정에 참여하는 집필진이 시각자료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각 시각자료마다
제시하게 된 집필진의 의도를 교사용 지도서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할 필요
가 있다. 현재의 점역 구조로는 개정 교과서가 발행되면 그 속에 포함된 시각자료의 처리가
점역자 개인의 판단에 의해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으며, 점역자 역시 실제 원본 집필진의 의
견을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현장 검토를 통해 점자교과서의 내용이 수정・보완
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일반 묵자교과서의 경우 한번 발행되고 나면 다음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매년 다시 인쇄를 하여 활용하게 된다. 하지만 원본
을 그대로 점역할 수 없는 점자교과서의 특성상 초판을 점역하여 현장에 적용시킨 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해 발행되는 점자교과서에서는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진 점자교과서가
발행되도록 하여 계속적으로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매뉴얼 지침
의 준수와 미준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각자료의 특성상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
하는 사례가 많았다. 아직은 교과용 도서 점역에 있어 매뉴얼 지침의 적용에 대한 연구가 많
지 않지만, 추후에 다양한 학년 및 교과에서 매뉴얼 지침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일관된 기준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결론을 바탕으로 이 연구와 관련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
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1차적 교수학습 매체인 교과서는 학습자의 생활연령 및 교과의 특성에
따라 중시하는 내용 요소가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사회과 영역뿐만 아
니라, 다양한 학년과 교과에서 점역 실태 및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 연
구에서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여러 가지 교수학습 매체 중 점자교과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근의 교육동향이 시ㆍ청각 등 다감각 정보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시각장애학생의 교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에 대한 광범위한
탐색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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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the Transcription Patterns of Visual Materials
in Elementary School Braille Social Studies Textbooks
Jang, Byeng-y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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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of this study is finding out a remedy for problem currently social study
textbook in braille has, after 2009 educational curriculum revision. For the right
understanding to find out solution, this study reviewed visual materials of a social
textbook for elementary school by type, and reconfirmed whether they are
appropriately construed as its right meaning. Also, through these visual materials of
a textbook, analyzed how compliance ratio are built following as a book for an
educational and publication of braille manual for an educational.
As a result of study, there are 266 visual materials of fifth former’s 2nd
semester in elementary school after adapting 2009 educational curriculum revision.
And the most of part, 79.7% of visual materials were composed of Picture and
drawings as a first level. And map, Cartoon, diagram and composite data are
followed as a next level. But 67.45%, the most part of picture and drawings which
account for biggest portion were omitted or having errors by themselves in the
braille textbook. Result for the Analysis of compliance on a book for an educational
and publication of braille manual for an educational were shown that only 86 out of
266(32.33%) complied with publication of braille manual for an educational.
Based on this study, I made conclusion when making a braille textbook, we
need to search for an improvement method by delivering write staff’s opinion on a
visual materials, adapting manual through a result of many studies and ordering
supplementary work by gathering teacher’s opinion who works in a field.
Key Words: A social textbook for elementary school, visual materials, braille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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