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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에서의 시각장애 교육은 양적 질적인 면에서 커다란 발전을 보였다. 전체적인 교육의 수준
분만이 아니라, 각 아동의 교육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의 수립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상당한
수준에 오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 가지 아직까지 부족한 면을 굳이 찾아야한다면, 바로 평가가
될 것이다. 각 아동의 요구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 중복 장애의 유무, 장애로 인한 경험의 손
실 여부, 그리고 수반 발달 지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된다. 정형화된 프로그램들이 이렇듯 다양한
요구들을 모두 만족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보안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제시한 방법이 시각장
애 아동으로서 갖고 있는 독특성을 확대 교육 과정이라는 형태로 정리하고, 이를 각 영역별로 검사함으
로서, 아동이 어떠한 특징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됨으로서, 교사들이 아동에게 보다 적절한 교육
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빨리 이러한 세부 영역에서의
평가 도구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주제어: 시각장애, 평가

지영이는 올해 7세이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각장애 학생이다. 어린 동생과도 잘 놀고, 어
른들의 말도 잘 듣는 지영이는 선천성 녹내장으로 인하여 양안 모두의 시력을 상실한 상태로
안과에서 받은 검사에 의하면, 현재 시력은 교정 이후 우안 0.1 좌안 0.05, 그리고 양안 0.1이다.
유치원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에 친구들과 참여하면서, 높은 수준의 발달을 보인 지영이지만, 새
로운 학교 생활에 적응한다는 생각에 부모님이나 지영이 모두 가슴 설레면서도 걱정이 되게 한
다. 지영이의 교사는 어떻게 지영이를 교육할 것인지, 최상의 교육적 서비스는 무엇인지 결정하
기 위하여, 여러 가지 평가를 수행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지영이의 부모님은 이러한 평가들에
익숙하지도 않을뿐더러, 다른 정안 아동의 학부모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로는, 정안 아동들은 이
러한 평가를 받지 않는다고 하기에 그 걱정은 더해만 간다. 새로운 학교에 대한 두려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평가, 그리고 지영의 시각장애로 지영이의 부모님은 불안하기만 하다.
시각장애 아동은 학습에 있어 정안 아동과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항상 옳다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운데,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시각의
손상으로 인해 초래되는 우연학습의 부제라고 하겠다. 많은 시각장애 아동이 적절하고 계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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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제를 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기술들을 학습할 수 없게 된다 (Barraga & Erin, 2001). 논리
적 측면에서 혹은 정서적 측면에서, 시각장애 아동의 교육적 요구가 정안아동의 그것과 다르다
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을 배제하고서라도, 시각장애 아동이 가진 다양성
과 이들의 독특한 요구를 올바로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시킨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Barclay, 2003).
여러 전문가들에 의하여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시각장애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의 종류들이 제시되었고, 이를
기본 교육과정과 더불어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199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현장 교사들이나 프로그램 전문가들은 시각장애 아동의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고 기본 교육과정의 성공을 단보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을 체계화하였는데, 이를
확대 교육과정이라고 한다(Hatlen, 1996; Lewis & Russo, 1998). 이와 더불어, 확대 기본 교육
과정에서의 아동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었는데, 이를 보
상 평가(compensatory assessment)라고 칭한다.
현재 아동의 성취 수준을 적절히 판별하지 않고서는, 장/단기 교육 목표의 수립이나 교육 방
향의 설정이 올바로 될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면, 확대교육과정과 보상 평가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확대 교육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알아보고, 확대 교육과정이 시
각장애 아동에게 주는 영향을 고찰하며, 이들 각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상평가
(compensatory assessment)를 정의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보상 평가 도구 개발의 필요성과 이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미국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상 평가 도구들을 부록에 정리하였다.

1. 확대 교육 과정의 유래와 의의
시각장애인의 교육에 있어 필수적 항목으로 거론되는 확대기본교육과정이 무엇인가에 대하
여 고찰하여 볼 필요가 있다. Hatlen(1980)은 자신이 재직하고 있던 재활센터에 입소하는 고등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 대부분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자신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내일 해
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표를 작성하는 기술이 전혀 없고 누군가가 이를 대신해 주기를 바란다
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시각장애인의 동등하여야 할 권리와 더불어 차별 되어야 할 권리, 즉 시
각장애가 있음으로 하여 발생하는 부가적 작업 수행의 어려움을 대처할 능력이 배양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일반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전혀 재고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
분이 시각장애학생의 교사가 담당해야 할 몫임에 틀림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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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는 확대 기본 교육과정이라 칭해지고 있는 이 교육과정은 이미 오랫동안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Alonso(1987)는 시각장애학생으로서 기본교육과정 이외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개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교육되어야 할 영역이 이미 오랫동안 존재해왔음
을 밝히고 있다.
1918년 미국시각장애학생을 위한 교사의 모임(American Association of Instructors of the
Blind)은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교사가 효과적인 교수의 전달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들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Scholl, 1987). 1970년대에 이르러 전문가들의 이러한 관심은 보다 적극적
인 표현으로 표출되어다. Morrison(1974)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간단한 식사준비를 하지 못
하거나 신변처리 능력이 결여된 학생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비록 이러한 학생들은 학습적으로
는 통합 환경에서 정안 학생과 유사한 능력을 보이고 있으나 기타 일반학교에서 지도되지 않거
나 지도되더라도 그 방향이 시각장애학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정도로 전달되는 교육 영
역의 존재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시각장애학생의 특별한 요구를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접목
시키려 노력한 것이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1988)이 발표한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교
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이다. 여기에는 정안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
으나 시각장애가 있음으로 인하여 필요로 하는 부가적 교육 영역의 책임에 대하여 논하고 있
다. Hatlen (1996)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교육적 차이의 발생이 시각의 손상으로 인하여 정안학
생은 직관적이며 쉽게 배울 수 있는 개념과 작업처리 과정을 시각장애인은 보다 체계화되고 계
획된 방법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우연학습 (incidental learning)의 결여를 지적한 것인데 예를 들어, 정안학생은 교사가
공을 굴리는 것을 보고 "아! 공은 굴리는 것이구나"하고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으나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는 공을 굴리는 방법을 상세히 가르쳐 주고 필요하면 촉각적 청각적 감각을 사용하
여 이를 학습할 필요가 생긴다는 것이다. 기본 확대 교육과정이란 말이 체계화되기 전까지는
수많은 다른 표현들이 이 개념의 전달을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과정
(special curriculum), 특화된 요구(specialized needs), 독특한 교육과정 (unique curriculum), 이
중 교육과정 (dual curriculum) 등이라고 불려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장애 영역 특성 교육과정
(disability-specific curriculum)이 사용되었다(Hatlen, 1996).

2. 확대 교육과정의 종류
Hatlen(1996)이 제안한 확대기본교육과정 (장애 영역 교육과정)은 이러한 의미에서 깊이 고찰
하여 볼 필요가 있으며 최근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의 최우선적 목표
로 여겨지고 있기도 하다. 확대 기본 교육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일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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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육 과정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세심하게 계획된 교육과정이 없이는 시각장애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획득할 수 없는 영역들의 기술에 관한 교수 및 이와 관련한 교육 과
정을 뜻한다. 둘째는 비록 일반학교에서 교육되고 있으며 과정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시각장
애학생이 가진 감각적 특성에 의하여 그 전달 방법, 내용, 그리고 목표 등이 달라져야 하는 교
육 과정을 포함한다.
전자는 기능적 보충적 학습을 위한 의사전달 수단(학습 매체), 보행, 사회 적응 기술, 그리고
시각의 효율성을 들 수 있다. 이 중 기능적 기술은 시각장애와 더불어 중복 장애가 있는 학생
들이 필수적으로 학습하여야 할 내용들이며 이의 학습에 의해 가능한 한 최고의 신변 자립, 사
회적응, 놀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다(Hatlen, 1996). 이에 반하여, 보충적 기술
은 시각장애학생이 확대기본교육과정에 접근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술을 의미하며
이를 충분히 학습함으로써 일반 교과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준비 단계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Hatlen, 1996).
한편, 신변 자립, 여가 활동, 직업 보도 기술, 그리고 공학 기기의 사용은 일반 교육 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충분하지 못하고, 전달 방식이 시각장애인
의 학습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는데 장애로 작용
할 수 있다.

1) 의사소통 수단(학습 매체)
시각장애학생이나 시각중복장애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의사전달 수단은 일반 학생과 다르다.
점자, 확대 문자, 공학 기구의 사용을 통한 확대 문자 및 일반 문자, 촉각 정보, 혹은 녹음 자
료, 컴퓨터를 이용한 음성 합성, 잔존 시력의 여부, 시각 사용의 효율성, 중복 장애의 여부, 또
는 개개인의 특성적 요구에 따라 다르다. 이들 중 어떤 매체가 사용될 것인가는 개인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이의 완전한 학습이 없이는 성공적인 교육 과정에의 접근은 불가
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점자가 어떤 학생의 학습 매체라고 한다면 이 학생은 점자를 통하여
학급에서 주어지는 정보를 얻게 되며 이를 자유롭게 읽지 못하는 것은 주어진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2) 보행
시각장애학생이나 일반 학생 모두 무엇을 하기 위하여,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어디에 간다.
그러나, "간다"는 것은 두 집단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안 학생의 경우는 엄마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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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던 길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거기에 가는 방법을 우연한 시각적 학습을 통하여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시각장애학생은 흰 지팡이, 보조 보행 기구(assistive mobility device),
촉각 지도의 사용, 환경 단서의 사용 등을 통하여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를 학습하여야 한다. 이
와 더불어, 자신과 환경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가 보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

3) 사회 적응 기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 적응 능력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하여 학습하게 된
다. 즉, 지나가는 친구를 보고 반가워서 손을 드는 모습을 보고 이를 다음에 적용하여 자신의
친구에게 손을 들어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시각장애학생의 경우는 표정, 몸짓, 대
인 관계시의 적절한 태도 등 사회 적응에 필요한 대부분의 요소들을 우연한 학습을 통하여 배
우지 못하게 된다. 적절히 발달한 사회 적응 능력이 없이는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회 적응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을 것이다.

4) 시각의 효율성
시각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잔존 시력의 여부, 질병에 따른 특징은 모두 다르다.
주어진 시각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성공적 교과 학습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
겠다. 예를 들어, 어떤 시각장애학생이 빛에 민감하며 이로 인하여 체육 시간에 잘 참여할 수
없을 경우는, 노란색의 선글라스를 사용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러한 방법 을 통하여 주어진 시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5) 신변 자립
하루하루의 생활 을 하면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술 중의 하나가 신변 자립 기술이다.
식사를 준비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를 정리하며, 집안 청소를 하고, 준비물을 정리하는 등의 모
든 일들이 정안 학생도 매일 매일 수행하는 작업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들이 특별히 시각
장애학생에게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개개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적절한 작업을 일관성 있고 꾸준하게 학습시
킬 수 있는 것이 신변 자립 기술의 교수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며 확대기본교육과정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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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6) 여가 활동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시각장애학생의 경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체육 시간일 것
이다. 이것은 시각장애학생이 정안 학생과 같이 할 수 있는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거
니와, 체육 교사들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간단한 경기의 수정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욱이, 성인이 되면서 여가를
선용하고 심신의 단련을 위하여 운동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음으로, 학년기
에 여가 선용에 적절한 게임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7) 직업 보도
시각의 손상으로 인 하여 시각장애학생은 종종 특정한 직업에서 수행되는 작 업의 구체적
내용을 인지하지 못 할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흔히 접하지 못하는 직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보다는 막연한 상상에 의하여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규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으로 하여금 직업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 하고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미리 학습하게 하는 등 학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의 직
업 에 대하여 준비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8) 공학
컴퓨터와 공학 기술의 발달은 그 언제보다도 장애인의 생활을 편리 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교과 과정에서는 컴퓨터를 교육하기는 하나, 시각장애인으로서 필요한 기술, 화면 낭독 소프트
웨어의 사용, 점자 프린터기의 사용, 무지 점자기의 사용 등은 일반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들 기술의 학습은 중요 한데, 예를 들어, 무지 점자기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학생은 일과를 정리 하고, 숙제를 적는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편리 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컴퓨터를 사용한 독서나, 광학 문자 인식 기술에 의한 교재에의 접근은 무엇보
다도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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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 평가의 정의
일반적으로 검사의 목적은 주어진 상황에서 아동의 학업 성취 정도를 아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평가의 목적은 시각 장애 아동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시각 장애 아동의 교사나 부모
는 모두 아동이 주어진 상황에서 정안 아동에 비교하였을 때에 어느 정도의 성취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게 된다. 시각장애 아동에게 있어 이러한 일반 교육 과정에의 성취 평가는
확대 교육과정의 성공과 평가를 통하였을 때 만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시각장애 아동에게 있어 확대 교육과정은 일반 교육과정과 시각장애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
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 확대 교육과정의 성공은 아동이 장례에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
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을 이루게 된다. 이렇듯 학업 성취에 대한
검사의 요구가 높다 하더라도 시각장애 아동이 갖게 되는 교육적 특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검사
는 사용될 수 있다. 즉, 한 아동이 수학이나 국어 등의 일반교육과정에서는 정안 아동과 비슷한
수준의 성취를 보이나 사회적응이나 보조 공학 도구의 사용에서는 반드시 동일한 정도의 성취
를 보인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듯, 시각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독특한 요구와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확립된 추가적 교육 영역의 평가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일단의 평가를 보상평가라고 하
며, 시각장애 아동의 교육적 성공을 위하여 이들 평가 도구의 적절한 사용과 올바른 결과의 해
석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평가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시각장애 교사이다. 시각장애 교사는 일반적
으로, 시기능 검사를 수행하고, 아동의 학습 매채 선정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며, 이 외에 보조
공학이나 사회 적응도 검사 등의 아동이 갖고 있는 확대 교육과정에의 전 영역에 걸친 요구를
평가 도구의 사용과 검사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시각장애 교사가 아닌 일반 검사
전문가들이나 특수교육 교사의 경우, 시각 장애 아동이 갖고 있는 독특한 요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주어진 검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획득한 검사 결과를 적절하게 해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전문가들은 시각장애 교사가 실행하는 평가 절차에 있어, 관찰
자 혹은 조언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획득한 평가 결과는 아
동의 교육 프로그램 작성시, 장기 단기 목표의 설정과 추가적 교육 목표의 설정, 그리고 기타
검사의 필요성 등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Koenig과 그의 동료들(2000)은 다음 7 가지의 사항
을 시각장애 교사가 보상 평가 과정에서 수행하여야 할 것들이라고 밝혔다.

- 시기능 평가.
- 습 매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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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공학의 사용과 이의 평가
- 종합적 보조 공학 평가의 실행
- 부모/기타 전문가와의 협동을 통한 시각장애 아동의 시각 및 기타 잔존 감각의 사용 평가.
- 학습 방법, 학습 매체, 시기능, 보조공학 등 기타 보상 평가 영역의 검사 방법과 절차 추천.
- 시각장애 아동의 평가가 지속적이며 다면적이게 하기 위한 노력.

시각장애 교사들이 수행하는 이러한 보상 평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검사와 차별화 된다. 이러한 차이는 시각의 결손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개념 형성의 지체, 그리
고 발달상의 특징 등에 의해 나타나는데, 결과적으로는 검사 절차와 검사 결과의 해석 등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보상 평가시에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 시각
장애인들의 확대교육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형식적 검사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둘째, 형식적
비형식 검사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아동의 개인적 특성이나 기타 장애 정도, 그리고
추가적 장애의 유무에 의하여, 검사 절차 등이 개작되어야 하며, 셋째, 획득된 검사 결과는 아
동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와 관련하여 평가하고 해석하여야 함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규준
검사 등의 점수에서는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
고 평가시의 신뢰도와 적절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평가 방법이 시각
장애 아동이 확대 교육 과정 검사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1) 면담과 설문
보상 평가의 종합적 측면을 생각한다면, 단편적 검사 실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합적 정보
들을 획득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목적을 가장 충실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검사 수단 중의 하
나가 면담과 질문이다.
면담이나 설문지는 대체로 개방형 질문들을 통하여, 아동의 부모나 교사로부터 아동에 대한
전반적이고 질적 측면의 정보들을 얻어내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면담이나 설문지의 목적은
유용한 정보의 획득을 통하여 아동의 프로그램 적용에 사용하기 위함이다. 면담이나 설문지는
모두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는 것이 정보의 획득이라는 측면과 획득된 정보의 심도라는 측면
에서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아동의 부모에게 흔히 주어지는 질문은 "아동의 수행 능력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와 같다.
이렇게 얻어진 결과는 교육위원회에서 기타 검사 결과와 같이 분석하고 종합하였는데, 최대
한의 유용성을 발휘하게 된다. 우수한 면담이나 설문지의 구성을 위하여 Sattler(1992)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할 것을 밝혔다. 첫째, 면담이나 설문에 포함된 질문에는 반드시 뚜렷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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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야 한다. 둘째, 질문은 개방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질문의 가치와
효용성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 관찰
교사나 기타 교육 전문가들은 학교라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아동들을 관찰하게 된다. 관찰
을 통하여 아동의 수행 능력, 적응도, 기술의 성취 여부, 다른 아동들과의 상호 작용 등에 관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관찰은 수립된 교육 목표가 적절히 전달되고 잇는지, 아동이
이러한 목표들을 충실하게 배우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수단이 된다.
시각장애 아동이나 이외에 중복 장애 아동들에게 있어 형식적 검사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에 용이하지 않은 경향이 있음으로, 이에 대체하여 관찰을 사용할 경우, 형식적 검사에서 제공
하지 못하거나, 형식적 검사를 사용할 수 없는 영역에서의 아동이 성취 수준을 알게 하는데 커
다란 도움이 된다. 관찰법을 통하여 아동의 장단기 교육 목표가 어떻게 학습 되고 있는지, 아
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아동의 교육적 요구와 적성을 판별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검목표
검목표는 아동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으로 관찰하여야할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로 이의 답변은 "예, 아니요"의 형태로 만들어 진다. 즉, 예를 들어, 아동이 특별한 항
목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할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아니요"라고 답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검목표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은, 전반적인 성취나 목표의 검사보다는, 한정적인 목표나 대상을 검사할 때인 경우가 많
다. 일반적으로 검목표는 아동의 수행 능력의 향상을 교과 과정과 연관하여 검사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이며, 부모가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하는 도구로도 작용하게 된다.
행동을 기록한다는 측면에서, 시각장애 아동과 같이 독특한 요구를 갖고 있는 학습자에게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이다.

비교는 아동이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향상 정도를 나타

내며, 집단간이나, 개인간의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검목표는 교육 위원회가 수립하여야할
장단기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 유용하다. 검목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작업이나 행동이 검목표에 적절한 지 판별: 검목표에 포함될 수 있는 행동이나 작업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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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가능하여야 한다.
- 작업이나 행동을 순차적으로 배열.
- 행동이나 작업이 관찰 가능한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동사를 사용하여 검목표를 구성
- 응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법 선정: "예, 아니요" 이 외에도 "할 수 있음, 할 수 없음,
관찰할 수 없었음" 등의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답변 방법이 가능하다.
- 기타 검목표에 포함되지 않은 행동이나 작업의 관찰을 위하여 형식적인 답변이외의 논의
를 수록할 수 있는 칸을 서식에 제공.

4) 환경 평가
환경 평가는 아동의 학습 환경을 평가하는 것이다.

교육 위원회는 아동이 학습하는 환경을

이해하고 아동에게 주워진 원조 서비스에 대하여 알 수 있다(Salvia & Ysseldyke, 1995). 이러
한 환경의 종류로는, 교사가 아동의 행동 등에 대하여 어떠한 척도를 사용하는가, 아동의 학습
에 필요한 충분한 피드백이 주어지는 가 등이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학생이 할 수 없는 영역에 관심을 두게 되지만, 환경 평가의 초점을 어떻
게 하면 보다 아동이 좋은 환경에서 학습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환경 평가는 아동이 어떠한 환경에서 가장 잘 학습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교실의 물리적 환경이나 배치등도 환경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의
환경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아동의 부모에게 자문해줌으로서, 아동이 가정 환경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상 생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평가는 각 학교나 개인
의 요구에 맞도록 만들어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학습 목표의 학습자의 능력과의 상관관계
- 학습의 방법
- 아동과 교사의 기대 수준
- 교실 환경
- 동기 부여 방법
- 절적한 피드벡
- 적절한 교수를 위한 환경의 개작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Compensatory Assessment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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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평가는 아동의 현재 수준을 밝혀주는 현재와 과거의 자료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Salvia & Ysseldyke, 1995). 또한 이 방법은 기타 검사 방법을 보충하는 수준에서 아동을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의 종류로는 아동의 숙제 혹은 학습을 이하여 만들어낸 교제 교구 등
을 들 수 있다. 포트폴리오는 아동의 수준과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Hart,
1994). 즉, 아동의 장점과 단점을 밝혀줄 수 있는 평가보고서가 아동의 각 프르젝트에 부연됨으
로서, 프르젝트 수행시 아동은 어떠한 과정을 거쳤으며, 과정상 어떠한 기술의 향상을 경험하였
는지를 알게 해준다.
예를 들어, 미술 시간에 발표한 아동의 공작물은, 이를 만드는 과정, 이에 사용한 교구의 선
택, 발표 방법 등이 모두 포트폴리오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이에 더하여 포트폴리오는
검사와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기 손쉬우면서도 유용한 정보
를 도출해주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4. 보상 평가 도구의 적용
지영이의 상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아동으로서 평가에서 특별한 요구를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님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며, 교사가 이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표현
하는가에 따라 이들의 이해 정도는 달라지기 마련이다. 지영이의 경우,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
였음으로, 여러 가지의 평가 자료가 요구된다.

1) 시기능 평가
현재 지영이가 보이고 있는 시지각 능력이나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대한 평가는 전무한 상
태라고 한다면, 처음 실시되어야할 평가는 시기능 평가이다. 시기능 평가를 통하여 아동이 보이
는 의료적 시각장애와 실질적 일상 생활에서의 시각장애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실질적 시기능의 평가를 통하여, 앞으로 교육 목표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교수 방
법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어떠한 목표들이 교수지도안에 포함될 것인지가 결정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시기능 평가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지영이는 어떠한 학습 매체를 사용할 것인지
도 평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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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매체 평가
시지각을 평가받은 지영이는, 이제 앞으로 교육에 있어 어떠한 매체를 사용할지 평가 받는
다. 점자, 확대 문자, 광학기기의 사용, 비광학 기기의 사용,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한경의 변용이
나 개작을 통하여 지영이가 갖고 있는 시지각을 극대화하고, 일상 생활에서 문식성의 배양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매체의 선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작성된 학습 매체 평가
를 사용하여야 한다. 학습 매체 평가를 통하여, 교사는 지영이가 점자를 배우기에 적절한지, 아
니면 묵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고, 이러한 검사의 결과에 따
라 지영이의 교제 교구도 준비하여야 한다.

3) 사회성
그렇다면 학습 매체를 결정하는 것으로 지영이의 교육적 목표 설정을 위한 평가가 모두 끝
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지영이는 동생들과도 잘 놀고 부모님과도
원활한 상호 작용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지영이의 일반적 사회적응은 어떠한가를 평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학교 환경에서, 지영이가 다른 어른들, 그리고 또래들과 잘 생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와 더
불어 개념의 형성이나 발달이 정안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어났는지를 부모님과의 면접을
통하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4) 보행 능력
지영이가 새로운 학교에서 제일 먼저 겪게 될 어려움은, 아마도 화장실을 찾아가기라든지, 체
육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기 등과 같이, 보행과 관련한 작업들이다. 지영이가 흰지팡이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공간 지각 개념형성은 충분하게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고서, 지영이의 교
육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으로 지영이가 보행에서 어떠한 요구를 지니
고 있는지를, 표준화된 검사와, 관찰 등을 통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Compensatory Assessment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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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확대 교육 과정 영역
이외에도 지영이는 학교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수많은 새로운 요구와 만나게 된다. 이러한
요구들 중 대부분은 지영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일 수 있고, 대부분이 시각의 결손
으로 인한 독특한 요구를 수반하게 된다. 필요 영역의 평가를 통하여, 지영이가 갖고 있는 강점
이 무엇인지, 또한 어떤 부분을 보충하여야하는지를 알아봄으로서, 성공적인 교수와 교수전략의
수립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교육프로그램의 장단기 목표의 선택도 평보상평가로부터
획득한 정보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지영이를 이해하고, 보다
지영이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존재라고 하겠다.
표1은 확대 기본 교육 과정 영역별 세부 항목들을 정리한 것으로, 각각의 확대 교육 과정에
서 어떠한 보상 평가 영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확대교육과정 영역 및 세부항목
영역
의사소통
사회성

보행 기술
일상 생활 능력

세부항목
개념형성, 말하기 듣기 능력, 정리 기술, 일반 교육과정에의 적응
점자 읽기 쓰기, 확대 문자의 사용, 광학기구의 사용
사회성, 성지식, 시각장애에 대한 지식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 대한 지각
학교 지역 사회에서의 이동 능력, 독립적 이동과 놀이
신변 자립, 의복, 집안 관리, 요리, 식사
돈관리, 전화 걸기, 시간 관리, 소지품 정리

여가 생활

스포츠 경기에 참여, 취미 생활, 여가 생활 선택

직업 보도

인식, 탐구, 준비, 참가, 전직업 기술, 직업에의 흥미

보조 공학

타자 기술, 점자 기기의 사용, 시각적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사용
청각 보조 공학 장치의 사용, 적절한 사향의 선택, 기기의 관리와 유지

시기능

비광학적 장치의 사용, 광학 장치의 사용, 다양한 잔존 감각의 사용
환경적 단서의 사용과 이의 개작, 시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 대한 인식

Source: Adapted from J. Hazekamp, Program Guidelines for Students Who Are Visually
Impaired (Sacramento: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1997).

5. 논의 및 제언
우리나라에서의 시각장애 교육은 양적 질적인 면에서 커다란 발전을 보였다. 전체적인 교육
의 수준분만이 아니라, 각 아동의 교육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의 수립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56

視覺障碍硏究(2005) 21卷 1號

개발이 상당한 수준에 오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 가지 아직까지 부족한 면을 굳이 찾아
야한다면, 바로 평가가 될 것이다. 각 아동의 요구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 중복 장애
의 유무, 장애로 인한 경험의 손실 여부, 그리고 수반 발달 지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된
다. 정형화된 프로그램들이 이렇듯 다양한 요구들을 모두 만족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보안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제시한 방법이 시각장애 아동으로서 갖고 있는 독특성을 확대 교육
과정이라는 형태로 정리하고, 이를 각 영역별로 검사함으로서, 아동이 어떠한 특징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됨으로서, 교사들이 아동에게 보다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빨리 이러한 세부 영역에서의 평가 도구 개발이 시
급하다고 하겠다.
보다 많은 수의 중복 장애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이들의 교육적 요구가 어느 때 보다도
다양한 지금,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의 수집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며, 이를 통해서, 교육
적 서비스의 효율 극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다양한 검사 도구와 검사 절차의 개발, 비형
식적 질적 검사를 교사들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 검사 결과들을 문서화하고 체계화 하
는 노력, 표준화 검사 등에 적극적으로 시각장애 아동 그룹을 참여, 표준화 검사의 개작시 필요
한 고려사항 등을 메뉴얼 형태로 개발, 개인 교육 프로그램의 사용 강화 등과 같은 사항을 고
려함으로서 진일보한 시각장애 아동 교육이 확립될 수 있겠다.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Compensatory Assessment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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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Cases of Compensatory Assessment for
Vision-impair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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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 education for vision-impaired people has made a marked development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Overall education levels have improved, and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es aimed at maximizing each child's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s have been upgraded significantly. Nonetheless, there is one area in which such
efforts are lacking, namely, evaluation. Children's needs can vary widely according to their
vision impairment, duplicated disability, loss of experience due to disability, and retarded
development. Formatted programs would not easily satisfy all such diverse needs. To
improve the situation, the US implements an expanded curriculum aimed at catering to
particular needs of vision-impaired children, thereby examining their individual disability and
determining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difficulty. This has helped teachers provide
more appropriate education services to students in the US, and Korea needs to develop tools
to evaluate these detailed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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