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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점자의 미래와 발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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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한글 점자 발전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시대별 즉, 평양점자의 창안,
3․2점자의 창안, 훈맹정음 창안, 한국 점자 통일안, 개정 한국 점자 통일안, 한국 점자 규정의 제정, 개정
한국 점자 규정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으며, 또한 한글 점자 발전에 있어 제 문제점을 기초로하여 앞으로
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발전 과제로는 다양한 점자 교육 교재의 개발,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제도적
정비, 점자 도서 출판 규정의 제정, 출판(점역)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완, 내실있는 교사 연수 및 수업 시
수의 확보, 저시력 학생의 점자교육, 저작권법 등의 관련 법령의 정비, 정보화 컨텐츠 개발, 개정 한국 점
자 규정의 개정(정보화 관점에서), 점자 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등이 제시되었다.

핵심어 : 점자, 한글 점자

Ⅰ. 들어가는 말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문자이자 언어임에 틀림없는데, 이러한 맥락에 기초해 점자의
중요성부터 짚어나가고자 한다. 오랜 역사를 통해 숭고하게 추구되었던 가치 중 하나가 바로
문자이다. 현재 수 많은 민족들 중에서 자기만의 독특한 문자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그리 많지
않다. 인류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이와 같은 민족들은 자기의 언어와 문자에 대해 강한 자부
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자의 발전에 필요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이 자기의 언어와 문자를 소중히 여기고 즐겨 쓰는 민족은 역사에 길이 남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져 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하나의 예로 여진족과 이스라엘 민
족을 들 수 있다. 한 때 만주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여진족은 자기 민족의 언어인 여진
어를 잃어버리고 또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언어로 창조․계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서 그들의 자취를 쉽게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고 오랫동
* 이 논문은 2008 인천문화예술 대표인물 조명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송암 박두성 선생 탄생
1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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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자기 나라의 언어와 문자를 잘 보존하고 계승한 결과, 20세기에
와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는 일에 성공하였던 것이다. 즉 언어와 문자를 잘 계승․발전시키
느냐는 국가와 민족의 흥망을 준 열쇠라고도 볼 수 있다.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의 문자인 점
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다른 관점에서 점자의 중요성을 살펴보자.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단순히 문자이기
보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임안수, 2008). 즉 시각장애인에게 자신감과 독립성 그리고 동등
권을 주며(Schroeder, 1989), 점자를 보다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그렇지 못한
시각장애인보다 취업률이 높고,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다(Ryles, 1996). 이러한 점자의 중요
성 때문에 미국에서는 각 주에서 점자법(Braille Bill)을 제정하여 시각장애 학교는 물론 일반
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점자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첫째, 점자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은 유자격 교사로부터 점자교육을 받아야 하며, 둘
째, 점자를 가르치는 교사는 점자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Koenig & Holbrook, 1995).
이렇게 시각장애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글 점자는 1926년 박두성 선생님에 의해 창안
되었다. 창안된 후 점자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의 연구와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97년 12월 17
일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7년 58호로 한국 점자 규정이 발표되었는데, 이 한국 점자의 규정은
점자에 표준화를 가져옴으로써 동일한 글자를 이중으로 표기할 수 있었던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임안수, 1999). 그러나

한국 점자 규정이 고시된 이후 시대 변화에 따른 개정 요구로

2003년부터 한국 점자 연구 위원회(회장 임안수)가 중심이 되어 개정 작업을 진행하여 온 결과
2006년 6월 9일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6-39호로 [개정] 한국 점자 규정이 발표되었다. 이 [개
정] 한국 점자 규정을 통하여 한글 점자의 규정이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한국 점자 규정의 5개
영역에서 새로이 제정할 점자기호는 물론 각 장과 절에 정해진 규정의 개정이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맞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점자의 중요성에 근거해서 점자 규정이 고시되고 발전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한글
점자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꾸
만 높아가고 있는 점자 문맹률을 낮추는 일이며, 또한 정보화에 따른 접근성의 문제 해결을 통
하여 정안인과 동등한 문자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우선 한글 점
자의 발달 과정을 간략히 살펴본 후, 한글 점자 활용과 관련한 문제점에 기초한 한글 점자의
발전 과제에 대해 정보화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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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글 점자의 발달 과정
우리나라 점자는 1898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홀(R. S. Hall)이 뉴욕 점자(4점자)를 기초로
해서 만든 평양 점자(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음)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평양점자의 창안, 3․2점자의 창안, 훈맹정음의 창안, 한국 점자 통일안, 개정 한국 점
자 통일안, 한국 점자 규정의 제정, 개정 한국 점자 규정에서부터 현재의 개정 한국 점자 규정
에 이르기 까지 중요한 사항을 임안수(2005)와 임안수․이해균․박중휘․김정현(2008) 그리고
임안수(2010)의 글을 기초로 하여 정리하였다.

1. 평양 점자의 창안
R. S. Hall 여사는 한국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뉴욕맹학교 교장선생
님을 찾아간다. 홀은 웨이트 교장선생님으로부터 4점 점자인 뉴욕점자를 배운 다음 한국으로
돌아와 1898년 평양 점자를 만들게 된다. 이 평양 점자를 기초로 해서 『초학언문』의 일부를
점자로 찍은 우리나라 최초의 점자교과서가 탄생하게 되었다. 평양 점자는 뉴욕 점자의 원리를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4점을 이용했기 때문에 초성과 종성의 구별이 없었고, 또한 특정 음
운을 적을 때에는 2개의 점칸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혼동이 발생하여 사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발생했다. 그렇지만 이후 3․2점자가 만들어지기 까지 약 25년 동안 한글점자로써
의 역할을 충분히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 3․2 점자와 훈맹정음의 창안
박두성은 1913년 제생원 교사로 임명되어 맹교육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당시 평양에는 홀
여사가 만든 4점형 평양 점자를 사용했고, 제생원에서는 일본 점자(6점형)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 결과 6점형 점자가 4점형 점자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인식한 맹학생들은 1920년 일본 점자
3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박두성 선생에게 6점으로 한글 점자를 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
다(이종화, 1973). 평양 점자는 하나의 자음이나 모음을 표기하는데 두 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초성 자음과 종성 자음이 구별되지 않아 문자로 큰 결함을 갖고 있으므로, 박두성 선생은
홀 여사에게 6점형 한글 점자를 함께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홀 여사는 일본어 점자까
지 4점으로 제정하여 보내면서 4점형 점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래서
박두성 선생은 1920년 제자들과 함께 '조선어 점자 연구 위원회'를 조직하고 6점형 한글 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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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1923년에는 3·2 점자(자음은 3점으로 모음은 2점으로
제자함)가 제정되었다. 3․2 점자는 규칙적이고 체계적이므로, 기억하기 쉽고 배우기 쉬웠으나,
초성과 종성이 구별되지 않아 사용상의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인하여, 박두성 선생은 노학우 등 조선어점자연구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3․2 점자 대신 새로운 한글을 만들게 되었게 된다. 박두성 선생은 연구위원들로부터 각각 안
을 받아 12가지의 안을 가지고 비교하게 되는데 그 결과 자신이 만든 11안을 가지고 훈맹정음
이라 하고 사용상의 우수성을 실험한 후에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 기념일인 1926년 11월 4일에
'훈맹정음'이란 이름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임안수, 2008). 그 후 한글 점자는 여러 차례 수
정·보완되었다.

3. 한국 점자 통일안
지금까지의 점자로는 맹학교 교과서를 출판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특히 점자가 1
종 1·2급, 2종 1·2급, 3종 1·2급으로 뚜렷한 분류 근거가 없이 6가지 단계로 분류되었고, 약자와
약어가 93개로 불필요한 것들이 많았으며, 그 중에는 국어학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모순되어 시
정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따라서 교육부는 1982년에 '한국 점자 통일안'의 제정을 교육 정책
과제로 정하고 김승국 교수에게 그 연구를 의뢰하였다. 그는 11명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통일
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하였으며, 1983년에 '한국 점자 통일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
다(김승국, 1982).

4. 개정 한국 점자 통일안
한국 점자 통일안이 발표되고 10여 년 사용하는 동안, 한국 점자 통일안이 나오기 전에 발생
한 이중 모음을 약자에서 정자로 바꾸었으나, 일부에서 주장한 표준 한글 점자를 채택하지 않
고, 그 결과 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점자 교과서를 출판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되었다. 그리
고 현재 사용하지 않아 폐기해야 할 글자나 약자가 생겼고, 기존의 약자나 약어를 풀어서 정자
로 쓰기도 하고 또 약자나 약어로 쓰기도 하여 동일한 글자나 부호가 이중으로 표기되는 일이
많았다. 숫자와 번호를 표기하는데도 서로 다르게 표기했다.
또한 시각장애 학교에서 컴퓨터를 교육하게 되면서 통일된 컴퓨터 점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수학 점자에 있어서도 한국 점자 통일안에는 고등학교 인문계 수학 교과서를 출판하는데 필요
한 수학 점자 기호를 정리하였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이과 수학을 공부하거나 대학에서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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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부할 때 수학 점자 기호가 없어 수학 점자 기호를 추가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었다. 점자 악보에 있어서도 국악보가 없어 국악을 공부하면서도 악보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9년 7월 6일 전국의 맹학교와 맹인 복지 기관 그리고 점자 도
서관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국 점자 연구 위원회'를 결성하고 표준 한글 점자를 채
택할 것에 합의했다.
1993년 '한국 점자 연구 위원회' 회장 임안수는 문화체육부와 LG 복지 재단의 후원으로 연
구 책임자가 되어 35명의 연구 위원과 '개정 한국 점자 통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
하였다. 이 연구에서 한글 점자, 고문 점자, 수학 및 과학 점자, 점자 악보를 개정하고, 컴퓨터
점자 기호와 점자 국악보를 새로 제정하였으며, 13개국의 외국어 점자를 수집·정리하는 등 커
다란 연구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 이후 각 분과별로 기초 연구 발표에 이어 다섯 차례에 걸
친 협의와 전체 협의 그리고 공청회를 거쳐 보완한 뒤 1994년 11월 4일 '개정 한국 점자 통일
안'을 발표하였다(임안수, 1994).

5. 한국 점자 규정의 제정
한국 점자 연구 위원회는 1994년 '개정 한국 점자 통일안'을 발표한 후 문화체육부에 공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화체육부는 국가 공인의 표준 점자를 제정하고자 문화체육부 장관 자문
기구로 '한국 표준 점자 제정 자문 위원회'(1996년 1월 15일∼1997년 1월 14일)를 발족하였다.
22명으로 구성(후에 추가된 2 명을 포함함)된 이 위원회는 4차례의 자문 위원회를 개최하고, 점
자 사용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 표준 점자 시안'을 마련하였으며, 1996년 10월
14일 시각장애 학교 교사·시각 장애인 단체 종사자 등을 초청한 가운데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자문 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연구 실무
분야별 검토 내용을 심의하여 '한국 표준 점자 시안'을 보완하였으며, 표제를 '한국 점자 규정
안'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이 안을 검토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작
성하기로 하였다. 소위원회는 분야별 연구 실무 위원과 협의하여 '한국 점자 규정안'을 정비·보
완하고, 전체 체제를 조정하여 최종안을 작성하였다. 문화체육부는 이 안을 국어 심의회 심의를
거쳐 어문 규정으로 확정하였으며, 이를 1997년 12월 17일 '한국 점자 규정'으로 고시하였다.

6. 개정 한국 점자 규정
한국 점자 규정이 제정 된 후 국내․외적인 이유로 ‘한국 점자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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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이 필요성에 따라 2003년에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가
‘한국 점자 규정 개정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시각장애
교육․재활학회가 2004년도에 다시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 “점자 규정 개정안”을 만들
었고, 또한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네 차례에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 공
청회를 통해 개정안의 내용을 다시 수정․보완하여 전문가의 감수를 받은 새로운 규정안을 마
련하였다. 완성된 개정안을 가지고 2005년에 고시를 위한 절차를 거쳐 2006년 6월 9일에 문화
관광부에서 재고시하였다.

Ⅲ. 한글 점자 활용의 문제점과 발전 과제
한글 점자의 미래를 밝히고 시각장애인들이 미래 디지털시대에서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1. 다양한 점자 교육 교재의 개발
일부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모르는 소위 문맹자가 95.7%에 달
한다는 보고가 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점자를 학습 내지는 주된 읽고 쓰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들이

1만

명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주장도

있는

실정이다

(http://blog.daum.net/tosoony/1845207). 이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 물론 최근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가 될 만도 하다. 첫째, 80년대 말부터 컴퓨터가 보급되고 장애인을 위한
재활공학과 보조공학 기기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컴퓨터와 점자프린터기, 음성합성기 등을 통한
정보 접근을 선호하는 시각장애인이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둘째, 여기에 더하여 요즘 시
각장애인 교육의 관심이 전맹에서 저시력으로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다. 즉 기존의 일반학교에
발견되지 않았던 저시력 학생들이 점차 시각장애교육 대상으로 편입되면서부터 전반적으로 점
자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외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다. 셋째, 점자를 배워야 할 다양한
계층에 따른 적절한 교육 교재의 개발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즉 점자전 기술을 위한 교재, 초등
학교 학생을 위한 교재, 중도 실명자를 위한 교재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교재의 개발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아무리 인터넷과 첨단공학 기술이 발달되었다 해도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가장 효율
적인 읽고 쓰기와 의사소통의 수단은 단연 점자이다. 이는 서구의 여러 연구에 의해서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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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곁에 보급되기 시작한 최첨단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들의
입출력 수단으로 공히 점자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우
리는 점자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노력을 아
끼지 않으면 안된다(http://blog.daum.net/tosoony/1845207). 이를 위해 임안수(1999)의 제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해결 과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점자 읽기 준비도 프로그램의 개발
점자는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능숙하게 읽고 쓸 줄 알아야 한다. 점자란 그 가치에 비해 처
음 실명한 자가 학습하기에는 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취학전 시각장애 아동은 문식성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점독(點讀)의 발달적 기반을
형성할 만큼 즐거움과 흥미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점자의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것에 관한 문헌이나 교수 방법에는 ‘읽기전’(prereading) 또는 ‘점자전’(prebraille)이란 용어가 아
직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취학전 아동에게 점자를 가르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취학전에 점자를 가르치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어
떤 측면에서는 크게 강조하고 있다. 우리 한글 점자는 영어 점자에 비하여 약자가 적기 때문에
배우기 쉽다. 읽기 준비도 프로그램에서는 읽기 준비도에 필요한 다섯 가지 조건(촉각, 작은 근
육, 듣기와 주목하기, 개념, 책과 이야기)과 함께 점자의 자음과 모음, 약자와 약어, 숫자와 간단
한 구두점 등을 소개해야 한다(임안수, 1999).

2) 초등학교 저학년 국어 점자 교과서의 개발
서구에서도 시각장애 학생용 교과서를 별도로 개발하여 사용하지 않고 정안 학생용 교과서
를 점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점자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저학년 국어 교과서는 별도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Caton, Pester, and Bradley, 1987). 우리나라에서도 점자 교육
에 알맞은 초등학교 1, 2학년 국어 점자 교과서를 개발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임안
수, 1998). 그 이유로는 정안 학생용 교과서에는 그림, 사진, 그래프, 도표 등 시각적 요소를 많
이 싣고 있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의 일부는 큰 의미 없이 교과서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것
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 자체가 중요한 학습 자료이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를 촉각적 요소로 전
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점자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시각적 요소를 생략할 수 밖에 없다. 임안수
(1998)의 연구에 의하면 정안 학생용 초등학교 1, 2학년 국어 교과서에는 그림, 사진 등 시각적
요소가 1,832개가 실려 있으나 점자 교과서에는 135개(7.4%)만이 실려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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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학년 국어 점자 교과서에는 그림을 생략한 상태에서 마치 그림이 있는 것처럼 지시문을 그
대로 싣고 있다.

3) 중도 실명자를 위한 점자 지도 프로그램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성인 시각장애인의 점자 지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중도 실명자의 문식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
다. 특히 1991년에는 미국 교육 목적 위원회가 ‘학습자를 위한 국가의 건설’(Building a Nation
of Learners)이란 보고서를 출판했는데 이에는 문식성과 관계되는 목적이 두 개 있고, 성인 문
식성의 목적으로 2000년까지 모든 성인들이 문자를 알아야 하고, 세계 경제에서 경쟁하며 시민
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U. S.
Department of Education, 1991). 따라서 점자의 문식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 점자의 문
식성에 관한 과제 중 하나는 아동과 성인의 문식성에 관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
인의 점자 문식성에 대한 문제는 맹아동의 문식성에 관한 문제보다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많
은 재활 교육이나 성인 교육 프로그램들은 점자의 문식성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점차 교육
을 시작하여 현재에는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 맹인 재단은 성인 점자의 문식성 강화 계
획(Adult Braille Literacy Empowerment Project)을 세웠는데 이 성인 점자 문식성 강화 계획
은 문식성이 개인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도구라는 전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

2.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제도적 정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점역(교정 포함)과 관련하여 민간공인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이것
이 점역과 교정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가져 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점역물을 발행
하는 기관에 따라 그 수준의 정도가 다르며 점역상의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급하
게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전문 능력을 가진 점역사(교정사 포함)의 양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것은 국가공인의 점역사 양성 제도의 시행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인자격으로 자격
증이 격상되면 그에 맞는 대우가 뒤따르게 되어 보다 유능하고 실력있는 점역사가 많이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점역사 관련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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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자 도서 출판 규정의 제정
묵자를 점역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읽기 특성에 맞는 점역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기관이 각기 다른 점역 형태로 점자도서를 만들어
왔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형식의 점역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2년도에 한국시각장애
연구회가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 점자도서 출판규정」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하였다.
이를 통하여 점자도서의 점역 규정에 대한 총론을 마련하였는데, 이 총론에서는 점자도서 점역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지금까지 각기 다른 표기법과 방식으로 점역해 오
던 것을 하나의 통일된 틀에 의해 점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점자도서를
제대로 점역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총론을 기반으로 하여 각각의 하위 영역별로 점역에 필요
한 구체적인 표기법과 활용 예제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2005부터 2년 동안 한
국 점자 연구 위원회에서 편집과 관련된 도표나 그림, 각주, 구두점, 비문자 기호, 점역자 주 등
과 같은 특수부호 영역에 대한 보다 폭넓은 연구를 통하여 그 구체적인 활용 사례 및 예제 개
발을 하였다.
이제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규정과 활용 사례집을 보다 실용성 있게 해 주는 일이 남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즉 보다 많은 사람들의 합의를 거치는 일
과 이 규정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 기존 점역 규정과의 절충 문제 등이 남
아 있다. 이러한 연구의 진행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점자 도서 출판 규정의 법제화에 대한 부분
까지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점역프로그램 개발의 기
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출판(점역)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완
출판(점역)과 관련한 기존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개발된 상태이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마다
점역 방식과 기반으로 하는 운영 체계가 달라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 오는 경
우가 많고, 또한 일회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제 때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다는 제한점도 가지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프로그램의 편집 기능이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
까지는 제공이 되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이 정안인 위주의 환경을 제공하
고 있어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접근에 있어서 여전히 제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이 위에서도 지적한 점자
도서 출판 규정의 제정 문제이다. 물론 법제화된다든지 아니면 규정이 만들어지면 더할 나위

96

視覺障碍硏究(2010) 26卷 1號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시각장애인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반드시 따를 수 있는 규
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5. 내실 있는 점자교육을 위한 현직 교사의 연수와 교육과정상의 필수 점자교육 시간의 확보
시각장애학생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점자지도
이다. 학생으로 하여금 자존감을 가지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반드시 자격 있는 교사에 의
해 점자지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며 또한 지도에 필요한 많은 보완 교재들이 개발되어 있어
아동의 장애와 중복정도에 따라 적절한 지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매우 열악
하다고 볼 수 있다. 2009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시각장애교사가 아닌 점자 및 시각장애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특수교사가 양성됨으로써 점자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각장애학교에 배치되
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으며, 기본적인 점자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수업에
필요한 보조교재의 개발 및 활용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또한 점자지도에 필요
한 수업시수도 제대로 확보되고 있지 못하여 전문적인 점자교육에 있어 많은 한계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고 내실 있는 점자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내실 있는 점자교육에 필요한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교육과정상 점자는 국어의 쓰기 및 읽기 시간에 다루게 되어 있으나 필요시간의 부
족으로 관련 교과나 재량 활동 혹은 방과 후의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방식으
로의 점자지도는 학교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체계적이고 유기적
인 점자지도를 어렵게 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점자와 관련한 수업시수를 확보하여 모든 학습의
근간이 되는 점자의 지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점자 관련 연
수가 시급하다. 시각장애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중에는 시각장애교사 자격이 아닌 통합된 특수
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많은 이유로 시각장애교육과 관련된 전문성 특히 점자와 관련
한 부분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점자지
도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 등을 익힐 수 있게 학회나 관련 기관이 중심이 되어 현직교사의 점자
관련 능력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시각장애학생의 다양화 및 중복화에 따
른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수를 통해 다양한 학생에 대한 올바른 교육적 이해
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사 스스로 학생의 상황 및 수준에 맞는 적절한 점자지도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이미선, 김기창, 김정현, 김호연, 진창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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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시력 학생의 점자교육
현재 시각장애학교 학생 중 상당 수가 저시력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사 기관에 따라 많은 차
이를 보이지만 2/3 이상이 저시력으로 파악되고 있기도 하며 또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일
반학급에도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주로 순회교육과 같은 통합교육
에 의해 이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시각장애학교 위
주의 교육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저시력 학생에 대한 점자 교
육에 대해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저시력 학생이라도 교육적으로는 맹에 해당하는 학생은 반
드시 점자를 가르쳐야 하며 또한 시력의 진행 상황에 따라 실명하기 전에 미리 점자를 가르치
거나 점자전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저시력 학생의 점자교육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시각장애학생(주로 저시력 학생)에 대한 정확한 평
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저시력 평가에 필요한 관련 전문가의 양성이
요구된다. 관련 전문가로는 현재 양성되고 있는 특수교사, 안과의사, 간호사 이외에 시각장애교
사, 검안사, 보행전문가, 저시력 전문가, 보조공학 전문가, 직업재활 전문가 등이 있는데 특히
저시력 학생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검안사의 양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전
문가를 기초로하여 평가팀을 구성하여 학생의 시력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교육적으로 맹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조기에 점자를 교육함으로써 교육적 효율을 가져와야 한다. 둘째, 여러 관련
전문가 중 저시력 전문가를 각 시도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통하여
저시력 학생의 시력의 진행 상태를 파악하여 진행성인 경우에는 사전에 점자지도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저시력 학생은 원인 질환 및 유전 등의 상태에 따라 진행의 여부 및
정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시력 전문가의 배치를 통해 이를 정확하게 체크하여 사
전에 점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목에 따라서는 점자 및 묵자
매체를 동시에 활용하는 이원적인 접근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이미선, 김기창, 김정현, 김호
연, 진창원, 2009).

7.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
점자 활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읽을 자료를 제 시간에 공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안인들이 서점에서 책을 골라서 볼 때에 시각장애인들도 동 시간대에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워싱턴 DC의 교육교재 접근법(The
Instructional Materials Accessibility Act of 2002; IMAA)이다. 이 법안은 현재 IDEA의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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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장애인교육향상법(IDEIA, 2004)에 포함되어 있어 초등 및 중, 고등학교(elementary 및
secondary school)의 묵자접근이 어려운 학생에게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
목적은 접근 가능한 매체를 통해 정안인과 같은 수준으로 교육교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수한 형식(점자, 음성합성, 디지털 텍스트, 디지털 오디오, 확대문자)의 교
재 확보 및 보급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교육교재의 전산자료를 일정한 형식
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형식을 통해 접근 가능한 형태의 자료로 쉽게 변형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립 교육교재 접근 센터(National Instructional Materials Access Center,
depository)를 운영하여, 유관 지방 기관, 출판사 및 기타 그룹에서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
록 명시하고 있다.

8. 정보화 컨텐츠 개발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적이라 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 관련 정보 기기의 개
발에서도 앞서 가고 있다. 특히 점자 정보 단말기와 관련해서는 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 실
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접근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데, 아직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보다 많이 사용하게 만들기 위
해서는 실질적이면서 보다 쉽게 이용 가능한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이얍 사이트(http://blind.kise.go.kr/)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보다 많은 종류의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 개발과 제공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9. 개정 한국 점자 규정의 개정: 정보화 관점에서
개정 한국 점자 규정이 정보화 관련하여 많은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까지는 효율적이라
는 평가를 받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즉 하나의 점형을 여러 의미로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줄
마지막에서 ‘ㅏ’를 생략하는 사용하게 하는 것은 정보화를 여전히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다. 물
론 점자 규정을 정보화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대 흐름을 좀 더
신중히 관망하고 또 정보화에 따른 시각장애인들의 접근권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진다면 추후에
개정될 내용에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한다. 즉 정보화에 따른 문제를 조금씩 해
소해 나가는 차원에서 점자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화와 관련하여 컴퓨터 점자
규정과 역점역 규정 등에 대한 보완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연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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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점자 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국 점자 연구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한국 점자 규정을 만들었으며,
또한 모든 점자 관련 프로젝트 수행시 가능하면 한국 점자 연구 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해 관계에 따라서는 전혀 협의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나
의사 결정 또한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렇듯 아직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의 복지 제도가 정착되
지 않아 점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은 점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임안수, 1999). 예를 들면 미국 특수교육 및 재활 서비스
국(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 OSERS)은 점자 훈련 계획(braille
training)을 세우고 대학교의 재활 교사 양성학과, 시각장애아 교사 양성학과, 주정부의 직업 재
활국 및 비영리 시각장애 기관과 단체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점자 훈련 계획에 의한
연구비로 1999년도에 20만불을 책정하였고, 시각장애 아동과 성인의 직업 재활이나 교육을 담
당하는 전문가들의 점자 훈련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점자 훈련 자료의
개발, 전문가들의 점자의 현임 훈련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각종 연구
비의 지원은 취학전 시각장애 아동으로부터 시각장애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각장애인들을
포함하고 있다(OSERS, 1999).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지원이 시급하다. 위에서 언급한 대표적인 점자 연구 단체인 한국점자
연구 위원회의 점자 활용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충분한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점자와 관련한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에 따른 시
각장애인의 미래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Ⅲ. 마치며
이상으로 한글 점자의 발전과정을 시대별로 간략히 살펴 보았으며, 현재 한글 점자의 사용상
의 문제점을 기초로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발전 과제로는 점자 읽기
준비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초등학교 저학년 국어 점자교과서의 개발 그리고 중도 실명자를 위
한 점자 지도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점자 교육 교재의 개발,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제도적
정비, 점자 도서 출판 규정의 제정, 출판(점역)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완, 내실있는 교사 연수
및 관련 수업 시수의 확보, 저시력 학생의 점자교육, 저작권법 등의 관련 법령의 정비, 정보화
컨텐츠 개발, 개정 한국 점자 규정의 개정(정보화 관점에서), 한국점자연구위원회 등과 같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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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등이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제들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서는 관련 전문가와 행위 당사자들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자명한 일일뿐만아니라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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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s for future advance of Korean alphabet braille
Kim, Jung Hyun
Dept. of Special Education, Baekseo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has shown overall contents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Korean
alphabet braille, by age, divided into the device of 평양 braille, the invention of 3․2 braille,
the creation of 훈맹정음, the unified draft on the braille of Korean alphabet, the revised
unified draft on the braille of Korean alphabet, the legislation of rules for Korean alphabet
braille and the revised regulation for Korean alphabet braille. Based on present problems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alphabet braille, it also

suggests tasks for future advance ;

developing various braille text materials, fostering related experts, reorganizing systems,
enacting regulations on the publishment of braille text books, designing and complementing
programs, ensuring proper training courses for teachers and their weekly teaching hours,
educating braille for students with low vision, modifying related act like copyright law,
designing information oriented contents, modifying the revised regulation of Korean alphabet
braille(in the information-oriented view) and fostering and supporting institutions for braill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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