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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아의 웹기반 사칙연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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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맹학교 교사

<요약>
본 프로그램의 개발은 시각장애 아동들이 웹기반 상황에서 PC나 한소네를 활용해서 사칙연산 능력을
신장시키고, 앞으로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다양한 웹기반 학습 프로그램의 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
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시각장애 아동의 연산능력 실태와 프로그램 실태를 파악하여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았고, 초등부 수학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에 들어갈 학습 내용을 선정하였다. 이
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웹기반 사칙연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그 사용 방법을 설명하였다.
주제어: 시각장애

Ⅰ. 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1. 개발의 필요성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교육의 변화는 점점 그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의 속도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교육의 변화가 요구되어진다. 일반교육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시각장애교육 또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정보화 기기
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도움을 줌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도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보
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은 컴퓨터가 학습을 촉진시키는 데 적절한 도구이
며, 학생들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했다(Beumer, de Haan, & van der Ven, 2000;
MacArthur, 2000). 특히, 시각장애학생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업 과정
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맞춤법 오류를 바로 잡아주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Mioduser,
Lahav, & Nachmias, 2000), 수학 학습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Cahill, Line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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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arthy, Bormans, & Engelen, 1996)고 하였다.
학교 교육에서 3R’S(읽기, 쓰기, 셈하기)는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영역이다. 그 만큼 아
동들이 여러 가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읽기와 쓰기 그리고 셈하기를 잘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최창우(2000)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수학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강조하며 주
어진 교육과정의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알맞은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혹은
재구성해서 가르치는 교육과정 쪽으로의 방향전환을 요구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는 수와 연산의 교수-학습 지도에 관한 방향으로 수-연산 감각의 발달을 촉
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저학년에서 연산의 이해 및 해결능력은 도형, 측도, 관계 등의 영역에서 문제해결의 기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수학 교육에 있어서 연산영역(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은 가장 많은 시
간을 두고 익혀야 하는 중요한 영역임에 틀림없다. 수학학습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칙연
산을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선 교사들은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셈하는 방법을 익히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면서 아동들을 지도하고 있다.
시각장애 아동의 경우 점자를 사용해서 학습하는 특수성 때문에 종이에 숫자를 써서 계산하
는 필산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시각장애 아동들은 점자 타자기 셈, 점판과 점필셈, 큐
바리덤셈, 테일러판셈, 수판셈, 암산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 아동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수판셈과 암산이다(김동연, 1991).
덧셈과 뺄셈의 경우 한 자리 수 또는 두 자리 수까지는 암산으로 계산이 빠르게 될 수 있지
만 세 자리 수 이상의 계산은 정확하지 못하고 빨리 계산하지 못하는 아동이 많다. 사칙연산을
정확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아동들이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게임방식의 계산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동들에게 많은 도움
이 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초등학교 2학년부터 수판셈을 가
르치도록 하였다(문교부, 1989.). 각 학년별 「시각장애 특수학교 수학 교과서」에는 수판셈으로
사칙연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매 단원마다 「복습」이 있어 단원 끝
에 사칙연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문제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은 일반학
교 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판셈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내용은 따로 없다
(교육부, 1999). 또한 수학 교과서에는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별도의 사칙연산 계산방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판셈 활용 능력을 기르기 위한 학습자료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 시각장애학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PC) 화면
읽기프로그램과 한소네를 활용해서 시각장애 아동의 특성에 알맞은 간편하고 편리한 웹기반 셈
하기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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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의 목적
본 프로그램의 개발은 시각장애 아동들이 웹기반 상황에서 PC나 한소네를 활용해서 사칙연
산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아울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문제를 흥미롭고 재미있게 암산이나 수판셈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제시하
여 사칙연산 능력을 향상시킨다.
둘째, 개인의 능력 수준에 알맞은 단계를 선택해서 개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시각장애 아동의 PC와 한소네를 활용한 다양한 웹기반 학습 프로그램의 모형을 제시한다.

Ⅱ. 프로그램 개발의 개요
1. 활용 목표
본 웹기반 학습 프로그램 활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
1) 한 자리 수부터 세 자리 수까지의 덧셈을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 수 있다.
2) 한 자리 수부터 세 자리 수까지의 뺄셈을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 수 있다.
3) 한 자리 수부터 세 자리 수까지의 곱셈을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 수 있다.
4) 한 자리 수부터 세 자리 수까지의 나눗셈을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 수 있다.
5) 한 자리 수부터 세 자리 수까지의 범위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혼합된 계산식을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 수 있다.

2. 시각장애 초등부 아동의 연산관련 실태분석 및 시사점
1) 아동 실태
(1) 사칙연산 방법 실태분석
① 전맹 아동은 자릿수가 낮은 수의 사칙연산 문제를 암산으로 푼다.
② 저시력의 경우 사인펜 등을 이용하여 사칙연산 문제를 필산으로 계산한다.
③ 연산 속도가 느리고 정확하지 못하며, 학습 능력에 대한 개인차가 심하다.
④ 기초 연산 능력이 부족하여 고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아동의 수가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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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태분석을 통한 시사점
① 흥미를 잃기 쉬운 연산문제를 PC를 활용하여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하여 연산문제를
많이 풀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② 능력에 알맞게 개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단계적으로 배열하여 보충-심화
학습이 쉽도록 한다.

2) 프로그램 실태
(1) 프로그램 실태분석
① 도스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② 내용이 단순하여 흥미 유발이 어렵다.
③ 도스 환경에서의 음성합성 프로그램은 대부분 ‘가라사대 카드’를 통해서 듣기 때문에 알아
듣기 어려운 점이 많다.
④ 윈도우즈 환경에서 마우스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마우스 없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이 필요하다.

(2) 실태분석을 통한 시사점
① 자연음에 가까운 윈도우즈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② 다양하고 재미있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마우스 사용 없이 키보드만으로 모든 메뉴의 접근이 용이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3. 초등부 수학 교육과정 분석
제 7차 교육과정의 수학과 개정의 중점을 보면 첫째, 개인의 능력 수준을 고려한 수학 교육
을 도모하고 있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모든 아동들은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부
합되는 단계에서 수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수학의 기본 지식을 가지게 하는
수학 교육을 추구하고 있어 아동들로 하여금 수학 학습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의
도하고 있다. 셋째, 학습자의 활동을 중시하는 수학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아동의 수준에
맞는 내용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여 성취감을 갖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계산기, 컴퓨터 및
구체적인 조작물을 학습도구로 활용하는 수학 교육을 권장한다. 여섯째, 다양한 교수․학습 방
법과 평가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교육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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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1학년도 서울맹학교의 초등부 수학과 학교교육과정은 영역별 학습목표를 「기본」,
「심화」, 「보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어 아동의 능력에 따라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
록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연산 영역별 지도상의 유의점에서는 시각장애인용 수판으로 계산해
야 하므로 숙달 되도록 반복지도를 강조하고 있다(서울맹학교, 2001). 수학과 내용의 범위는 수
와 연산 영역에서 자연수 네 자리 수 안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혼합셈의 내용을 포함하
였다.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칙연산 능력을 보다 흥미롭고 유익하게 기를
수 있도록 PC나 한소네를 활용하여 개인의 수준에 따라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
작하였다.

4. 프로그램의 학습 내용
본 프로그램에서 계획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습 내용을 선정하였다.

1) 내용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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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산 단계별 내용
덧셈
∙1단계: 한 자리 수끼리의 덧셈
∙2단계: 받아 올림이 없는 두 자리 수 더하기 한 자리 수
∙3단계: 받아 올림이 없는 두 자리 수 더하기 두 자리 수
∙4단계: 받아 올림이 없는 세 자리 수 더하기 세 자리 수
∙5단계: 두 수의 합이 100이 되는 수의 계산하기
∙6단계: 받아 올림이 있는 두 자리 수 더하기 두 자리 수
∙7단계: 받아 올림이 있는 세 자리 수 더하기 두 자리 수
∙8단계: 받아 올림이 있는 세 자리 수 더하기 세 자리 수
∙9단계: 받아 올림이 있는 네 자리 수 더하기 세 자리 수
∙10단계: 받아 올림이 있는 네 자리 수 더하기 네 자리 수

뺄셈
∙1단계: 한 자리 수끼리의 뺄셈
∙2단계: 받아 내림이 없는 두 자리 수 빼기 한 자리 수
∙3단계: 받아 내림이 없는 두 자리 수 빼기 두 자리 수
∙4단계: 받아 내림이 없는 세 자리 수 빼기 세 자리 수
∙5단계: 100에서 두 자리 수의 뺄셈 계산하기
∙6단계: 받아 내림이 있는 두 자리 수 빼기 두 자리 수
∙7단계: 받아 내림이 있는 세 자리 수 빼기 두 자리 수
∙8단계: 받아 내림이 있는 세 자리 수 빼기 세 자리 수
∙9단계: 받아 내림이 있는 네 자리 수 빼기 세 자리 수
∙10단계: 받아 내림이 있는 네 자리 수 빼기 네 자리 수

곱셈
∙1단계: 한 자리 수끼리의 곱셈
∙2단계: 두 자리 수와 한 자리 수의 곱셈
∙3단계: 세 자리 수와 한 자리 수의 곱셈
∙4단계: 두 자리 수끼리의 곱셈
∙5단계: 세 자리 수와 두 자리 수의 곱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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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눗셈
∙1단계: 나머지가 없는 두 자리 수 나누기 한 자리 수
∙2단계: 나머지가 없는 세 자리 수 나누기 한 자리 수
∙3단계: 나머지가 있는 세 자리 수 나누기 한 자리 수
∙4단계: 나머지가 없는 세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
∙5단계: 나머지가 있는 세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

혼합셈
∙1단계: 한 자리 수의 범위에서 덧셈과 뺄셈의 반복계산
∙2단계: 두 자리 수의 범위에서 덧셈과 뺄셈의 반복계산
∙3단계: 세 자리 수의 범위에서 덧셈과 뺄셈의 반복계산
∙4단계: 두 자리 수의 범위에서 곱셈과 나눗셈의 반복계산
∙5단계: 세 자리 수의 범위에서 곱셈과 나눗셈의 반복계산
∙6단계: 덧셈과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7단계: 덧셈과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5. 활용방안
1) 활용 방법
본 프로그램은 초등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수학 교과의 ‘연산’ 영역 단원의 내용을 분석해서
자연수의 사칙연산을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
판셈이나 암산에서 오는 따분하고 지루한 느낌에서 벗어나 게임식의 학습방법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재미있고 흥미롭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혼합셈의 5가지 영역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다시 영역별로 단계
가 나타나게 되고 자신의 능력에 알맞은 단계를 선택해서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히면 다음 단
계로 넘어 가도록 한다. 이때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맞힐 때마다 멜로디가 울려 나와 흥미를
북돋우게 한다. 단계별 문제를 계산하는데 제한 시간은 별도로 없지만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는 기록을 위하여 문제를 빨리 풀도록 유도하였다.
단계별 10 문제를 제시하여 주어진 시간 안에 다 풀면 명예의 전당에 자기의 이름을 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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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창이 열리고 이름을 쳐 넣으면 문제를 푸는 데 소요된 시간과 날짜가 기록 되도록 해
서 같은 유형의 문제라도 다시 기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해결의 의욕을 기르게 하였다.

2) 활용 대상
초등부 저시력 아동 및 전맹 아동, 수학 학습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Ⅲ. 프로그램의 설계 및 사용 방법
1. 개발환경
1) 하드웨어 - CPU: PENTIUM 4 1.6GHz, RAM: 2GB, HDD: 200GB, FDD: 1.44MB,
CD-ROM DRIVE: 52배속
2) 소프트웨어 - 운영체제: WINDOWS XP, 한글: 완성형, 화면낭독 프로그램: 센스리더,
편집기: EDIT PLUS
3) 개발 언어 - PHP, MYSQL

2. 서버 운영체제
1) 하드웨어 - CPU: PENTIUM 4 2.4GHz, RAM: 2GB, HDD: 600GB, CD-ROM DRIVE: 52배속
2) OS - LINUX FEDORA COPE4 (페도라 코어 4)
3) HTTP - APACHE WEBSERVER 2.0 (아파치 웹서버 2.0)
4) DB - MYSQL 4.0 (마이에스큐엘 4.0)
5) RUN - PHP 5.0
6) 호스팅 - 전용서버

3. 사용자환경 (PC사용자)
1) 하드웨어 - CPU : PENTIUM 이상, RAM: 128MB 이상, 하드디스크 여유공간: 50MB이상
2) 소프트웨어 - 화면읽기프로그램(센서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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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환경 (PDA,한소네 사용자)
1) 하드웨어 - 브라우즈 실행가능한 PDA 디바이스
2) 소프트웨어 - 익스플로러 브라우즈, 음성합성장치(한소네)

5. 시스템 구성도
본 프로그램은 웹기반 프로그램으로 시스템 구성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가정(외
부)에서 개별적으로 접속하는 방법과 학교와 같이 공유허브를 사용해서 여러 학생이 동시에 사
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가정에서는 개인별로 사용하기 때문에 PC나 한소네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하면 되고 학
교의 경우에는 각 교실에 학생 수에 맞는 포트의 허브를 구입하여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하면
된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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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로그램 구성도

<그림 2> 프로그램 구성도

개발한 프로그램의 구성은 그림 2와 같이 메인 화면으로 「즐거운 공부방」이 있고, 학습메
뉴는 「즐거운 셈 공부」와 「즐거운 점자 쓰기」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며, 즐거운 셈 공부
는 연산 영역별로 선택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즐거운 점자 쓰기는 낱말과
작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즐거운 셈 공부는 문제 DB에 문제를 저장해서 넣어 놓고 사용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무작위로 프로그램상에서 해당되는 슷자를 나타내도록 하고 있으
며, 채점도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사이트 메뉴는 회원가입, 정보수정, 탈퇴,
로그인과 로그아웃, 관리자 모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정보에 대하여 DB화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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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발 과정

과정

주요 업무 및 내용
교과 분석 및 자료 수집, 선행 프로그램 분석

준비단계
주제 선정-가능성 검토
프로그램 흐름도 작성

실행단계

프로그램 구성 내용 선정
프로그램 제작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현 단계)

검증 단계

문제점 수정 보완, 프로그램 완성
사용설명서 작성

8. 개발 일정
1 단계: 2006. 3. 1 ～ 2006. 7. 31
2 단계: 2006. 8. 1 ～ 2007. 12. 31

9. 프로그램 구성 및 사용 방법
개발한 프로그램의 홈페이지 주소는 www.portfoliobr.com이며, PC나 한소네를 사용하여 홈
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림 3과 같이 「즐거운 공부방」초기화면에 「즐거운 셈 공부」와 「즐거
운 점자 쓰기」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면 구성의 이해를 돕
기 위해 PC 환경에서의 사용 방법 위주로 설명하기로 한다. 화면 구성을 최대한 간단하게 하여
아동들이 쉽게 원하는 학습 영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에서 「즐거운 셈 공부」를 선택하면 그림 4와 같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난다. 처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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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경우는 회원가입을 한 후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한다.

<그림 3> 즐거운 공부방 초기화면

그림 4에서 회원가입을 선택하면 그림 5와 같이 학생회원과 교사회원, 학부모 회원을 구분하
여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해당하는 회원의 종류를 선택하면 그림 6과 같이 개인 신상
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그림 4> 즐거운 셈 공부 로그인 화면

<그림 5> 회원가입 종류 선택화면

그림 6에서 회원 정보를 모두 입력한 다음 「가입완료」를 누르면 곧 바로 회원자격이 주어
지며, 즐거운 셈 공부 프로그램에 로그인할 수 있다.
저시력 아동의 경우 화면 확대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화면 구성 내용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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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회원 정보 입력 화면

회원 가입을 마친 후 그림 4에서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그림 7과 같이 즐거운 셈 공부
프로그램에 입장할 수 있으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혼합셈 가운데서 한 가지 영역을 선택
하여 사칙연산 공부를 하면 된다.

<그림 7> 연산 메뉴 선택 화면

그림 7에서 「1. 덧셈」을 선택하면 그림 8과 같이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난이도를 10단계로
나누어서 능력에 따라 덧셈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한 자리 수 더하기 한 자리 수의 덧셈이며, 2단계는 받아 올림이 없는 두 자리 수
더하기 한 자리 수, 3단계는 받아 올림이 없는 두 자리 수 더하기 두 자리 수, 4단계는 받아 올
림이 없는 세 자리 수 더하기 세 자리 수, 5단계는 두 수의 합이 100이 되는 수 계산하기, 6단
계는 받아 올림이 있는 두 자리 수 더하기 두 자리 수, 7단계는 받아 올림이 있는 세 자리 수
더하기 두 자리 수, 8단계는 받아 올림이 있는 세 자리 수 더하기 세 자리 수, 9단계는 받아 올
림이 있는 네 자리 수 더하기 세 자리 수, 10단계는 받아 올림이 있는 네 자리 수 더하기 네
자리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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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아동의 능력에 따라 낮은 단계는 하지 않고 6, 7단계의 높은 단계부터 선택하여 사
용해도 무방하다. 암산셈이나 수판셈으로 연산 학습을 반복해서 할 수 있다.

<그림 8> 덧셈 과정 10단계

그림 8에서 해당 단계를 직접 선택하거나 번호란에 해당 단계 번호를 써 넣으면 그 단계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3단계를 선택하면 그림 9와 같이 3단계에 해당하는 받아
올림이 없는 두 자리 수 더하기 두 자리 수의 문제가 10문항 연속해서 나타난다.

<그림 9> 덧셈 3단계

각 단계에서 10문제를 모두 정확하게 풀면 그림 10과 같이 자기의 이름을 명예의 전당에 기
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난다. 다섯 가지 연산 영역에 따라 단계별로 정확하게 문제를 푼 기념
으로 이름을 명예의 전당에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10문항을 모두 맞힌 아동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지만 더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풀기 위한 노력도 아울러 할 수 있도록 계산 과정에 요소
된 시간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식하여 나타내도록 하였다.
순위와 성명, 걸린 시간, 날짜 등이 기록되며, 즐거운 셈 공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아동은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싶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고 「T: 초기화면」으로
빠져 나가면 된다.

시각장애아의 웹기반 사칙연산 학습 프로그램 개발

65

<그림 10> 명예의 전당 등록 화면

반면 10문제 중에서 1문제라도 틀리게 되면 그림 11과 같이 몇 번 문제를 잘못 풀었는지 결
과를 나타내 준다. 정답 수와 오답 수, 문제를 푼 일시, 요소 시간 등이 기록으로 나타난다.

<그림 11> 학습과정 결과 화면

뺄셈의 경우는 그림 12와 같이 과정을 10단계로 난이도에 따라 제시되어 있으며, 덧셈, 곱셈,
나눗셈은 특수문자로 표시된 연산 부호를 그대로 사용해도 한소네에서 연산 부호를 읽어 주지
만 뺄셈 부호(-)는 빼기라고 하지 않고 데시(-)로 읽기 때문에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
산 부호를 쓰지 못하고 한글로 ‘빼기’라고 사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이러한 컴퓨터 역점역의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서 다양한 학습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걸림돌을 없애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6

視覺障碍硏究(2005) 21卷 2號

<그림 12> 뺄셈 과정 10단계

<그림 13> 뺄셈 2 단계

곱셈과 나눗셈은 그림 14와 그림 15와 같이 5단계로 나타내었으며, 혼합셈은 그림 16과 같이
7단계로 나타내었다.

<그림 14> 곱셈 과정

<그림 15> 나눗셈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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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혼합셈 과정

나눗셈의 경우 그림 17과 같이 나머지가 없는 나눗셈과 그림 18과 같이 나머지가 있는 나눗
셈으로 구분하여 답을 쓰는 칸을 다르게 나타내었다.

<그림 17> 나머지가 없는 나눗셈

<그림 18>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

그림 7에서 「6. 학습상황」을 선택하면 지금까지 학습한 후 등록한 학습결과를 그림 19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처음 시작했을 때의 기록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정보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동기 유발에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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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학습상황 화면

이상에서 설명한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은 PC에서 뿐만 아니라 한소네에서도 그대
로 적용되며, PC나 한소네 자체에 들어 있는 계산기 기능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연산 능
력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보완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며, 현장
적용 단계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학습자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프로그램의 개발은 시각장애 아동들이 PC나 한소네를 활용하여 보다 흥미롭고 유익하게
사칙연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아울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
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개인별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PC나 한소네를 활용해서 자기 스스
로 자신의 능력에 알맞은 문제를 선택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둘째, 반복 학습의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같은 유형의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 봄으
로써 문제를 푸는 데 걸리는 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셋째,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웹기반 프로그램의 모형이 될 것이다. 본 프로그램이 음성지원
을 위주로 하는 시각장애 아동용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모형이 되어서 앞으로 많은 교육용 프
로그램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시각장애아의 웹기반 사칙연산 학습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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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Web-based Program of Four Fundamental
Rules of Arithmetic Calculation for Vision-impaired Children
Park, Jung hyu
Seoul National School for the Blind

(ABSTRACT)

The development of this program aims to allow vision-impaired children to use PCs or
Hansone and improve their ability in four rules of arithmetic calculation in the Web-based
environment,

and

present

a

model

for

future

diverse

Web-based

programs

for

vision-impaired children. To that end, the current status of vision-impaired children's
calculation ability and the status of programs were determined and what should be needed
for development of the program were determined. Mathematics curricula in the elementary
school were analyzed and contents to be reflected in the program were selected. Based on
these results, the Web-based four rules of arithmetic calculation program was developed,
and how to use it was explained.
Key Words: Vision-impair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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