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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을 위한 

‘만져보는 궁궐문화체험’

경복궁을 모형으로 만져 이해하는 촉觸

목조건축물 내음으로 시간의 흐름을 공감하는 후嗅

궁궐과 함께한 인물, 역사적 사건들을 스토리로 듣는 청聽

역사와 유적을 다양한 감각으로 느끼고 이해하는

역사체험!

일월오봉도(국립중앙박물관 출처)



  

시각장애인을 위한 

‘만져보는 궁궐문화체험’
시각장애인을 위한 ‘만져보는 궁궐문화체험’은 서울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 

서울시 장애인 복지과,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가 함께하는 서울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의 취지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향유의 욕구와 함께 문화유적지에 대한 방문은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해설은 아직 미비한 형편입니다.

지자체에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해설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볼 수 있는 청각, 

언어장애인에게는 그 효용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미흡

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손으로 만져 이해하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구개발과 시각장애

인의 이해를 돕는 공감각적 학습 매뉴얼 제작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불평등한 학

습기회를 해소하고 여성 및 아동·청소년의 역사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작된 체험학습모델 지도자과정에 시각장애여성의 참여를 통해 시각장애

인 여성 개인의 역량 강화 및 자립을 돕고자합니다.

사업의 구성 시각장애인 체험학습 교구 및 학습매뉴얼 제작 

시각장애인단체 및 시각장애인교육전문가, 교구제작전문가, 체험학습전문가로 구

성된 전문가회의와 컨설팅을 거쳐 학습 매뉴얼 안을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시각장애인 체험학습모델 지도자 양성
제작된 학습 매뉴얼에 맞추어 강의할 <만져보는 궁궐문화체험> 강사 양성 과정입

니다. 대상은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 및 비장애 시민 2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각장애 체험학습 시범사업 운영
제작된 <만져보는 궁궐문화체험>을 시각장애인들에게 시범 운영해 봄으로써 운영

시 발생되는 문제점 및 평가를 고려하여 최종 학습 매뉴얼에 보완하고자 합니다.

매뉴얼 제작사업 

세부 내용

교구 활용 및 학습매뉴얼 제작사업 

1. 모형을 활용한 만져보는 궁궐 모형 체험(실내수업으로 진행)

●	만져보는	궁궐	배치도	경복궁

  궁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궁궐 배치 모형 제작을 통해 궁

궐의 중요 건물의 조형 이해를 돕는 교구 활용 체험 학습입니다.

  기본 배치도에 중요 전각 모형의 특징을 이해하고 배치 모형에 전각을 끼워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만져보는	그림	일월오병도

  일월오병도에 그려진 그림을 이야기로 전해 듣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그림 속의 



  

산과 나무, 물을 만져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일부 그림은 퍼즐 형태로 탈

부착이 가능합니다.

2. 오감을 활용한 경복궁 현장 체험학습

경복궁 현장에서만 느껴 볼 수 있는 다양한 유적들을 스

토리텔링 및 공감각적 해설과 함께 만지고 느끼고 들으며 

진행하는 감각 체험학습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체험학습 강사 양성

제작된 모형 및 학습매뉴얼 활용 방법을 시각장애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장애 및 비장애인으로 구성

된 20명의 강사를 양성합니다.

•기간: 8월 24일 ~ 9월 23일

•대상: 시각장애인 및 비장애 시민 20명

시범사업 운영(무료지원사업) 

•기간 : 9월 26일~11월 5일

•대상 : 시각장애 아동·청소년 및 성인(20명씩 총 9기 운명)

•접수 : 서울지역사회교육협의회 사무국(오주경 국장)

•내용 : 실내와 실외수업 2회기로 구성

• 신청방법 :  기관 또는 학교 단위 신청 및 개인 신청

  홈페이지(http://kaceseoul.or.kr) 참조 후 전화 및 이메일로 신청

  ✽현장체험 시 장애인 활동보조인 동참 요망

 주제	 장소	 시간

1회 만져 보는 궁궐문화체험 실내교육(교구활용체험) 2시간

2회 오감으로 느끼는 궁궐문화체험 경복궁(현장체험) 2시간



서울지역사회교육협의는‘To Touch A Child(한 아이 잘 키우기)’

를 실천하기 위하여 가족공동체, 학교공동체, 지역사회공동체 만

들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에 방치되고 있는 교육

의 사각지대를 채워가는 시민단체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30-8
 전화•02-732-5560 / 팩스•02-324-7322
 홈페이지•http://kaceseoul.or.kr
 이메일•kaceseou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