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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아름다움이 꽃으로 피어나는 참(CHAM) 행복 영중교육   

   
음악이 들리지 않아도...

                  " 춤 신 춤 왕 ”
 
 청각장애인 안드레이는 세계 댄스대회 수상자입니다.

‘유러피언 힙합컵’ 2위를 한 안드레이는 대회참가자 중 유일한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진동으로 리듬을 느껴 춤을 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친구

들이 모두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포기 하지 않은 안드레이의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QR코드를 찍어보세요. ↗

                                        안드레이의 이야기와 춤을 감상하세요.
 [출처: BBC NEWS 코리아] 

행복 소식

나의 장애 이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영중 어린이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만의 편견으로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먼저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 나와 다른 친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보일 거예요. 

  화살표를 따라 나의 장애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세요.

영 중 초 등 학 교

시작



 

 ‘따뜻한 과학기술’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인간을 위한 따뜻한 과학기술,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요? 

 4월은 과학의 달입니다. 그리고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현재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장

애가 서서히 극복되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통해 청각장애인들은 세상

의 소리를 듣고,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은 세상과 소통합니다. 그밖에 전동 휠체어와 

줄기세포 연구, 로봇 등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일을 하실 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을 ‘보조공학기술’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보조공학기기에는 휠체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휠체어를 탄 상태로 계산을 오르락

내리락할 수 있는 휠체어가 개발되었고 일어날 수 있게 만든 휠체어도 개발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의수와 의족을 만들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화면 읽어주기, 점자 키보드가 활용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센스와 컴퓨터 가격이 떨어지면서 다양한 장애인 보조공학기

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뉴스를 감상하세요.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장애학생 기자단 기사 발췌. YTN]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보드

 제40회 장애인의 날 행사  

(1) 장애인 의 날 특별기획 방송 대한민국 1교시 ‘함께 그리는 그림’ 동영상 감상 

 (2)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전국 초, 중학생 백일장 대회
 • 주제  : 달라서 빛나는 우리

  - 장애를 가진 친구와 함께 어울리는 학교생활이 되려면?

- 장애를 가진 친구와 생활하면서 느낀 점

- 장애를 가진 친구와 함께하며 발견한 장점

- 장애인과 소통하기 위한 나의 작은 실천

- 나눔을 통한 즐거운 학교생활 

• 시 200자 원고지 8매이내 분량 2편이내

• 산문 200자 원고지 10매 이내 분량 1편

• 독후감 200자 원고지 10매 이내 분량 1편

• 방송소감문 200자 원고지 10매 이내 분량 1편 

   (‘함께 그리는 그림’ 방송 보고 감상문 쓰기)

• 자세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및 참가안내문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