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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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록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교과서는 학습 동기와 흥미 유발에 정  향을 미치는 삽화, 사진을 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은 수천 단어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각  매체의 활용이 

요하다.

이러한 시  요청에 의해 고등학교 사회․문화 검인정 교과서 7종  ‘Ⅳ. 인간과 문화 상의 이해’ 단원을 

조사한 결과 삽화, 사진은 총 348쪽에서 삽화 123개, 사진 342개가 사용되었고, 삽화/사진 비율은 35.65%로 조사되

었다. 콘텐츠의 내용 요소별 빈도는 삽화는 탐구활동에서 59개(47.96%), 사진은 본문에서 145개(42.4%)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한 사회․문화 수업을 하는 교사를 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콘텐츠에 한 교사들의 활용 실태를 조사

한 결과, 교사들은 수업 시 발문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하기 해서 사진보다 삽화의 

증가를 요구하 고, 학습자의 학습 도모를 해 탐구활동에 보다 많은 콘텐츠의 제공을 원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콘텐츠의 분석 결과 모범  사례는 제시한 삽화가 탐구활동의 주제나 본문 주제를 잘 드

러내어 본문 내용을 읽지 않아도 충분히 내용 달이 가능하 으며, 단원 주제를 표 한 삽화 한 장으로 이 단원

에서 학습하는 내용을 잘 드러낸 것도 있었다. 반면에 부 한 사례로는 실생활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경우를 삽화

로 제시하거나,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삽화도 있었으며, 본문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거리가 있는 삽화도 

에 띠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이 수정된다면 좀 더 좋은 교과서가 될 것이다.

주제어 : 교과서, 콘텐츠, 삽화, 빈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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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교육 문가들은 학생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별하고 핵심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는데 교육  심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른 학교 

체제의 변신은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해 ‘교과서의 질 향상’을 통한 교과서 의 변화 요구가 지속 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정 교과서와 달리 검인정 교과서의 특징은 독창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있다. 그 

특징을 반 하듯 화보의 구성  편집은 교과서 이외의 학습 자료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 다양

한 편집 체계를 도입하 고, 삽화  사진은 교과 내용과 함께 유기 인 계를 고려하여 공간을 탄

력 으로 구성하고, 배치함으로써 학습 자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 다. 이는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와 

흥미 유발 등의 학습 효과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과서에서의 콘

텐츠 활용은 매우 요하다.

학교 수업에서 교과서는 수업의 질을 좌우하는 요한 매체이다. 교과서의 내용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수 있는데 하나는 텍스트(문장)이고, 다른 하나는 콘텐츠1)(사진 는 삽화)라 할 수 있다.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의 정보화된 사회에서 학생들은 텍스트보다는 콘텐츠를 선호하고 있다.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라는 말이 있다. “그림은 수천 단어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로 간단한 그림 하나가 많은 메시지를 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잘 쓰인 문장에서 얻은 정보보

다 하나의 사진이나 삽화에서 얻은 정보를 오래 기억하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시각  매체의 

요성이 크게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2)  

이러한 시  요청에 의해서 이번 개정되는 교육과정을 통해 편찬되는 교과서에서는 콘텐츠의 

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사회․문화 교

과서에서 콘텐츠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의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만들어질 교과서에 한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9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인 인재양성에 

합하도록 유연하고 창의 인 학교 교육을 실 하고, 학습부담의 정화를 통한 의미 있는 학습활동 

개와 폭넓은 인성교육을 한 창의  체험활동 강화를 한 교과서에서 바람직한 콘텐츠를 구성하

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는 나아가 교과서 삽화에 만화를 사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 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검․인정 교과서 7종의 콘텐츠를 조사하고, 분석한 것으로 다음

과 같은 제한 이 있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의 심화 선택 과목인 사회․문화 교과서 7종을 상으로 ‘Ⅳ. 인간과 문화 

상의 이해’ 단원으로 한정하 다.

1) 콘텐츠(contents, 단수로 content)는 각종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이다. 특히 언론  매체에 의해 제공되는 뉴스 등의 정보와 음
악, 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서 각종 창작물을 의미한다. 책이나 웹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도 포함된다. 리태니
커백과사  인용. 콘텐츠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며, 교과서에도 사진, 삽화, 도표, 그래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
지만 본 논문에서의 의미는 ‘교과서에서 사용한 사진과 삽화’를 일컫는 말로 한정한다.

2) 김경란 (1989)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은 문서자료보다 재미있는 그림과 구어체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만화를 더 재미있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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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교과서 출 사 자 총쪽수

A 교학사 숙자 외 3인 328

B 성교과서 김태헌 외 4인 271

C 한교과서 김병무 외 5인 271

D 법문사 도종수 외 4인 255

E 앙교육진흥연구소 최 섭 외 4인 303

F 지학사 이진석 외 2인 255

G 천재교육 노경주 외 8인 303

표 1. 검인정 7종 사회․문화 교과서 

둘째, 콘텐츠 유형은 선행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 상의 특성에 합하도록 연구자가 정하

다.

셋째, 콘텐츠 내용 에서 삽화를 심으로 분석하여, 선행 연구에서 주로 분석한 만화의 특징보

다 삽화의 특징이 반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교사들의 심층 면담은 각각의 교사들이본인이 수업하는 교과서에 해서 분석 의견을 낸 

것이므로 모든 교과서에 한 분석 의견을 표한다고 볼 수 없다. 면담자 수가 8명으로 한정되어 사

회 교사 체의 의견을 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Ⅱ. 연구의 범 와 방법

1. 연구의 범

본 연구는 2010학년도 학입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탐구 역의 선택 과목  가장 많은 학생들

이 선택한 사회․문화 교과를 상으로 하 다. 교과서는 교육인 자원부의 탁을 받아 한국교육과

정평가원이 검정 심사를 하여 2003년부터 발행한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7종 에서 콘텐츠와 가

장 련이 있는 ‘Ⅳ. 인간과 문화 상의 이해’ 단원의 내용 구성  분석에 해 조사하 다.

2. 연구 내용  방법

단원 구성 분석은 교과서별 Ⅳ단원의 비 과 교과서별 콘텐츠의 구성 분석을 하고자 한다. 교과

서별 Ⅳ단원의 비 을 통해 사회․문화 교과서 내용  문화에 해당하는 Ⅳ단원의 비 을 분석하여 

교과서별 차이를 제시하고, 교과서별 콘텐츠의 활용 빈도 분석을 통해 교과서별로 사진, 삽화, 도표 

 그래  등의 콘텐츠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조사해 보고, 삽화/사진 비율을 통해 삽화의 사용 정

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콘텐츠 활용 빈도 분석을 통해 단원별 콘텐츠의 활용 빈도 분석과 내용 요소별 콘텐

츠의 활용 방법 빈도 분석을 하고자 한다. 단원별 콘텐츠의 활용 빈도 분석을 통해 콘텐츠가 단

원  어떤 단원을 설명하는데 많이 사용되었으며, 왜 그 단원에서 많이 사용되었는지 이유를 조사해 

보고, 내용 요소별 콘텐츠 활용 방법 빈도 분석에서는 어떤 내용요소에 콘텐츠가 많이 사용되었는지

를 조사함으로써 콘텐츠가 학습에 주는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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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쪽수 Ⅳ 단원 쪽수 Ⅳ 단원 비

A 328 54 16.46%

B 271 44 16.23%

C 271 48 17.71%

D 255 50 19.60%

E 303 52 17.33%

F 255 42 16.47%

G 303 58 19.14%

계 1,986 348 17.52%
표 2. 교과서별 Ⅳ 단원 비

세 번째로 실제 교육 장에서 사회․문화 수업을 하는 교사들을 상으로 콘텐츠 활용 사례를 

수업에서의 활용 사례, 수업에서의 콘텐츠 활용의 장 , 수업에서의 콘텐츠 활용의 미흡한 , 콘텐츠

에 한 개선 으로 나 어 문가 심층 면담을 실시한 후 그 의견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교과서

에서의 콘텐츠의 활용에 한 장의 의견을 반 하고자 한다. 심층 면담은 사례 교사로부터 정보나 

의견, 신념에 한 자신의 을 표 하도록 유도하는 언어  의사 교환이다. 면담은 면담자와 피면

담자간의 일 일 개인 면담 방식을 취하 으며, 사 에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작성하여 이를 참고하면

서 면담 내용의 방향을 유도하 다. 

네 번째로 교과서에서 콘텐츠 활용 사례 분석에서는 콘텐츠의 모범  사례와 콘텐츠의 부 한 

사례를 조사한 후 그 표 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2009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교과서에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  개선 방향에서는 Ⅲ장의 구성 분석  콘텐츠 활용 분석 결과를 정리

하고, 이를 토 로 앞으로 제작될 교과서에서 콘텐츠의 활용이 성공 으로 이루어지기 한 개선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구성 분석  활용 빈도 분석

1. 구성 분석

1) 교과서별 Ⅳ단원의 비  

고등학교 심화선택 과목인 사회․문화 교과서는 총 6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

에서 으로 살펴볼 ‘Ⅳ. 인간과 문화 상의 이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교과서가 328쪽으로 

체 분량이 가장 많았으며, D, F 교과서가 255쪽으로 체 분량이 가장 었다. Ⅳ단원 ‘인간과 문화 

상의 이해’ 의 내용은 G 교과서가 58쪽으로 가장 많았고, F 교과서가 42쪽으로 가장 었다. 주목할 

은 D 교과서로 체 내용은 었으나 문화내용은 많은 편이어서 Ⅳ 단원 구성 비 이 19.60%로 가

장 높았다. 체 으로 총 7종의 교과서에서 348쪽을 ‘Ⅳ. 인간과 문화 상의 이해’에 할애해 17.52%

로 6단원인 교과서 구성으로 볼 때 평균인 16.66%보다 약간 많았다.  다른 특징은 평균인 16.66%의 

비율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교과서 편찬의 가이드라인을 수하 음을 알 수 있었다.

2) 교과서별 콘텐츠의 활용 빈도 분석  

각 교과서별 콘텐츠의 활용 빈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콘텐츠를 가장 많이 활용한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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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진 삽화 도표, 그래 계 삽화/사진 비율

A 31 11 4 46 35.48%

B 38 27 3 68 71.05%

C 59 7 2 68 11.86%

D 26 17 2 45 26.92%

E 68 34 0 102 50.00%

F 56 15 3 74 26.78%

G 64 12 9 85 18.75%

계 342 123 23 488 35.65%

비 70.09 25.20 4.71 100
표 3. 교과서별 콘텐츠의 활용 분석 (단 : 개수)

구분

1.인간의 

문화 창조

2.문화의 속성과 

일상생활의 이해

3.문화 변동과 

민족 문화의 발

사진 삽화 사진 삽화 사진 삽화

A 12 3 5 7 14 1

B 12 7 13 9 13 11

C 14 2 21 2 24 3

D 7 9 6 3 13 5

E 13 22 24 6 31 6

F 23 8 9 5 24 2

G 16 3 24 5 24 4

계 97 54 102 37 143 32

비 28.36 43.90 29.83 30.08 40.94 26.02
 표 4. 단원별 콘텐츠의 활용 빈도 분석 (단 : 개수)

는 E 교과서로 102개를 사용하 고, 가정 게 사용한 교과서는 D 교과서로 45개를 사용하 다. 사진

을 가장 많이 사용한 교과서는 E 교과서로 68개를 사용하 고, 가장 게 사용한 교과서는 D 교과서

로 26개를 사용하 다. 삽화를 가장 많이 사용한 교과서는 E 교과서로 34개를 사용하 으며, 가장 

게 사용한 교과서는 C 교과서로 7개를 사용하 다.

본 분석에서 유의미하게 보아야 할 것은 단순한 사진과 삽화의 자료제시 개수보다 삽화/사진의 

비율이라 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내용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 삽화보다 내용의 특징을 잘 드러

낼 수 있는 삽화를 어느 정도 사용하 는가가 학습자들의 학습에 도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삽화/

사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교과서는 E 교과서로 50.0%로 분석되었고, 가장 은 교과서는 C 교과서로 

11.86%에 그쳤다. 

2. 활용 빈도 분석

1) 단원별 콘텐츠의 활용 빈도 분석

단원별 콘텐츠의 활용 빈도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진은 ‘3. 문화 변동과 민족 문화의 

발 ’ 단원에서 143개(40.94%)가 사용되어 가장 많았고, 삽화는 ‘1.인간의 문화 창조’ 단원에서 54개

(43.9%)가 사용되어 가장 많았다. 주목할 은 E 교과서의 경우 ‘1.인간의 문화 창조’ 단원은 삽화가 

22개, 사진이 13개 사용되어 삽화의 사용 비 이 높았다. 

2) 내용 요소별 콘텐츠 활용 방법 빈도 분석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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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본문 탐구활동3) 학습자료4) 생각열기5) 계

A 2 15 13 1 31

B 15 7 5 11 38

C 11 35 12 1 59

D 13 8 4 1 26

E 46 12 7 3 68

F 27 9 19 1 56

G 31 17 13 3 64

계 145 103 73 21 342

비 42.40 30.12 21.34 6.14 100

구분 본문 탐구활동7) 학습자료8) 생각열기9) 계

A 4 5 2 11

B 2 12 3 8 25

C 3 3 1 7

D 4 7 1 5 17

E 12 22 34

F 5 5 2 3 15

G 1 5 6 12

표 5. 내용 요소별 콘텐츠 활용 방법 빈도 분석: 사진 (단  : 개수)

교과서별로 사진의 내용 요소별 콘텐츠의 활용 방법 빈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진이 가

장 많이 사용된 내용요소는 본문으로 총 145개(42.4%)가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탐구활동에 103(30.12%)

가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이한 은 C 교과서의 경우 본문보다 탐구활동에서 사진을 많이 사

용하 는데 이는 C 교과서가 본문의 내용보다 사례를 심으로 탐구활동에 많은 비 을 둔 탐구지향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C 교과서를 발행한 출 사의 경우 사회과의 다른 교과서에서도 이런 특징을 보

이고 있다.6) A 교과서의 경우는 31개의 사진  탐구활동과 학습 자료에 28개를 사용하고 있어 다른 

교과서와 조를 보이고 있다.

3) 내용 요소별 콘텐츠 활용 방법 빈도 분석 : 삽화

교과서별로 삽화의 내용 요소별 콘텐츠의 활용 방법 빈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삽화가 가

장 많이 사용된 내용 요소는 탐구활동으로 59개(47.96%)가 사용되었고, 가장 은 것은 생각열기로 16

개(13.01%)가 사용되었다. 가장 큰 특징은 삽화의 경우 본문 내용의 설명보다 학습자들이 문제를 해결

하는 탐구활동에 삽화를 많이 제시함으로서 학습자들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직 간

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 경우도 있고, 탐구활동 텍스트를 잘 요약하여 함축

된 한 컷의 삽화로 제시된 것도 있었다. 한 B 교과서는 생각열기에 8개의 삽화를 활용하 는데 이

는 삽화가 가지는 상징성을 통해 학습에 한 안내를 하고자한 교과서 자의 의도를 악할 수 있었

다. 다만 아쉬운 은 본문 내용을 설명하는데 삽화가 게 활용되었다는 이다. 본문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요소로 삽화가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E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미미하

게 사용되었다. 

3) 교과서에 따라 표 이 다르므로 탐구활동, 사례탐구, 활동으로 표시된 내용을 포함하 다.

4) 교과서에 따라 표 이 다르므로 읽을거리, 읽기 마당, 문화여행, 피  스토리, 학습 자료실 내용을 포함하 다.

5) 본문이 시작 에 별도의 표시 없이 제시한 내용도 포함하 다.

6) 본 연구자가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상으로 ‘Romey의 정량  내용 분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T값이 0.42～1.30으로 조사
상 7종의 교과서  가장 탐구 지향 교과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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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1 59 17 16 123

비 25.21 47.96 13.82 13.01 100

기호 지역 교육경력 성별 사용 교과서

가 강원 춘천 4 여 천재교육

나 강원 철원 11 남 지학사

다 강원 원주 15 남 앙교육진흥연구소

라 강원 양구 7 여 앙교육진흥연구소

마 강원 동해 12 남 법문사

바 강원 강릉 28 남 성출 사

사 경기 포천 11 여 천재교육
표 7. 면담 조사 상

표 6. 내용 요소별 콘텐츠 활용 방법 빈도 분석: 삽화 (단  : 개수)

3. 교사들의 콘텐츠에 한 활용 사례

1) 수업에서의 활용 사례

(1) 수업에서 활용하는 시기

주로 수업의 도입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흥미유발을 하기 해 삽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수업 진행 에는 사진의 의미 해석을 하거나 사진이나 삽화가 의미하는 바를 발표하게 하고 개념 정

리 후 다시 한 번 사진이나 도표를 확인하여 개념을 정리하는 데에도 사용하 으며, 학생들이 내용을 

한 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삽화나 사진을 이용한다는 선생님도 있었다. ‘라’ 선생님의 경우에는 교수학

습과정  단계에서 이용하는 편으로 도입 부분에는 삽화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데 

사용하고, 진행 단계에서는 학습의 심화 내용을 유도하기 해서 활용한다고 답하 다.

(2) 수업에서 활용하는 방법

‘가’ 교사는 ppt자료와 같은 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때 이를 활용하거나 내용 설명 후에 하나

의 그림으로 그려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고, 다른 학생이 잘 그린 그림을 보고 학습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 창의 인 수업을 하는데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탐구활동에 이용된 삽화를 가지

고 모둠토의를 통해 결론을 발표하는 수업 등을 통해 학습자들의 창의 인 학습 활동을 하는데 사용

하고 있었다. ‘나’교사는 “삽화의 경우에 삽화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사진과 련해서는 사

진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보자” 등으로 학생들의 개방  사고를 갖도록 하는데 

이용하고 있었다. ‘다’교사는 사진이나 삽화를 통해 의견, 느낌 말하기, 사실 확인, 주장에 한 근거 

제시를 학습자들로 하여  발표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다양한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수업에 이용

하 다. 특히 이 교사는 신문에 제시된 만화를 이용하여 수행평가를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다양한 고

사고력 함양에 힘쓰고 있었다. ‘사’ 교사는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고 사진이나 삽화에 해 생각해 

보도록 체에게 발문을 하고 여러 가지 응답이 나올 경우 수렴 인 질문을 통해 수업을 이끌어가고 

있었으며, 삽화나 사진과 련된 기출문제를 미리 인쇄하여 풀어보게 한 다음 콘텐츠가 다른 유형으

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 비한 문제를 설명해 으로써 학생들이 시험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콘텐츠에 한 선입 을 제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7) 교과서에 따라 표 이 다르므로 탐구활동, 사례탐구, 활동으로 표시된 내용을 포함하 다.

8) 교과서에 따라 표 이 다르므로 읽을거리, 읽기 마당, 문화여행, 피  스토리, 학습 자료실 내용을 포함하 다.

9) 본문이 시작 에 별도의 표시 없이 제시한 내용도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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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텐츠에 한 학생들의 반응

‘나’ 교사는  학생들에게 삽화나 사진 설명을 하면 “아～하”하는 반응을 보인다고 하 다. 그림이

나 도표의 제시가 아무런 의미 없이 제공되고 있는  알다가 그런 의미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설

명하면 학생들은 콘텐츠에 더욱 더 심을 보이며 이에 한 의미를 각각 다른 시각에서 추론하고자 

노력한다고 하 다. ‘다’ 교사는 학생들이 콘텐츠에 흥미로워하며, 문장 심의 내용이 주는 지루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며, 참신하고 생소한 내용의 콘텐츠에 한 학생들의 심 표명이 높다고 하 다. 

를 들면 교과서 153쪽의 ‘미인의 기 ’을 설명하는 삽화를 그 로 지 하 다. ‘라’ 교사는 사진이

나 삽화 등에는 간혹 반응을 보이거나 즐거워하는 편이나 표나 그래  등을 제시할 때에는 학생들의 

흥미도가 낮은 편이라고 말하 다. ‘가’ 교사는 ppt 활용수업의 경우의 콘텐츠에 학생들이 흥미를 많

이 보이나 도표나 그래 를 활용한 수업은 단번에 그 자료의 내용을 유추하기 어려워하거나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 다. 

2) 수업에서 콘텐츠 활용의 장

‘가’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진이나 삽화를 보여주면 주의 집 력이 높아지며, 학생들의 창조  아

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어 수업의 효과를 증 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수업 개 시 지루해할 수 있는 

시기에 콘텐츠를 활용하면 주의 환기를 통해 다시 학습에 한 집 을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고 하

다. ‘다’ 교사는 콘텐츠가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다양한 학습방법에 활용이 가능하

고, 문자 이외의 방법을 통한 이해 증진과 이해력 훈련, 다양한 시각의 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하 다. 

‘사’ 교사는 개념 설명 시 말로는 이해시키기가 매우 어려우나 삽화나 사진을 통해 개념을 설명할 경

우 좀 더 명확하게, 한 번에 설명을 할 수 있어 함축 인 내용을 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

다. ‘라’ 교사 한 추상 인 학습 개념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말이나 보다 학생들의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된다고 하 다. 

3) 수업에서 콘텐츠 활용의 미흡한 

‘가’ 교사는 “조  더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경우에는 이 내용에서 이 

콘텐츠가 합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 “보다 질 높고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교과서 

콘텐츠의 공유가 안 되어 미디어 활용 수업 시 자료를 만드는데 불편사항이 많다.” 등의 의견을 제시

하 다. ‘나’ 교사는 때로는 특별한 의미 없이 장식이나 내용의 미흡함을 보충하려는 의도에서 제시된 

삽화들이 있고, 본문의 내용과 상 없는 삽화가 제시되기도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바’ 교사는 

“ 래시나 동 상 등의 학습 자료가 부족하다.”,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들이 비교  시기가 

무 오래된 자료여서 최근 학생들과의 정서  교감을 이끌어 내거나 객  사실의 근거자료로 사용하

기에는 미흡한 것이 있다.”,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  본문 내용과 련이 없거나 교과의 핵

심개념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어 보이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콘텐츠에 한 개선

‘다’ 교사는 “교과서 내용에 합한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제공”, “ 하고 다양한 콘텐츠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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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인의 기 , F 출 사. p.153.

공자로서 자료의 정리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 “교과서 이외의 콘텐츠 제공자에 한 근성 증

”를 지 하 다. ‘마’ 교사는 “사진, 삽화 같은 경우 잘 바 지 않는 것 같다.”, “교과서의 콘텐츠를 

바꾸기 어렵다면 교사들이 콘텐츠를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는 의견을 제시하 다. ‘바’ 교사는 “좀 더 최근 자료를 편집하여 최 한 많은 사진과 삽화, 도표, 그

래 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학습자의 학습에 도움을 해 탐구활동에 보다 많은 콘텐츠를 제공

했으면 좋겠다.” 는 의견을 제시하 다. 

5) 콘텐츠와 련하여 보충할 

‘나’ 교사는 “교과서에 사용된 콘텐츠를 사회변화에 맞게 자주 교체해 주었으면 좋겠다.”, “한번 

사용된 콘텐츠가 교과서가 없어지기 까지 그 로 사용하던 경우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다’ 

교사는 “교과서 콘텐츠에 한 업데이트(부록 제공, 인터넷)가 필요하다.”, “업데이트 자료에 한 

근 경로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하 다. ‘마’ 교사는 “교과서의 개념과 련된 자료를 문서가 아닌 디

지털 일 등으로 환하여 교사의 필요시 편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경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

견을 제시하 다. ‘마’ 교사는 ‘탐구활동’ 제시 문제를 ‘본인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린다.’, ‘ 련 사진을 

검색해 본다.’, ‘핸드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어본다.’ 등의 문제로 환하여 콘텐츠를 이용할 것을 요

구하 다.

4. 교과서에서 콘텐츠 사례 분석 

1) 콘텐츠의 모범  사례

<그림 1>에서 제시한 삽화의 경우에 탐구활동의 제목인 미인의 기 을 잘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본문의 내용을 다 읽지 않아도 어느 정도 탐구활동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제시되었다.

아래 <그림 2>에서 제시된 삽화는 한 에 보아도  ‘동물에게도 문화가 있다?’라는 주제를 잘 드

러내 주고 있다. 

<그림 3>은 주제인 ‘장님 코끼리 만지기’가 잘 드러나 있다. 본문 내용을 읽지 않아도 충분히 내

용 달이 가능하다.

<그림 4>는 주제인 ‘개성이냐, 유행이냐’가 잘 드러나 있다. 이는 탐구활동 과제인 ‘1. 내가 평소 

즐겨 입는 복장은 특정한 연 인을 모방한 것인가?’, ‘2. 요즘 친구들 사이에 가장 유행하는 것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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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장님 코끼리 만지기, C 출 사. p.144.

그림 4. 개성이냐, 유행이냐!, E 출 사. p.193.

그림 2. 동물에게도 문화가 있다?, A 출 사. p.173.

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즉 다른 본문(taxt)가 주어지지 않

아도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그림 5>는 삽화 한 장으로 단원의 주제인 ‘인간의 문화 창조’를 표 하여, 이 삽화 한 장으로 

이 단원에서 학습하는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다.

2) 콘텐츠의 부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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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인간의 문화 창조, D 출 사. p.126.

그림 6. 문화 요소들의 변동 속도, E 출 사. p.190.

<그림 6>는 문화 요소들의 변동 속도의 차이가 문화 지체 상을 가져온다는 내용을 표 한 삽

화이다. 이는 이솝 우화의 토기와 거북이의 경주를 은유 으로 표 하고 있으나 실생활에서는 일어나

기 힘든 경우이므로 부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아래에 제시된 <그림 7>은 최근 유행하는 스타일을 과거와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삽화이다. 

그러나 2001년의 유행 스타일이 무엇인지 이 삽화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림 7. 유행과 문화, G 출 사. p.190.

아래 <그림 8>은 학생이 TV에서 방송되는 내용을 보고 머리띠를 구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삽화

이다. 하지만 이 내용은 본문에서 제시하는  매체와 문화와는 거리가 멀다. 이를 한 사례

로 바꾸려면 구체 인 연 인 신드롬을 로 하여 설명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교체해야 당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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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문화변동, C 출 사. p.168.

아래 <그림 9>은 1980년  말과 2001년에 선풍 인 인기를 끌었던 가요의 가사 내용을 소개

한 삽화이다. 가사의 내용은 불과 10여년 만에 은이들의 애정 문화가 이하게 달라졌다는 문화 변

동을 설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삽화를 통해서는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다. 한 좌측의 삽화는 

나이가 들어 보이고, 우측의 삽화는 인 은이를 묘사하여 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성이 

약화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한 삽화의 내용이 가사의 내용과는  상 이 없어 보인다.

그림 8. 매체와 문화, A 출 사. p.197.

Ⅳ. 분석 결과  개선 방향

1. 분석 결과

첫째, 구성 분석 결과 교과서별 Ⅳ단원의 비 은 총 7종의 교과서에서 348쪽을 ‘Ⅳ. 인간과 문화 

상의 이해’에 할애해 17.52%로 6단원인 교과서 구성으로 볼 때 평균인 16.66%보다 약간 많았다.  

다른 특징은 평균인 16.66%의 비율보다 약간 많거나 은 것으로 알 수 있어, 되도록 교과서의 평균 

쪽수를 지킨 것으로 보아 교과서 편찬의 가이드라인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교과서별 콘텐

츠의 활용 빈도 분석 결과 유의미하게 보아야 할 것은 단순한 사진과 삽화의 자료제시 개수보다 삽화

/사진의 비율이라 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내용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 삽화보다 내용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삽화를 어느 정도 사용하 는가가 학습자들의 학습에 도움을  수 있기 때문이

다. 삽화/사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교과서는 E 교과서로 50.0%로 분석되었고, 가장 은 교과서는 C 

교과서로 11.86%에 그쳤다. 

둘째, 활용 빈도 분석 결과, 단원별 콘텐츠의 활용 빈도 분석의 특징은 E 교과서의 경우 ‘1.인

간의 문화 창조’ 단원은 삽화가 22개, 사진이 13개 사용되어 삽화의 사용 비 이 높았다. 다음으로 내

용 요소별 콘텐츠의 활용 방법 빈도 분석  사진의 특징은 C 교과서의 경우 본문보다 탐구활동에서 

사진을 많이 사용하 는데 이는 C 교과서가 본문의 내용보다 사례를 심으로 탐구활동에 많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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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둔 탐구지향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C 교과서를 발행한 출 사의 경우 사회과의 다른 교과서에서도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 A 교과서의 경우는 31개의 사진  탐구활동과 학습 자료에 28개를 사용하

고 있어 다른 교과서와 조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내용 요소별 콘텐츠의 활용 방법 빈도 분석 

 삽화의 특징은 삽화의 경우 본문 내용의 설명보다 학습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탐구활동에 삽화를 

많이 제시함으로서 학습자들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다. 이는 직 간 으로 문제해

결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 경우도 있고, 탐구활동 텍스트를 잘 요약하여 함축된 한 컷의 삽화

로 제시한 것도 있었다. 한 B 교과서는 생각열기에 8개의 삽화를 활용하 는데 이는 삽화가 가지는 

상징성을 통해 학습에 한 안내를 하고자 한 교과서 자의 의도를 악할 수 있었다. 

셋째, 교사들의 콘텐츠에 한 수업에서의 활용을 활용하는 시기와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 어 면

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업에서 활용하는 시기는 거의 모든 교사가 사진이나 삽화를 수업에 

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수업시작 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수업의 학습 목표를 제시할 때 

함축 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삽화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극 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다음으

로 수업에서 활용 방법은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수업에 이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시사만

화10)를 수행평가에 이용하거나 삽화가 갖는 개방  질문을 통해 수업의 흥미를 유발하는 측면은 삽화

의 요성과 련하여 많은 시사 을 갖게 한다. 다음으로 콘텐츠에 한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학생

들은 의미 달이 쉬운 삽화나 사진에 한 심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한 도표나 그래 의 경우

도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모색이 필요하다. 즉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시각  표 을 통한 내용의 제시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수업에서의 콘텐츠 활용의 장 은 삽화나 사

진 등의 콘텐츠가 설명식 수업에서 학습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특히 추상 인 개념을 설

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삽화나 사진의 경우에 좀 더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자료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수업에서의 콘텐츠 활용의 미흡한 은 보다 

질 높은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며, 시기가 오랜 된 자료의 교체, 래시나 동 상 자료의 추가 등의 

의견으로 종합해 볼 수 있다. 이는 새로 개정되는 교과서는 교과서와 별도로 제작된 CD를 학생들에

게 제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며, 래시나 동 상은 별로로 인터넷 사이트 표시를 통

해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에듀넷에 

교과서의 콘텐츠를 수록함으로써 보다 많은 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

로 콘텐츠에 한 개선 에 해 보다 많은 콘텐츠의 제공이 필요하며, 교과서 이외에도 콘텐츠를 이

용할 수 있는 방법의 마련, 최신 자료에 한 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최신 자료로 

제작하여 게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교과서 심사11) 기 을 보면 21개 심사항목  ‘Ⅱ. 내용의 

선정  조직’의 심사 역  ‘8. 사진, 삽화, 통계, 도표, 지도 등을 학습 내용과 의미 있게 련되도

록 제시하 는가?’ 한 항목만 있다. 이는 삽화나 사진에 한 부실을 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마

지막으로 콘텐츠와 련하여 하고 싶은 말로는 행 교과서의 경우 7년 정도 사용되었는데 그동안 업

데이트가 미미하 으므로 이에 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즉 자료의 수정을 3년 정도로 하여 학생

들이 최근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과서 이외에 별도의 업데이트 창구를 

만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탐구활동’ 제시 문제를 ‘본인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린다.’, 

‘ 련 사진을 검색해 본다.’, ‘핸드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어본다.’ 등의 문제로 환하는 것이 필요하

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의 모범  사례와 콘텐츠의 부 한 사례를 살펴보면 모범  사례로는 제시한 

삽화가 탐구활동의 제목을 잘 드러내고 있어 학습자들이 본문의 내용을 다 읽지 않아도 어느 정도 탐

10) 황경숙․박 신, 2009.

11) 교육과학기술부. 2008, pp.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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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활동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제시되었고, 삽화가 주제를 잘 드러내어 본문 내용을 읽지 않아도 

충분히 내용 달이 가능하 으며, 탐구활동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즉 다른 본문(taxt)가 주어지지 않아도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 다. 에 띠는 은 단원소개를 하는 삽

화 한 장으로 단원의 주제를 표 하여, 삽화 한 장으로 이 단원에서 학습하는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이 게 삽화가 잘 이용되어 학습자들에게 편리하게 삽화가 이용되고 있었다. 반면에 부 한 

사례로는 실생활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경우를 삽화로 제시하거나,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삽화도 있었으며, 본문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거리가 있는 삽화도 에 띠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을 

고려하여 수정된다면 좀 더 좋은 교과서가 될 것이다.

2. 개선 방향

첫째, 탐구활동에 보다 많은 콘텐츠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  탐구활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콘텐츠가 텍스트의 내용을 어느 정도 요약해 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단 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둘째, 일정 단원을 콘텐츠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의 딱딱한 교과서의 틀에서 벗어나 일

정한 단원을 콘텐츠 주의 단원으로 구성한다면 학습자들의 학습에 다양한 측면을 제공할 것이다. 

재 학교는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변

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 시사 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수행 평가 부분에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과 교사들이 최근 심을 갖는 

분야 의 하나가 시사만화를 이용한 수업이다. 필자는 이 에서도 특히 수행평가에 심이 많다. 단

순히 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요하나, 콘텐츠를 이용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창의

이고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와 문화의 발 에 큰 기여

를 할 것이다.

넷째, 사진보다 삽화의 증가가 필요하다. 사진이 체 인 이미지를 변한다면 삽화는 그 특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삽화를 통해 학습 내용요소들을 제시한다면 학습자들의 학습 효과 증진에 크

게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탐구활동의 문제를 콘텐츠로 답을 하는 문제를 수록하는 것이다. 를 들어 ‘본인의 생각

을 그림으로 그린다.’, ‘인터넷에서 련 사진을 찾아본다.’, ‘핸드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어본다.’ 등의 

과제를 제시하면 재 교과서의 ‘서술한다.’, ‘설명한다.’ 보다 훨씬 창의 인 답이 나오고 이는 사회과 

교육에서 필요한 문제해결력과 고 사고력신장에 큰 도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의 편찬 기 에 삽화에 한 강화가 필요하다. 재는 20여개의 기  에 삽

화와 련된 항목은 하나에 불과하다. 보다 양질의 삽화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 의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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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llustration Content Used in Secondary 

School Textbooks : 

Focusing on the 'Society․Culture' Textbooks

Il-Hong Min

Textbooks used in Information Society need to use many illustrations and pictures which have positive 

effect in motivating and triggering students to study. "Pictures mean more than thousands of the word" says 

that it is significant to use media in class through visual materials.

To meet the needs of the times, I examined one of the units, "Ⅳ. Understanding Humans and Cultural 

Phenomena", among 7 authorized 'Society․Culture' textbooks, so that there are 123 illustrations and 342 

pictures that the percentage of them was 35.65% totally in the unit. On the examination of the frequency of 

using contents in each category, the illustrations are used 59 times (47.96%) in the research activity and the 

pictures 145 times (42.4%) in the context, which are most frequently used. 

Also on the examination into the actual states using contents among 'Society․Culture' teachers by 

in-depth interviewing, they often use them when their class starts. And they require more increase in the 

illustrations than the pictures for easy and clear understanding and need more contents offering in the research 

activity to help students to study more interesting. 

Finally,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contents used in textbooks, exemplary cases were available to 

convey enough information without reading the context in the textbook because the proposed illustrations 

expressed the research activity's subject and the context's subject effectively. Even more, one illustration was 

able to indicate the sub-unit's subject while also presenting the content to be learned in the unit. However, 

improper cases included illustrations which are somewhat unrealistic or difficult to understand. Further, there 

are also some illustrations which are not related to the context. If these points are revised in the future, 

textbooks would be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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