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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적 관점의 중학교 보건교과서 삽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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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illustration in health textbooks of middle school in the 
convergent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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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교과서에 제시되어 학습 자료로 활용되는 삽화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학습의 기본 요소를 해설・설
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이용되고, 지식을 알게 되는 과정에 따라 적절하게 제시될 때 교육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보건교과서 4종을 대상으로 외형적 및 내용적 분석을 위한 분석기준을 새롭게 구성하고, 융합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실태를 알아보았다. 이는 삽화가 보건교육 해설서에 제시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
는 개선점 등을 파악하여 향후 교과서 개발에 도움을 주는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함이다. 그 결과 다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외형적(frame)인 측면에서는 건강 및 보건활동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기능을 갖는 도해의 빈도가 
높아져야 하겠다. 둘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단순한 자료제공이나 장식기능의 삽화 빈도는 줄이고 실험결과 등의 삽
화 빈도는 늘림으로써 보건 교과서가 보건교육의 목표에 더욱 부합되도록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 보건교과서, 삽화분석, 융합, 분석틀, 빈도분석

Abstract  Illustration, which is shown in the textbook for educational purpose is used to explain basic 
educational theory, rather than carrying meaning itself. It has proper educational value when presented 
appropriately according to the process of knowledge acquirement. This research organized new analyzing 
criterion for the frame and content analysis subjected on 4 sanitation textbooks of middle school, moreover 
looked into actual situation by convergent analysis. This is for political suggestion that is helpful to further 
textbook development; by understanding improvement point required in reaching educational purpose presented 
in health education course manual.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in the aspect of frame, diagrams with proper 
function to explain principle of health and sanitary activities should be more frequently suggested. Second in 
the aspect of content, illustrations for simple data providing or for decoration should be reduced while 
illustrations suggesting experimental results should be added, to reorganize health textbook according to the 
purpose of health education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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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사회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건강의 유지와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개인의 책임으로 남

겨줄 수만은 없게 되었다. 최근에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하기 위하여 질병치료 중심의 의학연구가 질병예방, 건

강증진형태로변화되어가고있다[1]. 이에 발맞추어학

교교육과정에서도 ‘보건’ 내용이체계적으로가르쳐져야

한다는인식이확산되었다. 그러나지금까지의건강교육

은 실과(기술・가정), 체육 등의 여러 교과에 분산되어
실시해 왔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최근 청소년

들의 일상생활 습관의 불균형으로 인한 비만, 인터넷 중

독, 청소년음주및흡연, 스트레스, 우울, 자살등의건강

문제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집단 따돌림, 학교폭

력등의문제가사회문제로대두되면서학생, 학부모, 교

사들 사이에 학교 보건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야 한

다는 요구가 높다[2]. 이에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8-148호에의해국가수준의보건교육과정이만들어

지게되었다. 우리나라에있어학교보건교육은 1955년 8

월 1일에제1차교육과정이제정・공표된이래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오면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에서 보건교과로 독립된 정규과목으로의 자리매김을 하

지 못한 채 학교 교육과정에서 산발적으로 실시되어 오

다가 2008년 9월 11일에야국가수준의교육과정에편입

되었다. 이러한 역사성을 갖는 보건교과 역시 일반적인

교과와 같이 교과서가 주된 학습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주학습교재인교과서는보통의경우문자와교과내용을

시각적인형태로제시하여이해를돕는삽화(illustration)

등으로구성된다. 교과서에서삽화는동기유발기능, 설명

기능, 표현기능, 조직기능, 이해기능 및 심상이나 그림기

억이 언어기억보다 더 낫다는 이론적 근거를 배경으로

하는 파지기능 등을 수행한다[3]. 그러나 삽화가 때로는

교과서의 집필 의도와 다르게 학생들에게 해석될 수도

있고[4], 그 일부는저자의의도와는달리학생들의개념

형성에있어오히려저해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으

며, 어떤것은제시된관련단원에적절치못한내용이거

나표현상다소오류가있는것도있어학생들의학습과

정에 바람직하지 못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5].

이에 다양한 교과영역에서, 삽화의 내용을 탐색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수 수

행되어 오고 있다. 예컨대 중학교 수학교과서 삽화를 대

상으로 한 연구[3], 중학교 과학교과서 화학부분 삽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4], 고등학교 공중보건 교과서 삽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1], 초등학교 실과교과서의 기술영역

삽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6] 그리고 생물축적 관련 교과

서삽화를대상으로한연구[7] 등이이에해당된다. 그런

데 21세기를 주도할 학생 개개인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

게하고행복한삶을영위하는데기반을마련해줄수있

는 보건교과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삽화분석을 수행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보건

교과서를 대상으로 외형적 및 내용적 분석을 위한 분석

틀(frame)을 새롭게 구성하고, 융합적 관점에서 분석하

여그실태를알아보는것이일차적인목적이다. 이에더

하여삽화가보건교육해설서에제시된교육목표를달성

하기 위해 요구되는 개선점 등을 파악하여 향후 교과서

개발에 도움을 주는 정책적인 제언을 해 보고자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보건교과의 정의 및 목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48호에따른중학교보

건교과서 해설서에 따르면, 보건 과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건과목은인간다운삶을영위하기위해서는신

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해야 한
다는것을전제로한다. 보건과목은건강의소중한가치

를알고몸과마음의발달과정을이해하며, 건강한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

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

목이다.’ 한편 보건 과목이 축구하는 인간상은 ‘건강관리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에 두고, 다음의 4요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건강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습득한다.

둘째, 스스로를 건강의 주체로 인식하고 건강의 소중

함을 익힌다.

셋째, 일상에서 건강을 위한 행동을 생활화하는 태도

를 가진다.

넷째, 물리적・사회적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삶의 기술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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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삽화의 정의 및 기능
일반적으로 삽화란 교재의 내용이나 개념의 이해를

돕도록 보충적인 설명의 구실을 하는 각종 사진

(photograph), 그림(figure), 도표(graph) 등으로, 추상적

인 사실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시각적인 보충자료이다.

삽화자료들이 교과서에 제시되어 학습 자료로 활용 될

때 삽화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학습의 기본 요소

를해설, 설명하기위한자료로서이용되고, 지식을알게

되는과정에따라적절하게제시될때교육적가치를지

니게된다[8]. 이러한삽화의교육적기능을정리하면다

음과 같다[9].

첫째, 학습자의학습동기, 관심, 흥미를유발하여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둘째, 직접경험을대신할수있고삽화의내용으로부

터사물의개념을바꾸며, 삽화에스며있는감정, 정서를

그대로 옮겨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다.

셋째, 문자로서 전달 할 수 없는 특징을 값지게 하고,

문자와그림을결부시켜학습내용을쉽고명백하게전달

할 수 있다.

넷째, 학습자의 망각율을 감소시켜 파지와 기억을 오

래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본문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을 바르게 이해시

켜 학습자들이 삽화를 분석, 비판, 해석함으로써 자료의

처리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2.3 삽화의 교육학적 의의
삽화는 가르치고자 하는 학습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

어야 하며, 학습에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는 것이 선정되

어야하며, 최신의학문적사조를담고있는참신한것으

로서, 능력과발단단계에맞게선정되어야한다. 이러한

선정조건에입각하여선정된교과서삽화는다음과같은

교육학적 의의를 갖는다[3].

첫째, 학습자에게 흥미를 불러 일으켜 학습하고자 하

는 동기를 강화시킨다.

둘째,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통하여 즐거움과 미적 감

각을 증대시킨다.

셋째, 문자로만 전달하기 어려운 교과의 내용도 쉽고

명백하게 전달할 수 있다.

넷째, 문자보다구체적이고직접적인경험을표상해주

므로 파지와 기옥을 향상시킨다.

3. 연구방법
3.1 분석대상
2016년 현재중학교보건수업에서활용되는보건교과

서는모두 4종류인데, 본연구에서활용된분석대상은들

샘, 와이비엠, 동화사, 천재교육등에서출판된책으로구

체적인 사항은 <Table 1>과 같다.

Symbol Press
Author

(total number of person)
Publish year

A Dong Hwa Sa Cha Mi Hyang(7) 2016.3.1

B Chunjae Jung Hyo Ji(6) 2016.3.1

C Dul Sam Han Mi Ran(11) 2014.3.1

D YBM Woo Ok Young(6) 2016.3.1

<Table 1> Analyzing health textbook

3.2 분석틀
중학교 보건교과서 삽화의 내・외형적 분석을 위해

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1,3,4,6,7] 등을토대로 <Table 2>

및 <Table 3>과같은분석기준을만들었다. 먼저외형적

분석은 사진(photograph), 그림(picture), 도해(explanatory

diagram), 도표(diagram), 만화(carton) 등 5가지를 기준

으로 하였으며, 내용적 분석은 동기(motivation)유발, 실

험(experiment)안내, 자료(data)제공, 설명(explanation)・
표현기능, 실험결과(result), 장식(accessory)기능 등 6가

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Analysis Item Definition

frame

photograph
Shot of actual things or people taken by
camera

picture Presenting image using lines and colors.

explanatory
diagram

Using plan or solid figure for easier
explanation of text, diagraming to explain
principles is also included

diagram
Categorizing various data by certain form
and classifying them in chart, charts and
graphs are included

carton
Pictures carrying simple conversation with
story line

<Table 2> Frame analysis of illu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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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Item Judgement criterion

content

motivation
(I)

When presented for the introduction of class
or to attract interest for class activities

experiment
(II)

When carrying purpose of guidance to show
materials or explain methods and contents of
experiment

data
(III)

Giving illustra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when actual material is hard to collect

explanation
(IV)

Explanatory written text to deliver one’s
knowledge more easily to the others

result
(V)

When result of activities like experiment,
observation and gathering is presented

accessory
(VI)

When having function to decorate margin of
textbook, unrelated to the contents

<Table 3> Content judgement criterion of illustration

3.3 항목 예
<Table 2>와 <Table 3>의 정의를 이용하여 삽화의

외형적 그리고 내용적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각 항목에

해당하는삽화의예는각각 [Fig. 1]부터 [Fig. 11]과 같다.

[Fig. 1] Photograph[10]

[Fig. 2] Picture[10]

[Fig. 3] Explanatory diagram[11]

[Fig. 4] Diagram[11]

[Fig. 5] Cartoon[10]

[Fig. 6] Motivation induction[12]

[Fig. 7] Experimental order[12]

[Fig. 8] Providing dat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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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xplanation and display[10]

[Fig. 10] Experiment result[12]

[Fig. 11] Accessory[11]

4. 분석결과
4.1 외형적 분석
먼저 중학교 보건 교과서 4종을 <Table 2>의 분석기

준에 따라 정리해 보면 <Table 4> 및 [Fig. 12]와 같다.

즉외형적분석결과전체삽화개수는교과서별로최소

301개부터 최대 588개까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평균 426개의 삽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종의 교과서 모두 사진과 그림이 높은 빈도를 보인

가운데, 도해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도해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삽화인 점을 고려해 볼 때, 4종의 교과서 모두 보건활동

의 원리를 충분하게 나타내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보건 교과목이 건강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몸과 마음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건

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과 공동

체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과목인바, 이러한목표

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건강 및 보건활동의 원리를 설명

하는데 적합한 기능을 갖는 도해의 빈도가 높아져야 하

겠다. 도표 또한 자료의 정리 및 정보 표현의 중요한 수

단인 만큼, 도표에 대한 이해도 빅데이터 시대에 부응하

는필수지식중의하나이다. 따라서도표에대한빈도도

조금 더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Text
book

illustration item
total

photograph picture
explanatory
diagram

diagram carton

A
179
(30%)

260
(44%)

19
(3%)

40
(7%)

90
(15%)

588

B
88
(24%)

158
(42%)

4
(1%)

44
(12%)

80
(21%)

374

C
51
(17%)

152
(50%)

30
(10%)

68
(22%)

2
(1%)

301

D
136
(31%)

141
(32%)

29
(7%)

114
(26%)

21
(5%)

441

<Table 4> Result of illustration Frame analysis 

[Fig. 12] Result chart of illustration Frame analysis 

4.2 내용적 분석
<Table 3>의 분석기준으로 연구대상 4종에 대한 역

할에 따른 내용적 분석을 정리해 보면 <Table 5> 및

[Fig. 13]과 같다. 313개(들샘)부터 588개(동화사)에 이르

기까지다양한빈도를보이고있는가운데, 4종류의교과

서 모두에서 자료제공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

다. 이에 반하여 실험결과는 4종류 모두에서 5% 미만의

매우낮은빈도를보였다. 실험결과는실험, 관찰, 자료수

집등의활동결과의제시를통하여학습활동을돕는기

능을 담당하는바, 이 부분에 대한 삽화제시 빈도가 낮다

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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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의 목표 중의 하나가 ‘물리적・사회적 환경이 건강
에미치는영향을알고건강문제를해결하기위한삶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보건(건강) 관

련현장에대한관찰및자료수집등의활동이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 교과서가 보건교육의 목표에 더

욱 부합되도록 구성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료제공이나

장식기능의 삽화 빈도는 줄이고 실험결과 등의 삽화 빈

도는 늘려야 하겠다.

Text
book

function of illustration
motivation experiment data explanation accessory result

A
65
(11%)

48
(8%)

231
(39%)

80
(14%)

159
(27%)

5
(1%)

B
32
(9%)

36
(10%)

193
(52%)

102
(27%)

5
(1%)

6
(2%)

C
15
(5%)

24
(8%)

136
(45%)

62
(20%)

62
(20%)

4
(1%)

D
29
(7%)

46
(10%)

194
(44%)

112
(25%)

44
(10%)

16
(4%)

<Table 5> Result of illustration content analysis 

[Fig. 13] Result chart of illustration content analysis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 부분 개정(2012

년 12월)에따른중학교보건교과서삽화를외형적및내

용적으로 분석하여, 교과서 삽화의 내용이 교육목표와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교 보건교과서 4권(동화사, 천재교육, 들샘, 와

이비엠)을 대상으로선행연구[14,15,16,17]를참고하여도

출한판단기준과분석틀을이용하여외형적분석과내용

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외형적 분석은 총 5가지(사

진, 그림, 도해, 도표, 만화) 항목을 토대로 분석하였고,

내용적 분석은 총 6가지(동기유발, 실험안내, 자료제공,

설명·표현기능, 장식기능, 실험결과) 분석기준으로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삽화

수로 보면 'A’가 588개의 삽화로 가장 많은개수가 나왔

고, 그에 반해가장적게나온출판사는 301개로 ‘C’이다.

외형적분석의결과출판사 4곳의교과서모두 ‘그림’ 항

목이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다. ‘A’의 경우사진의비율

또한 높은 반면에 도해의 비중은 3%로 매우 낮았다. 각

단원도입부에만화를넣어학습자들에게동기와흥미를

유발시키는 점을 보았을 때 만화의 양은 적당하다고 생

각된다. ‘B'의 경우 'A'와 마찬가지로 그림의 비중이

42%로 가장 컸으며, 도해의 비중이 1%로 가장 작았다.

학습자들이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모든 단원에서

만화의비중을높여재미있게표현한것은좋으나, 만화

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려다 보니 도해와 도표의 비중이

낮아서 설명이 부족하고, 사진의 수가 적어서 실물에 대

한 정보 전달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C' 또한 그림의

비중이 50%로 가장 컸으며, 만화의 수가 1%로 가장 적

어 재미와 풍자적인 부분 또한 적었다. 교수자가 학생을

대상으로수업하는동안다소딱딱한면이있을수도있

겠지만, 도표와 도해의 비중이 높은바 정확하고 쉬운 설

명으로 학습자들에게 충분한 전달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D’ 교과서는 다른 출판사들과는 다

르게 그림의 비중(30%)보다 사진에 비중(35%)을 더 많

이 두어 사실적인 자료를 학습자들에게 전달 하고자 하

였으며, 각 외형적 항목의 요소들이 비교적 알맞은 비율

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내용적 분석결과에서는 4

종교과서가공통으로 ‘자료제공’의 기능이가장큰비율

을 차지한 가운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A’

교과서는 자료제공 비중이 39%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

째로는 장식기능이 27%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른

교과서들에 비해 동기유발기능을 11%로 많이 삽입하여

단원의도입부에서학습자들이학습에대한흥미를느끼

게해주었다. ‘B’ 교과서는자료제공의기능이 52%로 4종

교과서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고, 장식기능은 1%

로 가장 낮았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가급적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자 장식기능이나 여백 등을 최소화한 때문이라

고생각한다. ‘C’ 교과서또한자료제공의비율이높았으

며, 장식기능이 동기유발보다 15%p나 높았다. 보건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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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갖는교육목표를달성함에있어장식기능의삽화보다

는학습자들에게흥미를줄수있는동기유발의역할이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동기유발 부분의 비중

을 더 늘려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D’ 교과서는 두 번째

로 높은 비율이 설명·표현기능으로 25%를 차지하였다.

동기유발의경우 7%밖에안되지만각단원의도입부에

만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 낮은 비율은 아니

라고 생각한다.

이상을 토대로 향후 보건교과서 개정 시 참고할만한

사항을 제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형적인 측면에

서는 건강 및 보건활동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기

능을갖는도해의빈도가높아져야하겠다. 도표또한자

료의 정리 및 정보 표현의 중요한 수단인 만큼, 도표에

대한 이해도 빅데이터 시대에 부응하는 필수 지식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도표에대한빈도도조금더높이는것

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보건교과서가보건교육의목표에더욱부합되도록구성

되기위해서는단순한자료제공이나장식기능의삽화빈

도는 줄이고 실험결과 등의 삽화 빈도는 늘려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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