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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visual elements in Korea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and compare the results with Hill's

(2003) which attempted to analyze visuals in British EFL coursebooks.

In this study, all 15 English textbooks of high school year 1 in Korea

were selected and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and

comparison, the following results have been obtained. First, there were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kinds of texts-

Korean high school textbooks and British EFL coursebooks. One

similarity was found in regard to the average of pictures and drawings.

Second, it was found that in both cases, more pictures were used than

the drawings. Third, with regard to the identity of the pictures and

drawings used in both texts, there was a higher degree of the use of

people than that of objects.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pictures and

drawings were used more for decorative purpose rather than for the

purpose of actual use in teaching and learning. The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will shed light on visual impact in EFL coursebooks and

explore ways to provide learners and teachers with meaningful learning

and teaching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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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학습함에 있어 교재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런

교재의 개발과 학습 현장에서의 적절한 사용은 더욱 더 중요하다. 현재의 영어 교

재의 개발 추세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직접적인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하며 가장 중요한 교

재는 바로 전통적인 ‘종이 교재’이다. 그 교재를 구성하는 내용은 글로 이루어지는

텍스트와 각종 사진과 그림을 포함하는 삽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삽화는 언어 기

능 교육에 있어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북돋워 주며 자신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쉽게 이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문이나 잡지 등의

만평은 삽화로서 독자에게 전달하고자하는 바를 그 어느 글보다도 강렬하

게 전달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학습 능력은 시각

적인 영상을 통해 인지가 이루어질 때 더욱 쉽고 빨리 새로운 사실을 받아

들일 수 있음은 모두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재에서

사용되는 삽화의 사용 실태에 대한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새로운 교재의 편

찬 시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 교재로는 일차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1학

년 영어 교과서를 선택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1997)에 의거한 고등학교 최

초의 교재이며, 고등학교 영어 교육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체재를 갖추고 있기 때

문이다. 과거의 제 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비교해 모든 삽화가 컬러화 되어 시각

적으로 교육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실제적으로 대학입시 문제와 맞물려

교과서의 이용이 저조한 것이 현재의 고등학교 실정이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모든

계열의 고등학교에서 최종적으로 교과서에 충실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

로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1학년 15종 교과서의 삽화

를 분석해 사용된 삽화의 종류별 분포, 삽화가 실제 학습의 자료로 사용되는지 여

부, 삽화의 주제가 무엇인지의 여부, 교재의 전체 페이지 수에 대한 삽화의 사용 비

율, 그리고 삽화가 언어의 네 가지 기능별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지

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제까지의 영어 학습 교재에 대한 삽화의 연구는 주로 문화 비교적인 측면, 학

습자의 심리적 측면, 그리고 학습 효과 면에 연구 방향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Hill(2003)에 의하면 삽화의 실제 학습 활동 사용 유무, 삽화의 종류와 주제, 교재에

서 사용되는 전체 삽화 수의 비교 등을 통해서 삽화의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실제

학습과정에서 장식적인 삽화의 사용을 자제하고 더욱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분석에서 얻은 자료와 선행연구인 Hill(2003)의 결과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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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두 가지 종류의 영어 교재에 있어 삽화 사용의 공통적인 점과 차이점이

무엇이며, 언어의 네 가지 학습 영역에서의 적절한 삽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

아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 얻어진 사실이 삽화 연구의 또 다른 연구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영어 교재에서 시각적 자료 연구의 세계적 흐름

이 장에서는 우선 영어 교재 연구에 있어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영어 교재 분석 이론이 도입된 것은 1970년대의 Stevick(1972), 1980년대

의 Rivers(1981), 그리고 1990년대의 Skierso(1991) 등에 의해서였다. 교재의 구성과

학습자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분석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준거해 교재의 충실도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즉, 영어 교재를 평가 대상으로

삼아 교재 평가 모형을 연구하고 세부 평가 준거를 만들었다. 이들 분석 기준에는

학습 목표, 교재의 내용, 학습 효과성과 더불어 교재의 편성 체재 및 시각적 자료에

대한 분석 기준도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교재의 세부 평가 분석에 있어 시각적 자

료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그 연구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연구의 결과도 그렇게 많이 보고되지 않는 실정이다. Hill(2003)의 견해에 따

르면 교재에 대한 시각 자료 분석의 효시는 1966년 Corder의 The Visual Element

in Language Teaching에서 시각 자료에 관하여 ‘삽화에 관한 대화’ (talk about a

picture)와 ‘삽화를 이용한 대화’(talk with a picture)의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진

이후, Wright(1976, 1989), McAlpin(1980), Bowen(1982), Hill(1990), Wright와

Haleem(1991)의 연구가 계속 이어져왔다. Harmer(2001)는 ‘그림과 이미지’를 하나

의 독립된 시각자료로 구분해 연구하였다.

영국의 경우 EFL를 대상으로 한 교재의 시각 자료 연구는 1960년대 Candlin의

‘삽화가 없는 시기’와 1970년대의 O'Neill(1975)의 ‘초기 흑백 그림 시기’를 거쳐 연

구가 이루어졌다. 오늘날은‘다양한 ‘컬러 그림과 사진 자료 시기’로 구분되어 교재에

미치는 시각 자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 한국의 영어 교과서 분석 및 삽화 연구 추이

영어 교과서를 하나의 객관적인 교재로 평가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고 연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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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 1970년대인데 그 이유로는 아마도 1970년대에 특수대학원

으로 교육대학원이 설립되어 교과서에 대한 각종 연구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자리

를 잡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영어 교과서에 대한 분석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

는데 이 시기에 석희선(1985)의 한국과 대만 양국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사용된 어

휘 비교 분석 연구가 있었고, 이정은(1986)의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문화적 배경

과 내용 분석, 이정화(1989)의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대화문 분석 등이 있다. 전통

적인 영어 자체의 분석 외에도 EFL 상황에 놓인 다른 국가의 교과서를 비교 분석

하고 교과서 내용에서 문화적인 측면과 실제 회화와 관련된 부분의 연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1990년대의 영어 교과서 분석은 1987년 3월 제5차 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개

정으로 말미암아 단일화 되어 있던 중학교 영어 교과서가 다시 검인정으로 제작되

어 다양한 교과서의 제작과 더불어 교과서의 분석 연구도 더욱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종혜(1998)는 의사소통 기능과 듣기 활동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공통영어

의 듣기 부분에 관한 연구 분석을 하였다. 김혜련(1998)은 영어 교재 평가 모형을

연구하고 그 결과 부족한 점을 보강해 새로운 평가 분석 모형을 선보였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영어 교재 분석 평가 모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데 앞선 시기의 영어 교재에 대한 단편적인 부분이나 내용의 분석에서 벗

어나 교재를 세분화해 더욱 세밀한 교재 분석 평가 모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Soh와 Park(2003)의 중학교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문화적

요소 분석, Park과 Suh(2003)의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제6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영어교과서의 비교 분석, Kim(2004)의 고등학교 영어교과

서에서의 연어 사용 분석이다. 특히 괄목할 만한 연구로는 신형욱(1999)과 이성희

(2001)의 교재 평가의 원칙이나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였다. 또 하나의 교과서 분석

방향은 바로 삽화와 관련된 것인데,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삽화에 대한 분석 연

구를 한 이광석(2000)과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삽화의 문제점에 관해 연구한 조경

애(2003)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영어 교재에서 삽화가 가진 교육 효과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이 주요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Hill(2003)의 삽화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 - 삽화의 종류, 삽화의 실질 사

용, 삽화의 교재 당 사용 비율 등 - 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내용은 상당한 도입의

필요성과 영어 교재의 삽화 분석에서 좋은 연구가 될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Hill(2003)이 EFL 교재의 삽화를 분류한 방법과 이에 덧붙여 언어 네 영

역에서 사용되는 삽화의 쓰임을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15종을 대상으로 시각

자료의 사용 측면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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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최근의 외국 영어 교재에서 사용된 삽화를 연구 분석한 결과를 인용

및 일부 재편집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현재 사용 중인 고등영어 교과서의 삽화 사

용 실태를 분류하여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도록 하였다.

첫째, EFL 교재 대상의 삽화와 관련된 교재 분석은 Hill(2003)의 The Visual

Element in EFL Coursebooks 에 언급된 내용을 기초로 분석하였다.

둘째, 분석 대상 교과서로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편된 고등학교 1학년용 영

어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사용된 거의 모든 삽화가 컬러로 제작되어 있

으며 영어 교재로서 언어 기능의 네 영역을 전부 포함하고 있어 언어 기능에 따른

삽화의 사용 분포도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표 1은 비교 분석대상으로 쓰인 고

등학교 영어 1학년 교과서 15종과 Hill(2003)의 EFL 교재 목록이다.

표 1

분석 대상 교재 목록

구 분 교 재 명 저 자 출판년도 출판사

고등

영어

고등영어 배두본외 7인 2002 교학사

〃 심명호외 4인 〃 교학사

〃 김덕기외 9인 〃 금성출판사

〃 이기동외 3인 〃 능률영어사

〃 이찬승외 4인 〃 능률영어사

〃 김성곤외 4인 〃 두산

〃 강홍립외 4인 〃 대한교과서

〃 박영식외 3인 〃 법문사

〃 신정현외 3인 〃 시사영어사

〃 임병빈외 4인 〃 장원교육

〃 김충배외 3인 〃 중앙교육 진흥연구소

〃 이맹성외 6인 〃 지학사

〃 이병민외 4인 〃 천재교육

〃 이흥수외 5인 〃 케이스

〃 김임득외 4인 〃 현대영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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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 재 명 저 자 출판년도 출판사

Hill

(2003)

Headway

(Pre‐Intermediate)

J. Soars &

L. Soars
199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atters (Upper

Intermediate)

J. Bell & R.

Gower
1992 Harlow: Longman

Cutting Edge (Intermediate)
S. Cunningham &

P. Moor
1998 Harlow: Longman

Inside Out (Intermediate)
S. Kay & V.

Jones
1998

London: Macmillan

Heinemann

2. 분석 방법

1) Hill(2003)의 EFL 교재의 시각자료 분석 기준

1966년 Pit Corder의 저서 The Visual Element in Language Teaching을 시작으

로 교재 속의 그림 자료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 왔다. Hill(2003)은 지난 10여 년간

영국에서 발간된 EFL 교재의 시각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그의 연구 초점은 사용되

는 시각 자료의 종류, 주제, 직접적인 학습의 도구로 사용되는지의 유무를 분류하

고, 어떻게 시각 자료가 교재에서 더 많이 직접 학습에 사용 될 수 있는지를 알아

보았다. Hill(2003)이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 기준과 그 결과는 표 2, 3, 4에 나타나

있다.

표 2

삽화의 색상과 종류에 따른 교재 분석 (Hill, 2003, p. 175 재인용)

교 재 Headway Matters Cutting Edge Inside Out 계

교재면수 111 145 125 134 515

컬러 그림 59 86 114 50 309

흑백 그림 77 1 9 23 110

계 136 88 123 73 420

컬러 사진 92 111 77 111 391

흑백 사진 30 16 16 11 73

계 122 127 93 122 464

합 계 258 215 216 195 884

첫째, 삽화의 색상과 종류의 구분에 따른 분석으로 표 2에서 주목할 점은 그림과

사진의 사용 비율이 420:884회로 사진이 두 배 가까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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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부가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교재 페이지 당 삽화의 사용 횟수로 표

14에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Hill(2003)은 삽화의 구성 내용에 따라 표 3과 같이 색상별로 인물, 장소,

물체, 대화, 활동으로 구분 분석하였다. 인물, 대화, 활동이 거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다고 보았을 때, 구성 내용에서 사람이 사물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분류에서는 삽화의 주제를 단순화하여 사람과 사물

로 대별하였고, 색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컬러로 되어있어 구분을

두지 않았다.

표 3

삽화의 주제에 따른 교재 분석 (Hill, 2003, p. 175 재인용)

교 재 Headway Matters Cutting Edge Inside Out
계

삽화 구분
컬러

그림

컬러

사진

컬러

그림

컬러

사진

컬러

그림

컬러

사진

컬러

그림

컬러

사진

인물 3 35 4 32 1 34 3 59 171

장소 11 18 3 3 23 2 5 6 71

물체 7 10 5 21 14 11 2 14 84

대화 19 3 42 28 40 8 14 17 171

활동 19 26 33 27 36 22 26 15 204

계 59 92 87 111 114 77 50 111 701

셋째, 표 4는 최근의 교재개발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Hill(2003)은 최근에 영국에서 출판된 2종의 EFL 교재만을 분석한 것이다. 삽화를

실제 학습에서 사용되는지의 유무에 따라 실제 학습에 사용되는 삽화와 단순히 장

식 목적의 삽화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 방식을 따라 고등학교 1

학년 15종 교과서를 분석했다.

표 4

삽화의 실제 학습 사용율 (Hill, 2003, p. 175 재인용)

교 재 Cutting Edge Inside Out 계 비율 (%)

사진
사용 36 39 75 18.2

장식 57 83 140 34.1

그림
사용 79 31 110 26.8

장식 44 42 86 20.9

계 216 195 41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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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분석 기준

위에서 사용된 Hill(2003)의 삽화 분류 분석 방법을 토대로 15종 교과서의 삽화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① 삽화 종류별(그림과 사진),

② 삽화의 실제 학습 활용여부,

③ 삽화 내용의 주제(사람과 사물),

④ 단원별 삽화 사용 수,

⑤ 언어 기능별 삽화 사용 실태.

IV. 분석 결과 및 논의

Hill (2003)의 EFL 교재 분석 결과와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15종을 분석한

결과 교재를 구성하는데 사용된 삽화의 쓰임이나 내용에 있어 서로 유사한 점이 다

소 나타났다. 이는 교재의 구성에서 삽화가 차지하는 영역이 어떤 일반적인 흐름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먼저 고등학교 영어교과서를 분석한 자료를 제

시하고, 본 분석 자료와 Hill (2003)의 연구 결과를 서로 비교 분석하고자한다.

1.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현재 사용 중인 검인정 고등학교 1학년 15종 교과서를

사용하였다. 14종의 교과서는 각 2개 파트의 6과로 구성되어 전체 12개 과로 구성

되어 있고, 단 1종만 2개 파트 5과의 총 10개 과로 편성되어 있다.

첫째, 15종 교과서에서 삽화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부분은 각 단원의 해당 페

이지(14종 12과, 1종 10과)만 분석하였는데 이는 목차, 파트 별 구분 페이지, 부록

및 정답 페이지는 학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장식적인 삽화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15종 교과서에서 분석한 페이지의 수는 전체 페이지 수 4,799페이지 중

3,985페이지(83%)에 이른다.

둘째, 삽화의 크기에 따른 구분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유사한 주제나

내용에 사용된 삽화라도 편집상의 공간 할당에 의해 크기가 일정치 않았고 삽화의

크기와 학습과의 직접 관련성은 없었으며 장식적인 요소가 강했기 때문이다.

셋째, 삽화의 개수 구분인데 원칙적으로 하나로 분리된 삽화는 1개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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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과제나 내용에 대응하는 것은 각각 1개의 삽화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였

다. 사진의 경우 여러 화면이 합성되어 있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1개로

취급했으나, 구분이 명확한 경우는 각각 구분해 1개씩 분류했다. 표 5는 삽화의 사

용을 분류할 때 사용한 표로 분류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표 5

삽화 사용 분류표
* 출판사 : (주) * 저자 : 외 인

Section

Classifi

-

cation

Part

1 과 2 과

총계
그림 사진 그림 사진

사용 장식 사용 장식 사용 장식 사용 장식

사람 사물 사람 사물 사람 사물 사람 사물 사람 사물 사람 사물 사람 사물 사람 사물

Lesson

Cover Page

Learnin

g Goals
r 1 1 1 3

Let's

Think Back
l,s 4 4 8

Let's

Listen
Task A l 3 6 9

‐- ‐- ‐-

넷째, 교재에서 사용된 삽화로는 그림, 사진, 컴퓨터 그래픽, 모자이크, 판화 등으

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크게 그림과, 사진으로 대별해 분석하였다. 먼

저, 그림은 사람의 손을 사용해 그리거나 오려 붙인 모자이크 류의 것들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각종 그래프, 퍼즐, 장식적인 틀(내용 흐

름도, 개념도 등)은 배제시켰다. 다음은 사진으로 전통적인 사진 형태의 것들이 포

함되었으나 각 단원의 항목별 장식을 위한 반복되는 캐릭터 등은 제외시켰다. 삽화

를 그림과 사진으로 구분해 분석한 내용은 표 6에 나타나 있다.

표 6

삽화 종류별 사용 비율

구분

그 림 사 진

총계사 용 장 식
소계

사 용 장 식
소계

사람 사물 계 사람 사물 계 사람 사물 계 사람 사물 계

횟수 1,946 477 2,423 1,807 291 2,098 4,521 343 430 773 955 725 1,680 2,453 6,974

%

80 20 100 86 14 100 100 44 56 100 57 43 100 100

10054 46 100 32 68 100

6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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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삽화의 사용 용도에 따른 분류로 장식형과 사용형으로 대별하였다. 장식

형은 교재 내용의 학습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으며, 주로 교과서 편집

시 공간의 배치와 연관되어 시각적 효과를 주기 위해 사용되는 삽화를 말한다. 예

를 들어, 바탕 전체 배경으로 사용하거나 읽기 자료에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해당되었다. 사용형은 학습 내용과 관련해 학습 시 그 삽화가 직

접적으로 이용되며, 삽화가 없으면 전혀 학습이 불가능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15종

교과서의 장식적으로 사용된 삽화와 실제 사용되는 삽화의 분석 결과는 표 7에 나

타나 있다.

표 7

삽화의 실제 활용도 비교

활용
유무

삽화

사 용 장 식
총계

사람 % 사물 % 계 % 사람 % 사물 % 계 %

그 림 1,946 80 477 20 2,423 100 1,807 86 291 14 2,098 100 4,521

사 진 343 44 430 56 773 100 955 57 725 43 1,680 100 2,453

계
2,289 62 907 38 3,196 100 2,762 72 1,016 28 3,778 100 6,974

46 % 54 % 100 %

여섯째,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삽화를 주제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삽화

를 구분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삽화의 주요 내용이 사람이거나 삽화 속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으로,

동물, 식물, 환경 등 사람이 없을 때는 사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8에 나타나 있다.

표 8

삽화 내용의 주제별 비교

주제

삽화

사 람 사 물
총계

사용 % 장식 % 계 % 사용 % 장식 % 계 %

그림 1,946 52 1,807 48 3,753 100 477 62 291 38 768 100 4,521

사진 343 26 955 74 1,298 100 430 37 725 53 1,155 100 2,453

계
2,289 39 2,762 61 5,051 100 907 47 1,016 53 1,923 100 6,974

72 % 28 % 100 %

일곱째, 교과서에 사용된 삽화가 각 단원 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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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다. 가장 삽화의 사용이 많은 단원은 6과로 658회가 사용된 반면에 가

장 적게 사용된 11단원의 경우 498회로 그 차이가 무려 160회나 된다. 이는 1종(법

문사 10단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상당한 것이다. 어느 한 단원

에 많은 삽화가 사용되고 다른 단원에 그 쓰임이 아주 적다면 이는 학습자에게 시

각자료의 불균형으로 인한 학습의 혼동을 가져 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교재 편찬 시 이러한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표 9는 고등 영어

15종 교과서의 단원 별 삽화 사용 회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9

15종 교과서 단원별 삽화 사용 회수

단

원

별

그 림 사 진

총계사 용 장 식
소계

사 용 장 식
소계

사람 사물 계 사람 사물 계 사람 사물 계 사람 사물 계

1 179 46 225 166 11 177 402 41 24 65 75 27 102 167 569

2 158 32 190 184 15 199 389 42 38 80 79 46 125 205 594

3 190 32 222 190 7 197 419 27 25 52 109 39 148 200 619

4 209 38 247 142 28 170 417 27 39 66 59 70 129 195 612

5 169 32 201 168 30 198 399 17 28 45 71 34 105 150 549

6 150 69 219 132 24 156 375 28 83 111 101 71 172 283 658

7 133 35 168 144 23 167 335 35 35 70 73 100 173 243 578

8 164 34 198 135 28 163 361 21 38 59 62 83 145 204 565

9 170 43 213 169 41 210 423 18 19 37 75 86 161 198 621

10 148 33 181 120 23 143 324 43 39 82 120 60 180 262 586

11 105 49 154 120 16 136 290 38 40 78 71 59 130 208 498

12 171 34 205 137 45 182 387 6 22 28 60 50 110 138 525

계 1,946 477 2,423 1,807 291 2,098 4,521 343 430 773 955 725 1,680 2,453 6,974

여덟째,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삽화의 사용이 각 단원 별로 몇 번이나 사용

되었는지에 관해 분석해 보았다.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원 별 최대 사용 횟

수는 336.5회이고, 최소 256회를 사용해 그 차이가 무려 80.5회에 이르렀다. 특히 교

재의 후반부인 11, 12과에서는 삽화 사용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학습자에게 각

단원의 학습 시 시각적 자료의 흐름에 큰 차이를 인지하게 되어 학습 효과에 상당

한 역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재의 저자나 편집자, 출판업자들은

각 단원 별 삽화의 구성에도 교재 제작 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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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단원별 삽화 사용수

단 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삽화 수 569 594 619 612 549 658 578 565 621 586 498 525 6,974

교재 수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4 14 15(14)

평균 삽화 수 292 304.5 317 313 282 336.5 296.5 290 318 300.5 256 269.5 297.96

아홉째, 삽화의 쓰임이 언어의 4가지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만약 어느 한 기능에 삽화가 지나

치게 편중되어 사용된다면 4가지 영역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삽화의 역

할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과서의 언어 4기능의 세

부 분류 기준은 표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1

언어기능별 세부 분류 구분

언어 영역 분류 항목

듣 기 다음을 듣고 내용과 관련 있는 그림에 번호를 써 봅시다.

말하기 밑줄 친 부분에 다른 말을 넣어 친구와 대화해 봅시다.

읽 기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면 T, 그렇지 않으면 F로 표시해 봅시다.

쓰 기 다음을 주어진 말로 시작해 다시 써 봅시다.

듣고 말하기 다음을 듣고 <보기>에서 알맞은 표현을 골라 대화해 봅시다.

듣고 쓰기 다음을 듣고 내용에 맞게 빈칸을 알맞게 완성해 봅시다.

읽고 듣기 학습 목표를 읽고 목표와 관련 내용을 듣기

읽고 말하기 다음 대화문을 읽고 밑줄 친 부분을 바꾸어 대화 연습을 해 봅시다.

읽고 쓰기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봅시다.

쓰고 말하기 다음 글을 완성하여 짝과 말해 봅시다.

듣고 읽고 쓰기 <보기>의 연결된 부분에 유의하여 잘 듣고 빈칸을 채워 봅시다.

듣고 말하고 쓰기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대화를 완성해 보자.

읽고 말하고 쓰기
주어진 표현을 참고하여 그림을 보면서 둘 사이의 차이점을 묻고
대답해 봅시다.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 역할극, 과제 해결 모둠 활동 등

열째, 언어의 4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사용된 삽화의 비율을 알아보고

자 했다. 표 12는 각 언어 기능별 교재의 구성 비율을 보여준다. 단원 별 페이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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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1 페이지이다. 교재 구성 상 차지하고 있는 페이지 수에 대한 비율은 듣기 기

능 학습에 가장 적은 양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읽기 기능이 차지하고

있는 페이지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쓰기 부분에 할당한 페이지 수는 5.1

페이지로 전체 페이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에 이르러 다른 언어 기능보다 그

양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A 교과서를 가지고 그 비율을 확인해 보았는데 선택한

이유는 15종 교과서 별로 각 기능에 대한 편집 비율이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

문이다. 표 12의 분석은 표 13에서 분석된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기능별 삽화

사용 부분과의 비교를 위한 참고용으로 분류되었다. 예를 들어 표 12에서 쓰기 기

능에는 24% 정도가 할당되었지만 표 13에서의 단일 목적으로 사용되는 삽화의 비

율은 불과 9%에 불과해 그 차이가 많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표 12

A 교과서의 언어 기능별 교재 편성

언어 기능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계

교재 페이지 수 2.3 5.6 8.0 5.1 21

% 11 27 38 24 100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종합 분석된 언어 기능별 삽화의 사용 실태는 표 13과 같

다. 먼저 한 가지 언어 기능에 사용된 삽화와 2가지 이상의 통합 목적으로 사용된

삽화의 비율은 80 : 20%로 단일 목적의 삽화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쓰기 기능에 있어서 삽화 사용이 다른 기능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

이다. 통합 목적으로 사용된 쓰기 기능의 803회를 포함해도 쓰기 기능에 있어서의

삽화 사용 비율은 1,286회로 전체 6,974회 중 18% 밖에 되지 않아 다른 기능에 비

해 삽화 사용율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비록 단일 목적의 언어 영역이라고 할지

라도 교사의 활용에 따라 그 기능은 통합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보며 그러

한 다양한 목적으로의 삽화를 사용하는 것도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표 13

언어 기능별 삽화 사용 현황

구분

단일 목적 사용 통합 목적 사용

총계
듣기

말하

기
읽기 쓰기 계

듣기

와

말하

기

듣기

와

읽기

듣기

와

쓰기

읽기

와

말하

기

읽기

와

쓰기

말하

기와

쓰기

듣기,

읽기

와

쓰기

듣기,

말하

기와

쓰기

읽기,

말하

기와

쓰기

듣기,

말하기,

읽기와

쓰기

계

사용

횟수
1,655 1,472 1,982 483 5,592 399 57 180 123 195 176 8 55 29 160 1,382 6,974

%
30 26 35 9 100 29 4 13 9 14 13 ‐ 4 2 12 100 100

80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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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FL 교재와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비교 분석

EFL 교재를 분석한 Hill(2003)의 결과와 고등영어 교과서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

과를 비교 분석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첫째, 교재에서 삽화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분석이다. Hill(2003)이 분석한 EFL

교재와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삽화의 페이지 당 사용 비율은 거의 같은 1.72: 1.75개

로 분석되었다. 이는 회화 중심의 영어 교재를 분석한 Hill(2003)과 언어의 4기능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간에 교재의 구성 취지는 근본적으로 다

르지만 삽화의 사용에 대해 어느 정도는 유사해 보인다. 따라서 교재를 집필 제작

함에 있어 어느 정도 참고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래 표 14는 Hill(2003)의 연구

결과와 고둥학교 영어 교과서 사이의 페이지 당 삽화 사용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Hill(2003)이 분석한 교재에서의 삽화 사용은 최소 1.46개에서 최대 2.32개로 분석된

반면, 고등학교 영어교과서는 최소 1.05개에서 최대 2.51개로 두 배가 훨씬 넘는 삽

화 사용의 차이를 보여주어 교과서 별 차이가 다소 많게 나타났다.

표 14

교재 페이지 당 삽화 사용 수

구 분 교재명 (출판사)
전체 (분석)

교재 페이지 수
삽화 수

교재 페이지 당

삽화 평균 수
비 고

Hill

(2003)

Headway 111 258 2.32

Matters 145 215 1.48

Cutting Edge 125 216 1.73

Inside Out 134 195 1.46

계 515 884 1.72

고등

영어

교학사 279 451 1.62 배두본외 7인

교학사 265 546 2.06 심명호외 4인

금성출판사 267 394 1.48

능률영어사 268 281 1.05 이기동외 3인

능률영어사 266 304 1.14 이찬승외 4인

두산 264 559 2.12

대한교과서 276 394 1.43

법문사 237 534 2.25 10과로 구성

시사영어사 270 449 1.66

장원교육 268 477 1.78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76 693 2.51

지학사 264 571 2.16

천재교육 267 540 2.02

케이스 272 376 1.38

현대영어사 246 405 1.65

계 3,985 6,974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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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삽화의 종류를 그림과 사진으로 대별한 분석 결과이다. 표 15에서 보는 바

와 같이 Hill(2003)이 분석한 EFL 교재의 그림과 사진에 있어 사용 비율의 차이는

12% 정도로 사진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 결과

는 그림이 사진보다 30% 이상 더 많이 사용되어 사진보다 거의 배 이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아마도 듣고, 말하기 위주의 목적용으로 개발

된 EFL 교재보다는 언어의 4기능을 다 같이 다루고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에

합당한 사진을 구하기가 어렵고, 삽화로 그림을 사용하는 것이 사진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교재 제작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5

삽화의 종류에 따른 사용

구 분
그 림 사 진 계

사용횟수 % 사용횟수 % 사용횟수 %

Hill(2003) 310 44 391 56 701 100

고등 영어(15종) 4,521 65 2,453 35 6,974 100

계 4,831 54.5 2,844 45.5 7,675 100

셋째, 삽화가 묘사하는 주제를 사람과 사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표 16은

삽화에 등장하는 사람과 사물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물의 삽화보다

는 사람의 삽화가 3배나 많다는 것이다. 특히 Hill(2003)의 결과와 고둥학교 영어

교과서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사람과 사물간의 사용 비율 차이가 5-6%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의사소통 기능에 중점을 둔 영국에서 개발된 EFL 교재와 마찬

가지로 새롭게 개편된 15종 교과서에서도 의사소통 중심의 학습을 주로 하는 내용

으로 교과서가 편성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고 본다. 사람의 의사소통 기능이 많아

질수록 사람을 삽화의 주제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경우로 판단된다. 여기서 교육적

인 효과 면에서 본다면, 한 교재에서 캐릭터를 사용할 때 사람만을 캐릭터로 한 삽

화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동물이나 로봇 등의 캐릭터를 삽화로사용하는 것에 대

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16

삽화 묘사 객체

구 분
사 람 사 물 계

사용횟수 % 사용횟수 % 사용횟수 %

Hill(2003) 546 78 155 22 701 100

고등 영어(15종) 5,051 72 1,923 28 6,974 100

계 5,597 75 2,078 25 7,675 100



114 남동식과 박매란

넷째, 표 17은 삽화가 실제 학습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그 목적을 ‘사용

(use)’ 목적과 ‘장식(decoration)’ 목적으로 이분해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

과 Hill(2003)의 영어 교재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실제 사용되는 삽화와 장식을

위한 삽화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 위주의 교재인 EFL 교재가 언

어 4영역이 다 포함된 15종 교과서와 비교해서도 장식용 삽화의 사용이 비슷한 비

율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교재에서 차지하는 장식용 삽화는 교재 편집에 있어

절대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Hill(2003)에 따르면 EFL 교재 출판업자나 편집자는 학

습 활동과 관련된 삽화를 제공하기 보다는 공간을 예쁘게 채울 수 있는 삽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p. 176). 또한 Hill(2003)은 장식용 삽화를 줄

이고 실제 학습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 삽화 위에 말 풍선을 사

용한 대화체 문장이 있을 때 화살표를 이용해 대화자를 연결해 주는 방법을 제안하

기도 했다. 지나친 장식용의 삽화 사용은 학습자의 주의를 흩트리고 학습 목표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식용 삽화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표 17

삽화의 활용 목적

구 분
사 용 장 식 계

사용횟수 % 사용횟수 % 사용횟수 %

Hill(2003) 185 45 226 55 411 100

고등 영어(15종) 3,196 46 3,778 54 6,974 100

계 3,381 45.5 4,004 54.5 7,385 100

V. 결론

본 연구는 Hill(2003)의 EFL 교재의 삽화와 관련한 분석 연구 결과와 고등학교 1

학년 15종의 영어 교과서에 실린 삽화를 분석하였다. 상호 관련이 있는 부분은 비

교 분석하였으며, 언어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한 15종 교과서의 구성 비율과 삽화의

사용 실태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첫째, 2002학년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채택되면서 전면 개정된 새로운 고등학

교 1학년 교과서는 이전의 교과서 보다 획기적으로 많은 삽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삽화의 컬러화와 종전의 삽화가 주로 사진과 그림이었던 것

에 비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도입과 그것을 삽화와 합성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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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 결과 삽화가 시각적인 학습 자료로서 학습 효과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경우 페이지 당 평균 1.75개의 삽화가 사용

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것은 영국에서 개발된 EFL 교재의 경우 페이지 당 평균

1.72개인 것과 유사한 사용 횟수를 보여주었다. 삽화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이 교

사와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

만 여기서 얻은 결과는 삽화가 교재 편집에 있어 페이지 당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에 대해서는 약간의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EFL 교재의 분석에서는 삽화로 사진과 그림의 사용이 12%의 차이를 보여

거의 대등하게 사용되었다.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에서는 각종 그래프, 도표, 컴퓨터

그래픽 류의 그림을 제외하고 사용된 그림과 사진의 분석 결과는 그림을 삽화로 사

용하는 비율이 사진을 삽화로 사용하는 비율보다 더 높았다. 이는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대화 활동을 강조하는 새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습 내용에 적합한 사

진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교재 제작자의 편리성 추구

의 결과 일 수도 있을 것이다. 삽화에서 그림이 사진의 거의 2배(65%:35%)에 이른

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실제 학습에 사용되는 그림 중 일부

에서는 그림의 수준이 조잡하고 학습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넷째, EFL 교재와 고등학교 교과서의 삽화에 담겨있는 내용에 따라 사람과 사물

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사람을 주제로 한 삽화가 사물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3배

나 많았다. 영어 교재에서 그림과 사진의 적정 사용 수준을 논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나, 예를 들어 대화를 나타내는 삽화의 경우에 화자 모두가 사람으로 구성된

상황보다는 대화의 화자를 사람 이외의 동물이나 의인화된 캐릭터 등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제시한다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EFL 교재와 15종 교과서의 삽화가 학습활동에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비

율이 장식적으로 사용된 경우보다 10% 정도 적다는 것은 삽화가 학습 활동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삽화를 학습 활동과 연계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

되어 단지 형식적으로 빈 공간을 채운다는 의미보다는 학습 내용과 연계시켜 이를

활용하고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

이다.

여섯째,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현실에서 언어의 4가지 영역이 교재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어느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제작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교재

에서 사용되는 삽화의 경우 또한 그래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삽화 분석에

서 통합 언어 학습 영역(전체 삽화 중 20%)을 제외한 단일 언어 학습 영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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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를 위한 삽화의 사용은 9%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쓰기 영역에 대한 지도가 가장 부족하다는 사실에 이견

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재에서 조차도 쓰기의 효율적

지도와 학생들의 낮은 작문 실력을 보완해 줄 삽화의 적절한 이용이 없다는 사실은

앞으로 교과서 개정 시 참고 사항으로 삼아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삽화가 교재에서 사용되는 내용을 분류하고 그 결과를 통해 시각자료

의 다양한 함축적인 의미를 분석해 보았다. 이후에 고등학교 이외의 교과서를 대상

으로 더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영어 교재에 있어 시각 자료의 학

습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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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Over Ele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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