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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qualitative case study  is to understand how the 
idea of data view and information graphics is used in the social studies 
high school textbook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national curriculum 
documents and social studies middle school textbooks for the 10th grade 
students. 
We set up three questions for this study; what kinds of information 

graphics are used in the textbooks, how the graphics are organized in the 
social studies middle school, and how the 7th social studies curriculum is 
related with the 7th national mathematics curriculum.
Through the data analysis, we found that 1) photographs, information 

tables, illustrations, etc., are used and frequencies of their usages are in 
descending order, 2) double lines graphs, and stripe graphs are often 
adopted for the comparison of populations, 3) the relation of the two 
subjects curricula is not well developed, especially in the curriculum steps 
of informaion maps, scatter diagrams, and comparison of populations. 
Finally we suggest that new web site of data view or information 

graphics be provided for two curricula, workshop of information graphics 
be needed for social studies teachers, and modification of the 7th 
probability and statistics curriculum .

Keywords : information graphics, information maps, national curriculum 
documents, social studies high school texts  

1. 들어가면서

오늘의 정보기술과 소프트컴퓨팅의 발전은 다양한 중등학교 교과교재에서 정보그래

픽스 발달과 활용의 촉매제가 되었다. 정보그래픽스는 데이터 분석과정의 중요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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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이루고 있으며, 효과적인 초.중등학교 교육을 위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 표현하는 정보그래픽스 용어는 통계정보 그래픽스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

다. 윤기중(1981)은 통계학과 연관된 학문으로 사회과학을 들었으며, 통계정보와 정보

그래픽스를 응용하는 초.중등 사회과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상복(2004) 등은 중등 수

학과 확률통계 단원의 내용 자료가 소재의 국한성 및 인접교과와의 연계성 부족을 수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 외에 많은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확률통계 교수학습 내

용의 문제점으로 이론 위주의 교육, 사례 제시의 비현실성 등, 수학과 7단계에서 10단

계와 수학 I과의 여러 가지 이론적 괴리 등의 문제는 학생들의 통계 학습의 흥미를 

잃게 하거나, 교사들의 확률통계 단원지도를 어렵게 하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등수학의 인접교과인 사회과에서 통계정보 자료의 활용을 살펴보는 것은 제 7차 교

육과정의  내용 역 간의 통합, 내용과 경험의 통합, 내용과 방법의 통합이라는 통합

형 교과 학습 목표의 취지에 부합된다(이상복,2005).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10단계 사회과는 수준별 교육과정운 과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사고력 신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은 전국 공통의 자료와 

지역화 자료를 이용한 지도를 한다. 그리고, 좋은 지역화 자료는 지도, 사진 삽화와 

동 상 등을 망라하는 정보그래픽스로 확대 정의 할 수 있고,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통계정보 그래픽스로 표현할 수 있다. 사회과 10단계인 고등학교 공통 

사회과에서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사실의 설명보다는 사진, 삽화, 지도, 통계정

보, 동 상 순으로 흔히 사용하며, 각종 웹 정보 주소를 담고 있다. Chambers 외 3인

(1983)은 “잘 선택된 그래프만큼 강력한 단일 통계적 도구는 없다”고 주장하 다. 

사회과 교육 내용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 교과가 사회현상을 이해하거나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질문에 34.8%

의 초등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55.1%는 보통이라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

은 10.1%를 차지하 다. 중학교 교사는 35.3%가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라고 답변

했다. 반면에,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대한상의 공동의 고등학교 공통

사회과 교재 16종의 내용의 분석 결과 가운데, 통계부문의 부적절한 내용이 87건이나 

지적되어 집필진에 대하여 내용수정을 요구하 다(매일경제,2005.10.14). 한국교육과정 

평가원과 재정경제부의 상이한 초중등학교의 사회과 검정 교재분석 결과는 타 교과의 

검정 교재 내용 분석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보의 시각화가 

정보의 요약, 정보소통에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국민공통 교육과저에서의 통계정보 그

래픽스의 오용과 남용은 국가 장래에 심각한 폐해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7차 고등학교 사회과 공통 교육과정인 10단계 과정에

서흔히 채택되는 6종 검정 교과서를 통해, 각종 정보그래픽스 현황을 정리하고 특성

을 파악하여, 고등학교 공통 사회과에 있어 정보그래픽스 사용 종류와 빈도를 파악하

는데 있다. 사회과 교과서의 구체적인 분석은 편의상 대상출판사를 기호 A, B, C, D, 

E, F로 표기하 다.

2. 중학사회과 검정 교과서 정보그래픽스 현황 및 분석

고등학교 사회과 10단계는 인간과 공간, 인간과 시간, 인간과 사회라는 중학교 사회

과 내용을 모두 다루어야 하기에 교과 단원별 내용의 논리적 위계가 상대적으로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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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며, 중학 사회과 전체를 다루는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10단계 검정교과서는 국사교과를 제외한 총 

16종이다. 분석대상 교과서는 현재 가장 많이 채택된 교과서 6종으로 연구 대상을 한

정하 다. 교과서 내용에 기술된 정보그래픽스의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 첫 쪽부터 내

용 끝 쪽까지를 기준으로 하 으며, 중복된 것은 한 종으로 계산하 다. <표 1>은 교

과서 내용으로 10단원으로 집필되어 있다.

<표 1> 고등학교 공통 사회교과서 역별 단원설정

   

      역 단  원

인간과 공간  국토와 지리정보,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환경 문제와 지역문제

인간과 시간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 생활 공간의 형성과 변화, 
 공동체 생활과 사회발전, 사회변동과 미래사회

인간과 사회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시민, 정치생활과 국가, 
 국민경제와 합리적인 선택,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 사회과는 일반사회, 지리, 사회문화, 경제의 내

용이 통합되어 있어, 중학교 사회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교과 구성의 사회과 교수-

학습지도가 어려운 점도 있다(이상복, 2005).

<표 2>에서는 통계정보 그래픽스 구성요소로 도표, 그래픽스, 그림 3 요소로 나누

어, 중등학교 수학과 확률통계 교육과정의 내용을 적용하 다. 전체적으로 사진과 삽

화를 포함하여 쪽수당 평균 1.67에서 2.68개의 정보그래픽스가 제시되어, 중학교 사회

과 교과 보다는 쪽수당 평균 0.4 정도 줄었다(이상복,2005). 통계지도, 별다이그램은 

확률통계 교육과정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은 요소이며, 비교를 위한 띠그래프는 

편의상 막대그래프에, 별다이어그램은 산점도에 포함하 다. 전 교재에서  시각적 정

보매체인 사진과 삽화사용이 60% 내외로 사실정보 전달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통계정보 그래픽스는 33% 정도 사용되고 있다. 그 가운데 원자료의 요약 정리 형태인 

도표는 통계정보 그래픽스의 40%를 차지하 다.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와 다른 점은 

수학과 9-나 단계의 내용인 상관관계가 경제단원에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산점도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표의 사용이 증가한 점이다. 통계지도를 중학교 사

회과 교과와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특성도 보이고 있다. 인용문헌과 인용사진을 구

분하여 부록에 정리하고 있는 장점도 있으며, 인용 웹사이트 주소는 해당 쪽에 인용

하여, 교실현장 수업에 응용하는 점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고려한 7차 교육과정과도 

잘 부합된다. 중학 사회과 교재와 마찬가지로, 두 모집단 이상을 비교하기 위한 이중 

꺽은선 그래프와 GIS(geometric information system)개념을 도입한 통계지도의 경우

는 수학과 확률통계 교육과정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내용이다. 인용된 그림과 사진

자료의 출처를 부록에 다시 정리한 점이 수학과 검정 교과서 편집과 다른 점이었다. 

인용율은 정보그래픽스 총계를 부록의 인용색인수로 나누었으며, 14.5%에서 40.6%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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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 다. 이때, 인용색인상의 중복인용은 일회로 계산하

다.  

<표 2>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정보그래픽스 구성요소

구 성 요

소

         학년

출판사.쪽수

 고등학교학교 1학년 10단계 사회과 교과서

A

305

B

323

C

304

D

297

E

340

F

319

도표

다이어그램     7    22   36     7    46    10  

표    86    58   47    33    56    61  

수형도     1     1    0     0     3     0  

그래프

원그래프     5    12   22    10    13    14

꺽은선그래프    25    25   22    25    23    25 

막대그래프    28    29   28    16    21    35

그림그래프     11    10    8     8     6    12

통계지도    32    35   38    34    24    47

산점도     5     7    3     6     5     7

 소계  %   29.0  36.9  33.6  32.4  35.2  31.6

그림

삽화    74    53   93    91    53   118

사진   371   503  261   225   264   259

지도    28    37   50    38    45    65

 총계

       (쪽수당 평균)

 666

 (2.18)

 540

 (1.67)

  608

 (2.0)

  524

 (1.76)

 559

 (1.64)

 661

 (2.07)

인용 
문헌,사진

(인용율,%)

 123

 (18.5)

  219

 (40.6)

 123

 (20.2)

   76

 (14.5)

  170

 (30.4)

 236

 (35.7)

고등학교 사회과 10단계 교과서 정보그래픽스의 현황과 내용 조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인용된 자료의 출처가 비교적 명확하여 자료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고, 교실현장

에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의 수월성을 추구하 다.

(2) 두 모집단의 비교를 위한 다중 통계정보 그래픽스의 사용이 빈번하다. 꺽은선과 

막대그래프 혼용과 이중 꺽은선그래프, 띠그래프 등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한 

모집단의 다변량 비교는 원그래프와 별다이어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3) 전국공통자료로 서울, 경기 지역의 실생활의 통계정보자료가 흔히 사용되고 있

다. 이는 지역화 자료에 대해서 현장교사들의 사전준비와 정보그래픽스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4) 정보그래픽스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문제를 탐구활동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와ㅣ학생들의 상당한 수준의 정보그래픽스 지식을 필요로 한다.

위의 정리 사실과 비추어 7차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수학과 

8-나 단계의 사건 경우의 수, 확률, 확률의 성질, 확률의 계산, 기대값의 내용과 9-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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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상관도,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상관표의 내용 순서를 바꾸

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수학과 1-가 단계에서 10-나 단계까지 두 모집단의 비교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두 모집단 비교에 대한 개념과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통합교

과의 의미에서 볼 때도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이나 교재 집필지침에 인접교과인 사회

과의 인용 통계정보를 공통으로 활용하는 방침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나오면서

본 연구에서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10단계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6종

을 대상으로 정보그래픽스 사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결론을 도

출하 다.

첫째, 사회과 교사 양성단계부터 혹은 직무연수 단계에서 정보 그래픽스 교육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통계자료의 시각적 표현인 정보그래픽스를 이용한 교육은 이에 대

한 사회과 교사들의 지식을 전제로 한다. 사진, 삽화, 그래픽스가 사실자료 집합을 통

찰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지만, 통계정보 그래픽스에 의한 자료의 요약과 비교는 가

정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잘못된 통계정보 그래픽스에 대한 교수학습은 오히려 

통계정보를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인접교과인 수학과 교육과정의 확률통계 부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인접 사

회과 교과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확률통계 단원의 교과 내용 순서와 내용을 수정 및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회과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와의 연계성과 내용 

일치성을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중등교육과정 단계별 통계정보 인용자료 색인 사이트 운 이 필요하다. 이를 

통한 통계정보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초.중등학교 통계정보 교육의 자기주도적 학습

과 학습자의 창의성 개발 등 효율성과 흥미를 유발할 것으로 본다.

넷째, 사회과 교과서에 인용된 통계정보 그래픽스 내용의 오류에 대한 검정 작업이 

필요하다. 인용색인의 비율로 통계정보 그래픽스의 빈도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으로 이에 대한 정 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초중등학교 교육의 핵심도구인 교과서 정보그래픽스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

보완책 연구는 우리나라 통계학 교육 분야의 중요한 개척 분야로 계속적으로 연구 보

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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