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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6종 실과 교과서 소프트웨어 단원과 로봇 차시에 제시된 523개 발문 유형을

분석한 결과, SW 단원에서는 폐쇄적 발문이 77.1%, 개방적 발문이 22.9%로 나타났고 로봇 단원에서는 폐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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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교육 목적과 활동 내용에 따라 컴퓨팅 사고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컴퓨터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CT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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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수업시간에 67%는 교사와 학생의 언어적 상호 작용

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교사는 발문을 통해 학생들의 사

고를 자극하며 수업의 질은 발문의 질에 의해 좌우된다

고 할 만큼 발문은 학습 목표 도달을 위한 교사들의 핵

심 교수 기술이다[8].

이런 발문의 중요성에 맞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

과의 경우 교수 방법과 교수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만큼 다양하고 폭넓은 교수 학습 발문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국내외 여러 연구들은 이와 같은 발문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13][12][21][7].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정식 교육과정 내용

으로 포함된 SW 교육 분야의 경우, 컴퓨팅 사고력 증

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연구는 이루어져 왔지만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 투입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사 발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6

종 실과 교과서 SW 단원과 로봇 차시에 제시된 발문

유형을 분석하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SW와 로

봇 단원 교과서 발문의 한계를 보완하고 교사들이 학생

들의 컴퓨팅 사고력 신장을 위해 교육 목적과 활동 내

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 신장을 위한

발문을 개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발문 연구

2.1.1 발문의 의미와 중요성

질문은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물음을 뜻하고

발문은 질문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다양한 사고를 하면

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 또는 문제 제기

를 말한다[17]. 이처럼 질문과 발문은 누군가에게 무엇

을 물어본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질문은 화자의 의

문을 해결하기 위해 일상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고 발문은 어떤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화

자가 청자의 능동적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특정 교육

영역에서 사용한다는 점에서 질문과 구분된다.

Dewey(1933)는 좋은 발문을 한다는 것은 곧 좋은 수

업을 한다는 의미이며 질 높은 발문의 사용은 효과적

교수 행위의 완성된 그림과도 같다고 하였다[6]. 이렇게

발문은 학습자로부터 학습 내용과 관련된 것을 끄집어

내고, 관계를 알도록 돕고, 추리 과정을 쉽게 하며, 지식

을 검사하고, 사고에 도전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위

해 중요한 교수학습전략으로 사용된다[15].

2.1.2 발문의 분류

발문을 분류하는데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수업과정에

초점을 둔 분류, 인지적 과정에 따른 분류, 사고의 유형

에 따른 분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12]. 수업과정에

초점을 둔 분류는 동기화, 제시, 발전, 요약, 적용 등이

며 교수 과정에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기능별로 한정

된 발문, 관련된 발문, 부정적 발문으로 구분된다. 인지

적 과정에 따른 분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이

거쳐야 하는 인지 과정에 대한 분류 방식으로 대표적으

로 Bloom(1956)의 6단계(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인지수준에 따른 발문 분류 방식이 있다[1]. 사고

의 유형에 따른 발문은 크게 인지적 발문과 확산적 발

문으로 나누며 암기, 해결, 창조 수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세부 하위 요소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그 중

Blosser(1973)은 학생들이 교사의 발문에 대답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사고 수준에 초점을 맞춰 발문을 분류하였

다.[2].

<Table 1> Levels of thinking Expexted by Questions

Blosser는 <Table 1>과 같이 사고와 관련된 발문 범

주로 크게 일정한 답이 정해진 폐쇄적 발문과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개연적 발문으로 나누었다. 폐쇄적

발문은 지식의 회상에 의존하여 단순한 사실을 기억하

Question
type

Question function

Closed
questions

Cognitive-Memory Operations

Convergent Thinking Operations

Open
questions

Divergent thinking Operations

Evaluative thinking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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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인지·기억적 발문과 기존에 획득한 정보를 바

탕으로 자료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재구성, 종합, 해석하

게 하는 수렴적 발문으로 나누었다. 또한 개연적 발문은

불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대답 형태의 제한

없이 예측, 추론하게 하는 확산적 발문과 학생의 합리적

사고 조작에 따라 개인의 반응에 대한 정당성을 요구하

거나 가치를 판단하게 하는 평가적 발문으로 나누었다

[2].

2.2 컴퓨팅 사고 문제 해결 요소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이하 CT)은

컴퓨터 교육의 핵심 개념으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정

의가 존재하며 전용주(2017)는 Wing(2006), CSTA &

ISTE (2011), Google(2015) 등 다양한 연구자들이 제시

한 CT 문제 해결 요소들 간에 상호 관련성을 <Table

2>과 같이 정리하였다[3][9][25][27].

<Table 2> Researcher's CT component and Correlation

Wing
(2006)

Philip
(2011)

Barr et al
(2011)

CSTA &
ISTE
(2011)

Google for
Education (2015)

abstrac
tion

abstrac
tion

data collection[DC]
data analysis[DA]

data representation[DR]
problem decomposition

[PD]
decomposition

abstraction
pattern

recognition[PR]
abstraction[Ab]

control
structure

algorithm
&

procedures

pattern
generalization

algorithm &
procedures algorithm design

[AD]
analysis and
model
validation

autom
ation

autom
ation

automation
parallelization

apply
testing and
verification simulation
simulation

그리고 강수환(2019)은 구글의 ‘패턴 인식’을 ‘자료 분

석’ 하위에 포함시키기도 하는 등 CT 문제 해결 요소

간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의견도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다[15].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CSTA &

ISTE(2011), Google for Education(2014), 김대수(2016)

의 CT 문제 해결 요소를 기본으로 하되, 컴퓨팅 시스템

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자동화, 병렬화, 시뮬레이션 활

동은 제외하고 학생 주도의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컴퓨팅 사고 준비 단계(자료수집, 자료 분석, 자료 표현)

와 컴퓨팅 사고 단계(문제 분해, 패턴인식, 추상화, 알고

리즘 디자인)에 포함되는 7가지 컴퓨팅 사고력 문제 해

결 요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발문을 개발

하였다[4][16].

3. 2015 개정 실과 교과서 SW 단원 발문유형 분석

3.1 교과서 발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시청각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 보조 자료가

개발되고 있으나 교과서는 수업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포함하는 교육의 주된 도구다[21]. 교사는 교과서 발문

을 참고하여 수업 중 다양한 발문을 하게 되고 학생들

도 교과서에 제시된 발문을 기본으로 대답을 생각하게

되므로 교과서 발문 연구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교과서 발문의 중요성에 따라 교과서 발문에

대한 연구는 이미 주요 교과목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 왔다. 김다현(2007)은 과학 교사들이 폐쇄적 수준

의 발문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발문 유형이 폐쇄적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라

고 하였고 김여미(2020)는 2015 개정 초등과학 3∼4학

년 교과서에서 재생적 발문은 4.8%, 제안적 발문은

58.3%, 예상적 발문은 15.9%, 적용적 발문은 8.9%, 확산

적 발문은 8.2%, 평가적 발문은 3.9%로 분석하고 개연

적 발문의 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5][26].

3.2 연구 범위

교과서 발문 연구 범위는 2015 개정 실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SW 교육 관련 성취기준(6실04-07∼6실04-11)에

따른 SW 단원의 발문과 ‘SW 교육의 학교급별 내용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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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개연성’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컴퓨터 과학 교육 범

주에 포함되는 로봇 교육 관련 성취기준(6실05-06∼6실

05-07)에 따른 교육 차시 발문을 포함한다[24].

<Table 3>Systematic Classification of SW Education

<Table 3>의 계열성은 교육부 고시 제2017-126호에

서 제시하고 있는 중등 정보·컴퓨터 교사의 기본 이수

과목을 바탕으로 총 7개의 계열로 분류한 내용 중 초등

학교에 해당하는 4가지 내용을 배열하고 각 내용 요소

에 맞는 성취기준을 포함시킨 것이다[24]. 그리고 2015

개정 실과 교육과정 편찬 기준에 맞게 편찬되어 일선

초등학교에서 교육되고 있는 6종(교○○, 금○, 동○, 미

○○, 비○, 천○) 실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며 <Table

4>과 같이 관련 성취기준에 따른 교육 내용이 나와 있

는 6학년 교과서의 SW 단원과 로봇 교육 차시에 제시

된 발문을 대상으로 한다.

<Table 4> Research scope by publishing company

또한 교과서에 나온 발문 중 의문문 형태 발문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고 학습 의욕을 고취시

킬 수 있는 “~만들어 봅시다.”, “~이야기해 봅시다” 등의

청유형 발문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삽화 속 발문도 발문의 내용에 따라 선별하여

포함시켰으며 2가지를 묻거나 권고하는 이중 발문인 경

우는 2개로 나누어 각각을 분류하였다.

3.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발문 분류 유형 중 학생들이

교사에 발문에 응답할 때 이루어지는 사고 수준을 고려

하여 발문 유형을 분류하여 더욱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

는 Blosser의 발문 분류 체계에 따라 교과서 발문을 분

류하였다[11].

다만 Blosser의 발문 분류 체계 중에서 관리적 질문

과 수사적 질문은 실제 교실 수업 상황을 감안하여 만

들어진 유형으로 교과서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는 부합하지 않아서 제외하였다[22].

발문 분류는 컴퓨터 교육 전문가 6인(박사 1명, 박사

수료 2명, 박사과정 1명, 석사 2명)을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해당 단원과 차시에 전체 발문을 Blosser의 발문

유형 분류표로 분류할 수 있게 정리하고 분류표 설명

자료와 예시 자료를 포함한 검토 의뢰서를 6명의 검토

위원에게 배부하였다. 그리고 1주일 동안 위원별로 검토

를 진행한 후 2차 협의를 진행하였다.

1차 검토 기간 동안 6명의 위원이 모두 동일한 의견

을 보인 발문이 476개였으며 41개에 대해서는 일부 다

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3개의 발문에 대해서는 이중

발문으로 보고 2개로 나눌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동일

발문 내용이라도 발문의 투입 시기에 따라 다르게 분류

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는 우리 생

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라는 발문을 단원 학습 전

에 한다면 개방적 발문으로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

지만, 학습 후에 한다면 학습 내용이나 조사한 기억을

다시 확인하는 폐쇄적 발문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동일한 자기 평가 발문이라도 체크리시트로

평가하는 경우는 단순 경험의 유무를 확인하는 인지·기

억적 평가 발문으로 분류되지만, 동일 발문이 3단 리커

드 척도 자기 평가 발문인 경우는 활동의 적절성과 활

SW Robot

Period
Pages of
Textbook

Number of
Questions

Period
Pages of
Textbook

Number of
Questions

G○ 17h 54~77 60 6h 92~101 26

G○ 18h 32~59 53 6h 72~79 16

D○ 18h 66~95 59 6h 106~119 30

M○ 18h 34~59 72 5h 74~83 20

B○ 17h 56~83 72 6h 100~113 27

C○ 17h 72~97 60 6h 112~121 28

Average 17.5h 62.7 5.8h 24.5

Category Area
Achieveme
nt

Standard

Elements of
Content

Systematic
Classification
A B C D

Elementar
y Practical
Course

Technical
System

[6Sil04-07]
Understanding
Software

A C

[6Sil04-08]
Procedural

Problem Solving
B

[6Sil04-09]
[6Sil04-10]
[6Sil04-11]

Programming
Elements and
Structures

C

Technical
Applicatio
n

[6Sil05-06]
[6Sil05-07]

Function and
Structure of
Robot

D

*Systematic Classification
A: Theory of Computer Education
B: Algorithm C: Programming
D: Logical Circuit, Compute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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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대한 이해도를 스스로 판단하여 평가하는 평가적

발문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여러 이견이

있는 문항들은 전체 토의를 통해 분류 관점을 공유하고

발문의 맥락과 교수 진행 단계, 학생의 사고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3.4 연구 결과 

<Table 5> Results of an analysis of sentences in each of
the six textbooks

Publish
er

Unit

Question type (Blosser, 1973)

sum
Closed
questions

Open
questions

Cognitive
-Memory

Convergen
t Thinking

Divergen
t thinking

Evaluativ
e thinking

G○

SW

20 21 11 8 60
G○ 34 12 3 4 53
D○ 31 17 9 2 59
M○ 34 24 7 7 72
B○ 34 22 6 10 72
C○ 21 20 8 11 60

SW sum
174 116 44 42 376
(46.3%) (30.8%) (11.7%) (11.2%) 100%

77.1% 22.9% 100%
G○

Ro
bot

13 7 4 2 26
G○ 4 1 3 8 16
D○ 8 16 6 0 30
M○ 8 10 1 1 20
B○ 13 9 4 1 27
C○ 13 8 4 3 28

Robot sum
59 51 22 15 147

(40.1%) (34.7%) (15%) (10.2%) 100%
74.8% 25.2% 100%

Total
233 167 66 57 523
(44.6%) (31.9%) (12.6%) (10.9%) 100%

76.5% 23.5% 100%

전체 발문 523개(분리된 이중 발문 포함) 중에서 소

프트웨어 단원의 발문은 376개, 로봇 교육 차시의 발문

은 147개로 SW 단원의 발문이 229개 더 많았다.

하지만 배당 차시 당 발문의 개수를 보면 평균 17.5

차시를 운영한 소프트웨어 단원의 차시 당 평균 교과서

발문은 3.58개이고, 평균 5.8차시를 운영한 로봇 단원의

차시 당 발문 개수는 4.22개로 로봇 교육 차시에서 소프

트웨어 차시보다 17.9% 더 많은 발문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종 교과서에 제시된 발문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SW 단원에서 폐쇄적 발문은 77.1%, 개방적 발문은

22.9%로 나타났고 로봇 교육 차시에서 개방적 발문은

74.8%, 개방적 발문은 25.2%로 나타나, SW 단원과 로

봇 교육 차시 모두 폐쇄적 발문이 개방적 발문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폐쇄적 발문 중 인지·

기억적 발문이 4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으며 다음으로 수렴적 발문이 31.9%로 높은 비율을 나타

내고 있다. 반면에 개방적 발문 중 확산적 발문은

12.6%, 평가적 발문도 10.9%로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11.2%

46.3%

30.8%

11.7%

(Fig. 1) Software Unit Question Type

10.2%

40.1%

34.7%

15%

(Fig. 2) Robot Unit Ques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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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T마중발문 개발

4.1 CT마중발문 개발의 필요성

박성익(2004)은 선행 발문 연구를 통해 발문의 유형

과 학업성취도 향상, 사고력 신장이 유의미한 상관이 있

으며 확산적 발문이 탐구기능 중심의 학업 성취에 효과

적이고 높은 수준의 인지적 사고 과정이 요구되는 발문

이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

였다[23].

즉 현행 SW 교과서 발문은 폐쇄적 발문 중심이어서

교과서 발문이나 교과서 발문을 바탕으로 한 교사 발문

을 통해 학생들의 확산적 사고를 유도하고 창의성과

CT를 신장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SW 교육 분

야는 타 교과와 달리 관련 발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

므로 일선 교사들이 폐쇄적인 발문 중심의 현행 교과서

발문을 보완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고 본 연구의 선행연구를 포함하여 여러 연구에

서 CT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

으나 해당 CT 단계와 활동을 통해 해당 컴퓨팅 사고를

할지 여부는 온전히 학생들의 몫으로 남겨진 경우가 많

았다. 특히 집중도가 떨어지고 성취도가 낮은 초등학생

들의 경우 교사가 유도한 컴퓨팅 사고 과정을 통해 문

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답만 구하려고 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18][19][20].

따라서 교과서 및 다양한 SW 교육 프로그램에서 교

사가 의도한 컴퓨팅 사고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해

당 컴퓨팅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학생 수준에 맞는 교사

발문이 필요하다.

4.2 CT마중발문의 정의와 개발 방향

CT마중발문(CT Trigger Questioning)이란, 컴퓨팅

사고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발문으로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거나 생각의 방향을 환기시켜 스스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각의 컴퓨팅 사고 과정을 암

시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마중하는 교사의 의도적인 문

제 제기’라고 정의한다.

CT마중발문의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문의 범위는 각각의 CT 문제 해결 요소개념

범주 안에서 의도적으로 해당 개념이나 그 하위 개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둘째, 발문의 유형과 수준은 학생들의 확산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높은 수준(분석, 종합, 평가)’의 발문과

‘개방적 유형’의 발문을 우선하되, 해당 발문으로 해당

컴퓨팅 사고를 활성화하기 어렵거나 사고 방향이 모호

해지는 경우에 한해서 ‘낮은 수준(지식, 이해, 적용)’ 또

는 ‘폐쇄적 유형’의 발문과 권고 형태를 사용한다.

셋째, 발문 표현은 초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

도록 쉬운 단어와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되, 결과를 이끌

기 위한 발문보다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고 과정에

초점을 두고 암시적·간접적 발문을 우선한다.

넷째, 정의적 측면에서 각각의 CT 문제 해결 요소를

통합적으로 유도하는 ‘통합마중발문’과 사고 과정을 세

분화하여 발문하는 ‘세부마중발문’으로 나누어서 개발한다.

다섯째, 동일범주(동일) 및 연결 발문(연결)을 제시하여

학생 수준과 상황에 맞게 용어와 표현 범위를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4.3 CT마중발문 개발 과정

본 연구에서 학생 주도의 ‘깊은 사고’가 가능한 컴퓨

팅 사고 준비 단계(자료수집, 자료 분석, 자료 표현)와

컴퓨팅 사고 단계(문제 분해, 패턴인식, 추상화, 알고리

즘 디자인)에 포함된 7가지 컴퓨팅 사고력 문제 해결 요

소에 대해 현재까지 연구된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와 교

육 활동 예시, 발문 예시 자료들을 바탕으로 앞에서 언

급한 5가지 개발 방향에 따라 개발되었다.

(Fig. 3)에 ‘CT요소 정의’ 및 ‘교육 예시’의 경우 연구

자별로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대동소이하나 그것을 바라

보는 관점과 표현에서는 일부 차이를 보였다. 그 관점과

표현이 곧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달할 발문 내용의 기초

가 되므로 단어, 어구 표현과 관점 및 해석의 차이에 집

중하였다. ‘선행발문 예시’의 경우, 컴퓨터 과학 관련 선

행발문 예시 자료가 부족하여 Polya(1971),

Burton(1984)의 발문 연구 예시 발문과 이를 CT요소와

유사점을 제시한 김대수(2017)의 연구 내용을 반영하였

다[4][10]. 또한 한국교육개발원(2016)의 CT요소 중심

DPAA(P)모델의 설명과 교수학습 유의점에 나온 표현

들을 함께 반영하여 CT 7가지 요소별로 통합·세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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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0개, 권고 5개, 개발 발문에 연결된 동일·연결 발문

59개를 포함하여 총 94개의 CT마중발문을 개발하였다[14].

(Fig. 3) Pre-research data

개발된 CT마중발문은 컴퓨터 교육 전문가 5인(박사

1명, 박사수료 2명, 박사과정 1명, 석사1명)에게 타당도

검사를 의뢰하여 수정·개선되었으며 타당도 검사 방식

은 전문가 토의 방식으로 사전에 작성한 95개 CT마중

발문 각각의 개별 의견서에 대한 상호 협의를 통해 이

루어졌다.

4.4 CT마중발문의 실제

(Fig. 3)의 정의 및 교육 예시처럼 연구자별로 CT 각

각의 구성 요소에 대한 범위와 관점의 차이가 다소 존

재함으로 하나의 발문이 모든 연구자들의 정의에 동시

에 포함되진 않는다. 다만 (Fig. 3)와 같이 각각의 발문

마다 개발 의도를 제시하여 발문 사용자가 어떤 관점에

서 제시된 발문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 내

용과 상황에 맞게 교수자가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세부, 권고, 동일, 연결 발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

다.

4.4.1 CT마중발문 예시: 추상화

(Fig. 4) CT-TQ : Abstraction

발문1(통합1)은 ‘불필요한 부분 빼기’ 또는 ‘필요한 부

분만 추출하기’ 방법을 동시에 유도하는 통합 발문이다.

발문2(세부1)는 핵심적 특징 추출’을 유도하는 발문, 발

문3(세부1)은 ‘불필요한 부분 제거’를 유도하는 발문, 발

문4(세부2)는 발견한 특징과 패턴에서 핵심 규칙이나 원

리 발견을 유도하는 발문이다.

발문5(세부3)는 ‘일반화 원리 적용 가능성’을 확인을

유도하는 발문으로 문제 분해 후에 작은 부분에서 발견

한 패턴이나 특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문제의 다른

부분에도 나타나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발문이다. 발문6

(권고1)은 낮은 수준(세세히)에서 높은 수준(간결히)으

로 계층적 구조를 통한 추상화를 유도하는 권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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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교사 발문에 기초가 되는 교과서 발문

분석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 6종 실과 교과서 SW

단원과 로봇 차시에 제시된 발문 유형을 분석하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폐쇄적 발문 중심의 교과서 발문을 보

완하고 컴퓨팅 사고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컴퓨터 교육

에 활용할 수 있는 CT마중발문을 개발하였다.

CT마중발문은 7가지 CT 문제 해결 요소(자료 수집,

자료 분석, 자료 표현, 문제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

고리즘 디자인)별로 통합·세부 발문 30개, 권고 5개, 개

발 발문에 연결된 동일·연결 발문 59개를 포함하여 총

94개의 CT마중발문을 개발하였고 컴퓨터 교육 전문가

집단의 상호 협의를 통해 검증되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CT마중발문을 컴퓨터 교육

현장에 투입하여 그 효과를 확인해 보고 투입 후 개선

점을 반영하여 적합도와 타당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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