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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the the Blosser’s (1973) ‘Question Category System for Science’, which is mainly

applied to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in Korea, we analyzed 30 hours of class conversation in a small group program (for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with a researcher participating as a teacher. When classified according to Blosser’s (1973)

classification system, distinguishing between ‘open and closed questions’ was difficult. Questions with the same content were

classified into different types depending on their context, whereas some questions could not be classified appropriately.

Additionally, higher-level questions (open questions) were not more effective than lower-level questions (closed questions) in

improving students’ thinking ability or participation in class. The questionnaire’s effect differed depending o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teacher before questioning, and in many cases, previous question influenced the next questions. However, in

the science education questionnaire research based on Blosser’s (1973) classification, which is mainly conducted in Korea,

each individual question i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ognitive level, disregarding the influence of context and prior and

subsequent questions and the quality of instructions is evaluated by the frequency of higher level questio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method of evaluating instruction quality based on the frequency of high-level questioning, which is

currently conducted in domestic science education inquiry research, should be avoided.

Keywords: Blosser‘s Question Category System for Science, open questions, closed questions

요 약: 국내 과학 교육 발문 연구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Blosser 발문 분류 체계의 제한점을 고찰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교사로 참여한 소그룹 프로그램(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중, 총 30여 시간에 걸친 수업 대화 과정을 분석

했다. Blosser (1973)의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할 때 열린 발문과 닫힌 발문 등의 구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같은 내

용의 발문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종류의 발문으로 분류가 되기도 했고, 적절한 분류 구분을 찾기 어려운 발문도 있

었다. 또한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이나 수업 참여도에 상위수준 발문(열린 발문)이 하위수준 발문(닫힌 발문)보다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었다. 발문 전에 교사가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발문의 효과가 달라졌으며, 이전의 발문이

다음에 이어진 발문에도 계속 영향을 주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과학 발문 연구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Blosser (1973)의 분류 체계를 따른 연구에서는, 맥락과 전후 발문이 주는 영향은 무시된 채, 각 개별 발문을 인지 수준

에 따라 분류하여 상위 수준 발문의 빈도수로 수업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 과학 교육 발문 연구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상위 수준 발문의 빈도수로 수업의 질을 평가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Blosser의 발문 분류 체계, 열린 발문, 닫힌 발문

서 론

교사 발문의 중요성은 꾸준히 부각되어 왔으며 교

육 논쟁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학습자를 고려한 적

절한 발문은 학습자가 사고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

는 절차를 제공하는 비계(scaffolding) 역할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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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사고 개념 변화 과정을 촉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Kayima and Jakobsen, 2020; Kawalkar

and Vijapurkar, 2013; Smart and Marshall, 2013;

Oliveira, 2010; Yip, 2004; van Zee and Minstrell,

1997), 지식 구조를 중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Chin, 2007). 그러므로 학생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은 교사의 발문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국내

과학 교사 발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발문의 의미나

역할과 모순된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들이 나타난다.

학생의 인지 구조나 맥락 등은 고려 대상이 되지 못

하고, 교사 발문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이 교사의 다

음 발문에 끼치는 영향도 무시되며, 개별 발문의 수

준과 빈도수를 측정한 것을 근거로 수업의 질이 평

가된다. 발문이 가져야 할 진정한 역할과 의미는 무

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순과 혼란이

나타나는 현행 국내 과학 발문 연구에 주목했다.

1950년대 이후부터 활발히 진행된 효과적 발문 기

술에 대한 연구는 교사가 발문을 잘 활용한다면 학

생들의 성적이 향상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

다(Marzano and Simms, 2014; Cleg, 1987). 이러한

실증적 사고와 연결되어 Bloom et al. (1956)의 교육

목표 분류와 Gallagher and Aschner (1963)의 질문

개념화 체계는 교사 발문을 체계적으로 구별하고 분

석할 목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Kayima, 2016).

Bloom et al. (1956)은 정신 과정을 크게 기초 과정

과 고등 과정으로 이분하여 지식과 이해력은 기초

정신 과정으로 분류했고,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평

가력은 고등 정신 과정으로 분류했기에 Bloom et al.

(1956)의 분류 체계에 기반한 발문 연구에서는 지식

(knowledge), 이해(comprehension)와 관련된 발문은

하위 수준으로, 분석(analysis), 종합(synthesis) 및 평

가(evaluation)와 관련된 발문은 상위 수준으로 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Gallagher and Aschner (1963)

의 분류 체계에 기반한 연구에서는 주로 답이 한정

되어 있는 닫힌 발문에 해당되는 발문은 하위 수준

으로, 답이 한정되지 않은 열린 발문에 해당되는 발

문은 상위 수준으로 분류되고 있다. Gallagher and

Aschner (1963)의 분류 체계에 기반한 열린 발문과

닫힌 발문의 개념이 도입된 Blosser (1973)의 분류는

대부분의 국내 과학발문 연구에 주로 활용되었다.

근래에 진행된 국내 과학 교사의 발문 관련 연구

로는 중등 과학에서는 Kim et al. (2013), Lee et al.

(2010), Cho et al. (2010), Pok (2009), Chung et al.

(2009), Cho et al. (2009), Jung (2008), Jung et al.

(2007)의 연구가 있었고, 초등 과학에서는 Choi et

al. (2012), Lee (2012), Moon (2001), Cho and Woo

(1998), Woo (1996)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

13편의 연구 논문 중, 발문 개발에 관한 Cho et al.

(2009)의 연구를 제외한 12편의 논문이 과학 교사의

수업 중 발문 분석에 관한 연구였다. 더욱이 위 13편

중 Cho et al. (2010), Lee (2012)을 제외한 11편의

논문에서 과학 교사의 개별 발문을 상위, 하위 인지

수준 발문의 빈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

다. 또한 그 11편의 논문 중 Kim et al. (2013)을 제

외한 10편의 논문(Lee et al., 2010; Pok, 2009;

Chung et al., 2009; Cho et al., 2009; Jung, 2008;

Jung et al., 2007; Choi et al., 2012; Moon, 2001;

Cho and Woo, 1998; Woo, 1996)에서 Blosser의 분

류 체계를 활용했다. 이와 같이 국내 과학 발문 연구

에서는 대부분 Blosser의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빈도

수를 측정하여 타 교사의 수업의 질을 평가하는 방

법을 사용해 왔는데, Blosser의 분류를 활용한 이들

논문에서는 발문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인지 구조나

발문의 맥락 등은 거의 고려되지 않으며, 교사 발문

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이 다음 발문에 끼치는 영향

도 주목받지 못했다. 또한, 상위 발문으로 지칭되는

열린 발문(평가적 사고 발문, 확산적 사고 발문)과

하위 발문으로 지칭되는 닫힌 발문(인지 기억 발문,

수렴적 사고 발문)의 개별 빈도수를 측정하여 열린

발문의 빈도수가 많으면 바람직한 수업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러한 인지 수준에 따른 발문 분류와 관련된 연

구의 기반에는 상위 수준 질문이 하위 수준 질문보

다 학습에 효과적이라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러나 그러한 신념의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물론 상위 수준의 질문이 하위 수준의 질문보다 학

습이나 과학적 사고에 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Gayle et al., 2006; Redfield and Rousseau, 1981;

Lucking, 1975; Ryan, 1973; Aagard, 1973; Ladd

and Anderson, 1970; Hunkins, 1968; Kleinman,

1965)가 있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하위 수준의

질문이 상위 수준의 질문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Clark et al., 1979; Soar and Soar, 1979; Gall

et al., 1978; Rosenshine, 1976b; Soar, 1973; Wright

and Nuthall, 1970)가 많고, 상위 수준 질문과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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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질문이 학생의 학업 성취 효과에 차이가 없거

나 결정적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Samson

et al., 1987; Brophy and Good, 1986; Brown and

Edmondson, 1984; Levin, 1981; Ripley, 1981; Hare

and Puliam, 1980; Winne, 1979; Rosenshine, 1976a;

Gall, 1975; Dunkin and Biddle, 1974; Ryan, 1974;

Martikean, 1973; Gall, 1970)도 많이 존재한다. 또한

Taba (1967)는 ‘교사의 높은 인지 수준의 발문에 따

르지 못하는 학생들의 사고 수준의 괴리 현상이 수

업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높은 인지

수준의 발문이 오히려 부정적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

다. 이러한 많은 선행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상위 수

준 질문이 하위 수준 질문보다 학습에 효과적이라는

신념은 적절하지 않다.

많은 연구(Farrar 1986; Ho, 2005; Louca et al.,

2012; Roth, 1996)에서 상위-하위 수준의 질문을 정

의하고 구분하는 것만으로는 교사의 질문을 설명하기

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으며, 여러 연구(Ho 2005;

Louca et al., 2012; Kayima-Jakobsen, 2020)에서 미

리 정해진 특정한 인지적 범주만으로는 교사의 질문

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많은 국외 발문 연구(Chin, 2007; Eshach

et al., 2014; Roth, 1996; van Zee and Minstrell,

1997)에서 인지 기능 외에 다른 요인들을 맥락적으로

고려하는 해석적 접근법을 채택했고, Carlsen (1991),

Chin (2007), Farrar (1986), Ho (2005), Roth (1996)

등은 인지적 기능 외에 사회적 활동과 기능을 포함

하여 대화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Eshach et al. (2014), Kawalkar and Vijapurkar

(2013), Chin (2007), van Zee and Minstrell (1997)

등은 질문이 발생한 맥락(Carlsen, 1991)에서, 교실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선후 질문을 고려하여 교사 질

문을 분석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질문의 맥락과 상황을 고려한

국외 연구가 많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과학 교실 발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도 상위 수준

질문이 하위 수준 질문에 비해 우월하다는 관점에서

인지 수준에 근거하여 개별 질문을 분류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어, 국외 연구 동향과는 다른 모습

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

여 연구진 중 한 명이 교사로 참여한 중학생 소집단

프로그램에서의 발문 사례를 활용하여 국내 과학 발

문 연구에 주로 사용된 Blosser의 분류 체계의 한계

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Blosser의 분류 체계에서 발

문의 분류가 용이하고 타당한지, 수업 진행과 각 과

정에 따른 수업 맥락이 발문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

는지, 학생들의 이해도와 사고력 향상이나 수업 참여

도에서 상위 수준 발문(열린 발문)과 하위 수준 발문

(닫힌 발문)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발문 전에

교사가 제공한 정보와 발문의 효과는 관계가 있는지,

이전의 발문과 이에 대한 학생의 답변이 이후의 발

문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지 등의 문제를 검토하여

Blosser 분류 체계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과학 교육에

서의 발문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발문의 인지적 분류에 관한 연구 및 
Blosser (1973)의 분류

1. 발문의 인지적 분류에 관한 연구

Stevens (1912)의 발문 빈도 연구 이래로 발문의

중요성은 꾸준히 부각되었는데 특히 발문의 빈도에

관한 것이었다. 그 이후로 수업 중 교사들의 발문의

양과 빈도가 조사되었으며 이는 교육 논쟁의 관심사

가 되어 왔다. 1950년대 이전까지의 연구에서 발문은

대부분 수업의 도입과 복습, 요약 및 주의를 환기시

키고 개념을 숙달시키고 학습 성취도를 평가하는 용

도로만 여겨졌으나(Blosser, 2000), 1950년대 이후부

터 교사가 발문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학생들

의 성적이 향상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효과적인 발문

기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1950-1960년대에는

질문 분류 방법은 일종의 관찰 도구로 이해되었으며

수업 중 교사 발문을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구별하고

분석할 목적으로 연구가 행해졌다(Marzano and Simms,

2014; Cleg, 1987). Bloom et al. (1956)은 지식

(knowledge), 이해(comprehension), 적용(application),

분석(analysis), 종합(synthesis) 및 평가(evaluation)의

6개의 계층적 목표 수준으로 인지 영역을 분류했으며,

같은 시기에 Guilford (1956)는 수렴적 사고 과정

(convergent thinking processes)과 확산적 사고 과정

(divergent thinking processes)이 포함된 인지 과정의

3차원 모델(three-dimensional model of intellectual

processes)을 고안했다. Gallagher and Aschner (1963)

는 Guilford (1956)의 연구를 활용하여 교사의 발문

을 5가지 질문 유형인 인지 기억 질문(cognitive

memory question), 수렴적 질문(convergent question),

확산적 질문(divergent question), 평가적 질문(evalu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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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상 질문(routine question) 등으로 분류했

다(Kayima, 2016).

1960년대 이후로 많은 질문 분류 체계가 등장했는

데 이들 연구에서는 Bloom et al. (1956)의 개념이나

Gallagher and Aschner (1963)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

다(Kayima, 2016). 대부분의 인지 수준 연구 및 분류

체계에서는 교사의 발문을 상위 및 하위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 인지 수준의

질문이 학생들의 사고 능력을 개발시키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Bloom et al.

(1956)의 분류 체계에 기반한 연구에서는 주로 지식,

이해는 하위 수준으로, 분석, 종합, 평가는 상위 수준

으로 분류되며, Gallagher and Aschner (1963)의 분

류 체계에 기반한 연구에서는 인지 기억 질문과 수

렴적 질문은 하위 수준으로, 확산적 질문과 평가적

질문은 상위 수준으로 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Gallagher and Aschner (1963)의 연구에 근거한

Blosser (1973)의 분류는 우리나라 과학 발문 연구에

많이 활용되었는데, 열린 발문과 닫힌 발문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Blosser (1973)의 분류

‘과학을 위한 발문 범주 시스템(Question Category

System for Science: QCSS)’으로 알려져 있는 Blosser

(1973)의 분류 체계는 발문을 1수준 분류에서 닫힌

발문, 열린 발문으로 구분하고, 운영과 수사 관련 발

문은 운영적 발문 및 수사적 발문으로 따로 분류했

으며, 2수준 분류에서는 닫힌 발문을 더 세분하여 인

지 기억(cognitive-meomory) 발문 및 수렴적 사고

(convergent thinking) 발문으로, 또 열린 발문을 확산

적 사고(divergent thinking) 발문 및 평가적 사고

(evaluate thinking) 발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이

Table 1. Blosser (1973)’s Question Category System for Science

수준1 수준2 수준3 세부 내용

닫힌

발문

인지기억

1. 기억 반복. 복사
전에 학습한 정보를 기억하고 지시하도록 요구, 교사가 설명했던 지적 조작을 수행하도

록 요구.

2. 확인, 또는 명명, 관찰
관찰한 것만을 말하거나 물체를 변별하는 것에 관한 발문. 이때 관찰이나 변별, 명명은 

추론이나 결론의 도출은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말함.

수렴적

1. 정보의 해석, 연결, 

구별, 분류

유사점과 차이점 또는 비교. 대조에 초점을 두는 발문, 분류에 관한 발문. 분류에 관한 발

문의 경우 준거가 제시됨.

2. 재구성

교과서 글이나 교사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신이 이해한 언

어로 답변하거나 언어적 데이터를 그래프의 형식으로 설명하거나 중요한 아이디어를 사

용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발문.

3. 적용
전에 습득한 정보를 다른 문제 해결에 응용하도록 요구하며 현상의 원인, 과정, 절차 등

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전에 획득한 데이터나 지식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발문.

4. 종합 학생들에게 낱개의 정보를 접하게 한 후, 일반화를 요구하는 발문. 

5. 폐쇄적 예측
제한된 조건에서의 추리를 요하는 발문. 조건 또는 증거에 대해서 한계가 주어져 있으므

로 제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측하도록 요구받는 발문.

6. 비판적 판단

제한적 조건에서의 판단(닫힌 조건에서의 판단)을 요구하는 발문. 학생들에게 일반적으

로 알려진,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기준을 사용하여 제한적인 판단을 하도록 요청하

는 발문.

열린

발문

확산적

1. 의견 제시
의견만 요청하는 발문으로 다양한 답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답변만 있는 비

판적 판단과 차별화.

2. 개연적 예측 
예측하도록 요청받지만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불충분하므로 학생들은 추측과 

사고를 요구받게 되는 발문.

3. 추론 또는 암시 열린 조건에서의 추리. 추론을 하거나 시사점을 지적하도록 요청되는 발문.

평가적

1. 정당화
행위나 행동의 계획, 입장 선택 관련 발문. 학생들은 자신의 답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합리적 준거에 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답변 근거를 밝히도록 요청받음.

2. 계획 가설 구성
새로운 방법, 가설의 구성, 결론 계획 등에 관한 발문으로 학생들은 계획을 세우고 새로

운 방법을 구성하고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을 설정하도록 요구받음.

3. 판단A
정의적 가치 (판단) 부여와 관계되어 가치의 문제 및 정치적 행동과 연결되어 있으며 정

의적 행동이 수반된 가치의 문제가 포함된 상황을 판단하도록 요청받음.

4. 판단B

인지적 판단(열린 조건에서의 판단)과 인지적 행동과 연결되어 있으며 유용성, 일관성, 

논리적 정확성 또는 다른 인지적 기준에 준해서 판단을 하여야 하는 어떤 상황을 판단하

도록 요청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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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준의 4가지 발문 구분에 관하여 3수준 분류에서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Table 1). Blosser

(1973)는 교사들이 수업 중 자신이 활용했던 발문을

그의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반성적으로 분석하려 노

력한다면,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에서 좀 더 다양한

발문을 시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구 방법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시행한 토요 과학 프로그램

에서, ‘과학과 천문학은 어떻게 발달했을까요?’를 주

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7년 4월 1일부터 2017

년 12월 30일까지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학프로

그램(매회 4-5시간씩, 총 20회 수업, 중학교 1학년 학

생 7명을 대상으로 9개월 동안 약 80시간의 수업 실

시)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요 과학 프로그램의 총 20회의 수

업 중 기본 개념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일변화의 원

인을 이해해가는 과정이 포함된 7회, 총 30여 시간에

걸친 수업 중 대화 과정을 분석했다. Blosser의 분류

체계에 따른 발문의 분류는 객관적으로 나타내었지만,

발문이 미치는 영향이나 발문의 효과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표정과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여

대화에서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여 종

합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1. 연구 참여자

‘과학과 천문학은 어떻게 발달했을까요?’ 프로그램

에 참여를 희망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7명의

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했다.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학생이었고 관심 분야와 참여 태도에 대한

주요한 특징은 Table 2와 같다.

2. 교육 프로그램 구성

달이나 태양은 일상적으로 관찰하기 쉽지만, 실제

로 학생들은 그와 관련된 대체적 개념틀을 많이 가

지게 되어 어렵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일

수록 교사의 적절한 질문이 오류 개념을 수정하고

탐구를 유도할 수 있다. 태양 관련 천문 분야를 주제

로 한 프로그램 과정에서 연구자는 학생들의 답변에

대하여 단정적인 평가를 유보하고 중립적 입장을 유

지하려고 노력했고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면밀히

Table 2. Background of research participants

참여자 성별 관심 영역 및 특징

S1 남 천문 분야의 과학 활동에 관심이 있고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의욕이 있으며 성실하게 활동에 참여함.

S2 남 수학 과목에 자신감이 있으며, 전반적인 과학 및 우주와 천체에도 관심 있음.

S3 남 과학 활동에 관심이 있지만, 게임과 만화를 좋아하며 신체를 움직이기를 귀찮아함.

S4 여 수학을 어려워하지만, 전반적으로 과학을 좋아하고 천체 및 우주에 관심 있으며 의욕적임.

S5 남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며 움직이는 탐구 활동을 귀찮아하는 면이 있으나 과학에 관심 있고 호기심 많음.

S6 남 과학 과목에 흥미가 없지만,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함.

S7 남 과학 공부에는 관심 없고 운동을 좋아하고 기초 과학 상식이 부족함. 

Table 3. Summary of program

차시(시간) 주요 수업 과정  발문 목적 및 내용

1(5) 학생들의 인지 수준을 파악하기 아침과 낮, 극과 적도의 기온 차이의 원인에 대한 학생의 수준 파악하기

2(5) 실험 관찰 설계 및 탐구로 유도하기

1) 실험 관찰 탐구로 유도하기

2) 실험 설계 과정(기온과 그림자 측정하기)

3) 실험 관찰 전 예상하고 그 의견에 대하여 정당화하기

3(5) 실험 활동 

1)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 

2) 측정 활동 중 개념에 대한 설명 

3) 실험 및 측정 (태양의 고도, 그림자 방향 측정)

4) 측정 결과를 그래프로 그리도록 유도하기 

4(5) 실험 측정 후 결과 분석 및 토론하기
1) ‘왜 태양 빛은 가로등 빛과 다르게 나란하게 오는가’에 관한 토론

2) ‘태양의 고도와 기온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관한 토론

5-7(15)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추리하기

1)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면 왜 기온이 높아질까 추리

2) 이전 학습 관련하여 ‘왜 아침보다 낮에 기온이 높을까?’에 관한 추리

3) 측정 활동을 통하여 ‘왜 아침보다 낮에 기온이 높을까?’에 관한 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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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며 수업 내용과 수준을 조절했다. 교육 프로그

램 구성은 Table 3과 같다. 분석에 포함된 7회(35시

간)의 수업은 ‘낮이 아침이나 저녁보다 온도가 높아

지는 원인은 무엇인가요?’를 주제로, 관찰과 측정을

통해서 ‘태양 빛은 지표면에 나란하게 입사한다’는

것을 알고,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지표면의 단위면

적이 받는 빛 에너지량이 달라짐’을 이해하여, ‘아침

과 낮의 기온 차’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가. 자료 수집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연구 참여자들의 활동

내용을 매 수업시간마다 관찰, 기록했으며 수업 과정

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영상은 수업이 끝난 후 전사

했다. 반복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여 연구자의 발문과

연구 참여자들의 대화에서 특성과 의미를 살피며 기

록했다. 또한 캘린더 형태로 수업 맥락과 상황을 기

록한 자료, 각각의 연구 참여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특성을 작성한 자료, 보조 교사가 기록한 현장 분위

기가 기록된 일지, 학생들의 활동지 등의 기록물을

참고했다.

나. 발문의 분석 양식과 발문의 코딩 및 분석

발문의 분석 양식과 발문의 코딩

전사된 자료는 발문 분석 양식에 따라 기록하고

분류한 후 세부 요소에 따라 코딩했고 수업 중의 기

록(교사 노트, 활동지)과 함께 분석했다. 분석 양식은

질문 구분, 화자, 발화 내용, IRF 유형, 발화 특징,

Blosser의 발문 분류(1수준, 2수준, 3수준) 등으로 구

성했다. 교사 발문은 TQ1, TQ2, TQ3 등으로 표기했

으며, Table 5-Table 15에 기록된 총 35개의 발문에

대해 수업 진행 순서대로 TQ1-TQ35로 번호를 부여

했다. 연구자(교사)는 T, 학생은 S1, S2, S3 등으로

표기했으며 많은 학생들의 공통 답변인 경우는 학생

을 구분하지 않고 S로 표기했다. ‘발화 내용’은 담론

에서 다루어지는 과학적 아이디어를 비롯한 대화 내

용을 나타냈으나 수사적 질문은 일부 생략되었고 대

화 내용의 초점에 주목하기 위해서 긴 대화 내용 중

일부 생략된 부분이 있으며, 이는 (중략)으로 표기했

다. 연구자(교사)와 학생의 대화를 도입(I), 응답(R),

피드백(F)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했다. 도입(initiation)

은 연구자(교사)의 발문을 포함하여 학생의 반응을

유발하는 형태로서, I로 표기하였고, 연구자의 발문

등에 대한 학생의 응답(reply)은 R, 학생의 답변에 대

한 연구자(교사)의 피드백(feedback)은 F로 각각 표

기했다. ‘발화 특징’으로는 교사와 학생의 발화에서

특징적으로 참고가 되는 것을 기록했으며, 학생들의

답변이 두 집단으로 나뉜 부분에는 ‘집단’이라고 표

기하고, 답변의 오류가 뚜렷하거나 응답이 없을 때는

각각 ‘오류 답변’, ‘미응답’ 등으로 표기했다.

Blosser의 발문 분류의 1수준, 2수준, 3수준을 나란

히 표기했다. 1수준 분류의 열린 발문(open questions)

은 O, 닫힌 발문(closed questions)은 C로 표기했으며,

2수준 분류의 인지 기억 발문(cognitive-memory

questions)은 CM, 수렴적 사고 발문(convergent

thinking questions)은 CT, 확산적 사고 발문(divergent

thinking questions)은 DT, 평가적 사고 발문

(evaluative thinking questions)은 ET로 표기했으며, 3

수준 분류는 간략한 단어로 표기했다(Table 4). 발문

분류는 한가지로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을 위하여 모두 기록했으며

1수준-2수준-3수준을 나란히 표시했고(예; C-CM-기

억, C-CM-관찰, O-DT-의견 제시, O-ET-정당화), 그

예시는 Table 5-Table 16과 같다. Blosser의 분류를

활용한 국내의 10편의 과학 발문 논문에서는 2수준

까지만 구별하여 빈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본 연구에

서는 Blosser의 분류 의도를 충실히 나타내고자 3수

준까지 분류했다(Table 1, 4).

발문의 분석 및 해석

‘일변화의 원인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의 총 30여

시간에 걸친 수업 과정을 수업 진행순서와 구성을

고려하여 ‘1. 학생들의 인지 수준을 알고 수업을 계

획하는 과정’, ‘2. 실험 설계 과정으로 유도하는 과정’,

‘3. 실험 과정에서의 관찰 및 측정에 관한 과정’, ‘4.

측정 실험 후 결과 분석 및 토론의 과정’, ‘5.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추리하는 과정’으로 구분하여 각 과

정별로 서술했다. 각 발문에는 발화된 순서에 따라

번호가 부여되었고 각 분류된 발문은 학생들의 사고

진행 과정과 상호작용에 관련지어 해석되었다. Blosser

의 분류 체계에서 발문의 분류가 용이하고 타당한지,

수업 진행의 각 과정에 따른 수업 맥락이 발문의 분

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학생들의 이해도와 사고력 향

상이나 수업 참여도에서 상위 수준 발문(열린 발문)

과 하위 수준 발문(닫힌 발문)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

나는지, 발문 전에 교사가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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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발문의 효과가 달라지는지, 이전의 발문과 학생

의 답변이 이후의 발문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지, 등

에 초점을 맞추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해석했다.

Blosser의 분류체계에 따른 발문의 분류는 객관적으

로 나타내었지만, 발문이 미치는 영향이나 발문의 효

과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표정과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여 대화에서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상

태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하고자 노력했다.

다.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Lincoln and Guba (1985)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

(truth value), 적용성(aplicabilty), 일관성(consitency)

및 중립성(neutrality)의 기준을 따르고자 했다. 사실

적 가치는 연구에서 실재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했

는가를 의미하는데,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모든 수업

참여 시 대화 내용을 녹화하고 이를 전사하고 반복

적 확인을 통해 왜곡되거나 누락된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추후 학생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학생

들의 의도가 연구진의 기록과 같은지 확인했으며, 연

구 참여자들은 자신들과의 문답이 잘 표현되었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적용 가능성은 연구 결과를

다른 대상이나 맥락에 대해서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느냐를 의미한다. 연구진은 현직 중학교 과학 교사

2인에게 연구 결과가 적용 가능한지 문의했고. 연구

의 문답 과정 및 추출된 개념 및 범주 등이 대체로

공감이 간다는 피드백을 확인했다. 일관성은 그 연구

결과가 비슷한 설정에서 비슷한 참여자로 반복했을

때도 동일할 것인지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

구 참여자 선정, 프로그램 진행 내용, 자료 수집 과

정, 분석 절차 등을 명시했다. 중립성은 연구 과정

및 결과에 편견을 배제했음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편견이나 왜곡으로 인한 잘못

된 정보를 배제하기 위하여 수업 중 지속적으로 연

구 참여자와 맥락을 관찰하고 기록을 점검했으며 연

구진의 편파적 관점이 개입되었는지를 동료 과학 교

육 연구자들과 논의하고 중립성을 확보했다.

Lincoln and Guba (1985)가 제시한 대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왜곡이나 편견에 유의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5가지 자료를 활용

했는데. 첫째, 캘린더 형태로 시간과 함께 수업 맥락

과 상황을 기록한 기록물이 있으며, 둘째, 각각의 연

구 참여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특성을 작성한 기록

물이 있다. 기록물을 작성할 때 현장에서 느낀 연구

자의 생각을 주석을 달고 기록하면서 선입견을 가지

지 않고자 했고, 다음 수업에 진행될 일을 염두에 두

면서 작성했다. 세 번째 자료로는 보조 교사가 기록

한 현장 분위기가 기록된 일지가 있으며 네 번째 자

료로 학생들의 활동지의 기록물을 참고했다. 다섯 번

째 자료는 현장에서 매 수업마다 녹화한 영상 자료

Table 4. Coding system using Blosser’s question category system for science

수준1 수준2 수준3 표기 방법(수준1-수준2-수준3)

닫힌 발문
(closed questions: C)

인지 기억 발문
(cognitive-memory questions: CM)

1. 기억 반복, 복사 C-CM- 기억

2. 확인 또는 명명. 관찰 C-CM 확인 관찰, 측정

수렴적 사고 발문
(convergent thinking questions: CT)

1. 정보의 해석, 연결, 구별, 분류 C-CT 해석, 연결, 구별, 분류 

2. 재구성 C-CT 재구성

3. 적용 C-CT 적용

4. 종합 C-CT 종합

5. 폐쇄적 예측 C-CT 폐쇄적 예측

6. 비판적 판단 C-CT 비판적 판단

열린 발문
(open questions: O)

확산적 사고 발문
(divergent thinking questions: DT)

1. 의견 제시 O-DT 의견 제시

2 개연적 예측 O-DT 개연적 예측

3 추론 또는 암시 O-DT 추론

평가적 사고 발문
(evaluate thinking questions: ET)

1 정당화 O-ET 정당화

2 계획, 가설의 구성 O-ET 계획, 가설

3 판단A O-ET 판단A

4 판단B O-ET 판단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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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데, 영상 자료는 수업 직후 바로 전사했으며 앞

의 4가지 자료와 함께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되었고, 분석 과정에서 서로 다른 5가지 자료의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자료 수

집은 지속되었고, 자료 분석은 즉시 이루어졌으며 분

석 결과는 다음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반영되었다.

또한 연구자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왜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편견을 최대한

배제했고, 연구 참여자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연구 참

여자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유의했다.

연구 결과

연구 결과는 수업 진행 순서와 수업 구성을 고려

하여 ‘1. 학생들의 인지 수준을 알고 수업을 계획하

는 과정’, ‘2. 실험 설계 과정으로 유도하는 과정’,

‘3. 실험 과정에서의 관찰 및 측정에 관한 과정’, ‘4.

측정 실험 후 결과 분석 및 토론의 과정’, ‘5.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추리하는 과정’의 5가지 과정으로

구분하여 서술했다. Blosser의 분류 체계의 발문 분

류가 용이하고 타당한지, 수업 진행과 각 과정에 따

라 수업에서의 맥락이 발문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지, 학생들의 이해도와 사고력 향상이나 수업 참여도

에서 상위 수준 발문(열린 발문)과 하위 수준 발문

(닫힌 발문)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발문 전에

교사가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발문의 효과

가 달라질 수 있는지, 이전의 발문이 다음에 이어진

발문에도 계속 영향을 주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분

석 및 해석했으며 그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했다.

1. 학생들의 인지 수준을 알고 수업을 계획하는

과정

본격적인 수업 진행 이전에 학생들이 일변화 등의

원인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여, 학생들 스스

로 자신의 사고를 점검하고, 학생들의 답변을 기반으

로 수업 수준을 계획했다. Table 5는 그 대화의 일부

분이다. TQ1, 2는 열린 발문의 형태이나 학생들은

잘 답변하지 못했고 그것은 어떤 경우에서는 교사의

의도이기도 했다. TQ2와 같이 모순을 알게 하기 위

한 발문은 Blosser의 발문 분류에서 적절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다.

Blosser (1973)의 발문 분류에서 열린 발문과 닫힌

발문을 식별하기란 쉽지 않다. Blosser (1973)는 ‘가

능한 정답’이 제한되어있거나 한정되어 있으면 닫힌

발문(closed question)으로, ‘가능한 정답’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하다면 열린 발문(open question)으

로 분류하고 있으며, 답변에 필요한 직접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닫힌 발문과 열린 발문의 중

요한 구분으로 보고 있다. TQ1(아침보다 낮에 왜 기

온이 높을까요?) 은 비교적 정답이 한정되어 있는 발

문이다. 학생들은 “아침에 해가 떠서 데워지니까”,

“낮에는 계속 태양에 오래 데워지니까” 등으로 답변

했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학교 교육 과정을 충

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아침보다 낮에 지표면이 단

위면적당 받는 빛 에너지가 더 많으므로 기온이 높

다’는 의미가 포함된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학생들은 그렇지 못했다.

TQ1 발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이 미숙하고 논리

적이지 못하지만 이 문답에서 학생의 사고 수준을

보여주어 교사가 후속 질문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

게 하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스

스로 확인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

으므로 의미가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학생의 다양한

답변을 의미 있는 답변으로 인정한다면 TQ1 발문이

열린 발문, 확산적 사고 발문((표기: O-DT-의견 제시)

로 분류될 수 있지만, TQ1 발문에 대한 답은 이미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 범위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

답으로 요구되는 답변이 한정되어 있다고 본다면 닫

Table 5. Dialogue about diurnal change

구분 화자 발화 내용 단계 발화 특징 Blosser의 발문 분류

TQ1 T 아침보다 낮에는 왜 기온이 높을까요? FI
O-DT 의견 제시

C-CT, CM 기억

S1 아침에 해가 떠서 데워지니까 그래서 낮이 더운 거지요. R 오류 답변

S2 낮에는 계속 태양에 의해서 오래 데워지니까 당연히 덥지요. R 오류 답변

TQ2 T
그러면 3-5시에도 태양은 계속 떠 있는데, 왜 저녁 3-5시에는 

한낮보다 기온이 내려가지요?
FI

O-DT 의견 제시

O-ET 정당화

S1, 2, 4 (의아하고 궁금해 하는 표정으로)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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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질문이며, 이미 학습한 학생에게는 단순 지식을

묻는 인지 기억 질문(표기: C-CM-기억)이 될 수 있

다. 이렇듯 상황과 분류자의 의도에 따라 발문은 다

르게 분류될 수 있다.

TQ1 발문의 물음에 학생들은 “아침에 해가 떠서

데워지니까”, “낮에는 계속 태양에 오래 데워지니까”

등의 답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피드백으로 교사는

TQ2 (3-4시에도 태양은 떠 있는데 저녁 3-4시에는

왜 기온이 내려가지요?)의 물음으로, 계속 태양이 떠

있다고 기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제시

했다. 이는 학생의 답변에서 허점을 찾아내어 학생들

자신이 정확히 모르고 있음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고

자 함이다. Blosser(1973)의 분류에서는 이러한 발문

이 해당되는 분류 범주를 정하기 어렵다. 열린 발문

중 평가적 사고 발문, 의견의 정당화(표기: O- ET-정

당화), 또는 확산적 사고 발문(표기: O-DT-의견제시)

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교사가 의도한 것은

학생이 정당화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그렇게 분류하

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2. 실험 설계 과정으로 유도하는 과정

학생들은 점점 일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연구자는 학생들이 작은 것이라도 탐구 실험에 관한

설계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문했다. Table 6, 7

은 실험 설계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낮이나

아침인 지역에서 태양 빛을 흡수하는 양이 달라지는

것을 추측하게 되는 과정이며 Table 8은 그 후 학생

들을 실험 설계로 유도하는 과정의 일부분이다. 여기

서도 열린 발문에는 학생들의 답변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고, 학생의 이전 답변을 고려해서 맥락에 맞게

발문했을 때 학생들이 단계적으로 사고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 닫힌 발문의 활용이 유용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답변의 모순을 깨닫도록 돕기 위하여 했던 발문(예:

TQ6, 7) 등은 Blosser (1973)의 분류로 구분하기 어

려웠다.

TQ3, TQ4는 열린 질문인데, 이러한 발문에 구체적

으로 답변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학생들은 준비되

어 있지 않았다. TQ3(어떤 방법을 해볼 수 있을까)

Table 6. Open-ended questions in designing the experiment

구분 화자 발화 내용 단계 발화 특징 Blosser의 발문 분류

TQ3 T
아침보다 낮에 왜 기온이 더 높은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

떤 방법을 해볼 수 있을까요? 
I

O-DT 의견 제시,

O-ET 계획, 가설의 구성

S1 빛을 조사해야 할 것 같아요. R 광범위한 답변

TQ4 T
빛을 조사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빛

을 조사할 수 있을까요?
FI

O-DT 의견 제시,

O-ET 정당화

S1 글쎄요. R  

Table 7. Close-ended questions in designing the experiment

구분 화자 발화 내용 단계 발화 특징 Blosser의 발문 분류

TQ5 T
태양은 거의 같은 양의 빛을 방출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태양이 어느 시

간에는 빛을 많이 방출하고 어느 시간에는 적게 방출하고, 그렇게 다르게 

방출할까요? 

I C-CT 폐쇄적 예측

S6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낮에는 많고 아침이나 밤에는 적을 거 같아요, R 오류 답변

TQ6 T 그런데, 우리가 아침일 때 다른 나라는 밤인 곳이 있지요? FI
C-CM 기억

C-CT 폐쇄적 예측

S6 아, 그러네요. R

TQ7 T
태양에서 동시에 빛이 방출되는 데 낮인 지역을 향해서는 많이, 또 아침

인 지역을 향해서는 적게. 그렇게 다르게 빛을 보낼 수 있을까요?
I C-CT 폐쇄적 예측

S1 아, 그렇게 다르게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R

TQ8 T 그러면 낮과 아침에 기온 차이가 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FI
O-DT 의견 제시 

C-CT 폐쇄적 예측

S1
태양에서 방출되는 빛이 같으면요. 그러면 낮인 곳에서 빛을 많이 흡수하

고, 아침인 곳에서 적게 흡수하고, 그래서 그런 기온 차이가 생기는 거 

같아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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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문은 학생들의 의견 제시를 요구하는 확산적

사고 발문 또는 탐구 계획으로 유도하는 평가적 사

고 발문으로 볼 수 있는데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

다. 교사의 발문은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산적이면서도 평가적 사고를 요하는 포괄적

인 경우가 많다. TQ3에 대한 학생의 답변은 ‘빛을

조사해야 할 것 같아요’와 같이 광범위하고, TQ4 (어

떤 방법으로 빛을 조사해야하는지)의 질문에도 학생

들은 적당한 답변을 못하고 소극적 자세를 취한다.

실제 그러한 포괄적 질문을 받고 자신의 사고를 활

성화시킬 수 있는 학생은 많지 않다.

TQ3, 4와 같이 열린 발문에 대해서 학생들의 답변

이 잘 진행되지 않았지만(Table 6), TQ3에 대한 학생

의 답변 “빛을 조사해요”의 ‘빛’에 초점을 맞추어 일

련의 닫힌 발문으로 범위를 좁혀갈 때 학생들은 자

신의 생각을 돌아보며 더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TQ5는 의견 제시를 요하는 확산적 사고 발문(표기:

O-DT 의견 제시)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답이 한정

되어 있고 제한된 범위에서의 추측이므로 수렴형 발

문, 닫힌 발문(표기: C-CT 폐쇄적 예측)으로 분류하

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듯 발문의 분류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열린 발문인지 닫힌 발문인지보다 교사가 학

생의 이전 답변을 고려해서 맥락에 맞는 후속 발문

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TQ5의 발문에 학생은 ‘그럴 것 같다’는 오답으로

답변한다. 그런데 이때 TQ6에서 ‘우리가 아침일 때

다른 나라는 밤’인 곳도 있으며, TQ7에서 ‘태양에서

낮과 아침에 각각 다르게 빛을 보낼 수 있을지’의 발

문으로 학생 답변의 모순을 지적할 때 학생은 자신의

답변의 오류를 인정하게 된다. 여기서 TQ6, 7의 발문

은 학생들 생각의 모순을 짚어주는 발문으로 학생들

을 논리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Blosser의 분류로 분류할 때 TQ6, 7은 각각(표기:

C-CM 기억), (표기: C-CT 폐쇄적 예측) 등으로 분류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인지 분류로는 이런 맥락에

서의 발문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TQ8은 앞에서 했던 TQ1 (Table 5)과 같은 내용의

발문이지만 이전의 학습(발문 TQ6, 7 등)으로 학생

들은 이전보다 발전된 사고 과정을 거쳐서 낮이나,

아침인 지역에서 빛을 흡수할 때 흡수하는 양이 달

라질 거라는 추측을 해낼 수 있게 된다. TQ1은 열린

발문이라 볼 수 있고 TQ8도 같은 것을 묻는 발문으

로 열린 발문(표기: O-DT 의견 제시)이라 볼 수 있

지만, TQ8에 요구되는 답변은 이전 발문(TQ6, 7)에

서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하도록 요구되므로

폐쇄적 예측, 수렴적 사고의 닫힌 발문(표기: C-CT

폐쇄적 예측)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는

발문 분류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

는 또 다른 사례다.

TQ5, 6, 7, 8은 예측이지만, 한계의 조건이 주어져

있으므로 이것은 Blosser의 분류에 따르면 폐쇄적 예

측, 즉 닫힌 조건에서의 추리를 요하는 발문이며 수

렴적 발문인 닫힌 발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발문은

Blosser의 분류에서 예상, 즉 개연적 예측을 요구하는

발문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상, 즉 개연적

예측을 요구하는 발문의 경우는 자료가 불충분하고

다양한 추측과 사고를 요청받는 경우에 사용되며, 확

산적 발문인 열린 발문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그러한

기준으로 발문을 구분하여 분류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는 Blosser의 분류에서 수렴적 발문과 확산적 발문,

그리고 닫힌 발문과 열린 발문의 구분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Table 7은 학생들이 낮이나 아침인 지역에서 태양

빛을 흡수할 때 흡수하는 양이 달라지는 것을 추측

Table 8. Process of designing the experiment (Measuring temperature and shadow)

구분 화자 발화 내용 단계 발화 특징 Blosser의 발문 분류

TQ9 T
태양에서 방출되는 빛은 같은데 빛이 지표면에 도달되면서 빛이 흡수되

는 양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우리는 그걸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

볼 수 있을까요?

FI
DT-의견제시

O-ET계획,

S2 모르겠어요 R 무응답

TQ10 T
무엇을 먼저 해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태양 빛에 

의해서 하룻동안 달라지는 거, 우리가 측정하거나 볼 수 있는 거에 무엇

이 있지요?

FI
C-CM기억

C-CT폐쇄적예측

S1, 3 기온? R

S2, 5 그림자? R

TQ11 T 네. 기온, 그림자를 측정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FI CT-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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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이고, Table 8은 추측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실험 설계로 유도하는 과정이다. 실험설계과정에서

학생들은 비교적 열려진 TQ9 발문에는 답변을 어려

워했지만, 그 후 TQ10과 같은 좁혀진 발문에는 “기

온?”, “그림자” 등의 답변을 할 수 있어 닫힌 발문의

활용이 유용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후에

도 닫힌 발문을 점진적으로 활용하면서 연구자는 학

생들이 측정할 수 있는 ‘그림자의 길이’와 ‘기온 측

정’으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서 학생들이 스스로

실험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다.

3. 실험 과정에서의 관찰 및 측정에 관한 과정

학생들은 막대와 그림자를 이용하여 태양 고도를

측정하는 방법(Fig. 1)을 문답을 통해서 이해한 후,

그림자의 길이와 방향 및 태양의 고도를 매시간 측

정했다. 측정하기 전에는, 학생들은 태양 빛이 나란

하게 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같은 시간에 보이는

그림자들이 나란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측정하고

나서는 ‘같은 시간에 보이는 그림자들이 나란하다’는

것과, ‘태양 빛이 지표면에 나란하게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Table 9는 측정 후의 대화 내용인

데, 관찰이나 측정에 관한 발문을 분류할 때 이전 발

문과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발문 하나만을 각각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이 드러난다.

관찰이나 측정에 관하여 묻는 발문은 Blosser의 분

류에서 인지 기억 발문으로 분류되므로 Table 9의

TQ12, 13, 15 발문은 가장 낮은 수준의 발문에 속한

다. 그러나 관찰 과정에서 학습자의 사고 과정과 이

론이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관찰자는 모든 시각 정

보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사고 과정에서 관

련 정보만 추출하여 관찰하기 때문이다(Millar, 1991).

TQ12, 13, 15 발문과 답변 내용은 단순하지만, 학생

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같은 시간에 각각 측정한 그

림자의 방향과 태양의 고도가 같음을 알고 ‘지표면에

태양 빛이 나란하게 온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 발문에는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많은 발문과

대화 과정이 내포되어 있다. 그럼에도 Blosser의 분

류를 따르면 가장 낮은 수준의 분류인 인지 기억 발

문으로 분류된다.

4. 측정 실험 후 결과 분석 및 토론의 과정

학생들은 논의를 거쳐 그림자의 방향과 기온을 측

정했고 그림자의 방향을 이용하여 태양의 고도도 측

정했으며, 지표면에 태양빛이 나란하게 온다는 것을

인식했지만 ‘태양 빛은 왜 가로등 빛과 다르게 지표

면에 나란하게 입사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Table

10은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의 대화 내용이며,

Table 11은 학생들이 ‘그림자의 길이와 방향’, ‘태양

Table 9. Measuring the sun’s altitude and shadow direction

구분 화자 발화 내용 단계 발화 특징 Blosser의 발문 분류

TQ12  T
그림자를 보니 어떤가요? 나무들 그림자 방향은 각각 같은

가요, 다른가요?
I C-CM 관찰(인지 기억)

S1 어. 그림자가 방향이 다 같네요. R

TQ13 그렇지요. 나무들 그림자 방향이 다 같지요? FI C-CM 관찰(인지 기억), 재구성

S2, 3, 4, 6 네. R

TQ14 그러면 그 지점에서 각각 태양의 고도도 같겠지요? FI C-CT 폐쇄적 추리

S1, 2, 5 네. R

(중략)

TQ15 T 그림자의 방향과 태양의 고도를 측정한 결과를 말해볼까요? I C-CM 관찰, C-CT 종합

S2 우리 65도. R

S5 우리도 65도. R

S4 그림자 방향은 우리는 완전 북쪽이에요. R

Fig 1. Measuring the sun's altitude using sha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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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도’, ‘기온’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태양의 고

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높아짐’을 알아가는 대화 내

용이다.

Table 10은 학생들이 ‘매우 먼 거리로부터 태양 빛

이 오기 때문에 가로등 빛과 태양 빛이 지구에 나란

하게 오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

는 과정의 대화다. 여기서 활용된 인지 기억 발문인

닫힌 발문은 낮은 수준 발문으로 분류되지만 유용한

정보의 제공과 예측과 판단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TQ16은 앞의 과정을 기억하게 하는 질문이다. 학

생들의 기억을 되살려주고 거기에서 정보를 얻게 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문은 Blosser의 발문

분류에 의하면 수렴적 발문이거나 인지 기억 발문(표

기: C-CT 폐쇄적 예측, C-CM 기억), 즉 가장 낮은

수준의 발문에 해당된다. TQ17도 열린 발문(표기:

O-DT 추리)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가로등 빛은 태

양 빛보다 거리가 가까우므로’로 답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열린 발문이라기보다는 수렴형 발문, 즉 닫힌

발문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TQ18, 19도

역시 수렴형 닫힌 발문이다. TQ16, 17 발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에서 ‘태양 빛이 지표면에 나란하게 온다

’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

으므로 TQ18에서 ‘가로등과 지표면 사이의 거리와

태양과 지표면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도록 ‘거리’라

는 제한된 조건을 주고,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와 ‘지구 반지름은 지구 태양 거리의 1/25,000’ 등의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렇듯 적절한 정보

제공은 이후의 발문과 학생 답변에 영향을 준다. 이

후 TQ19 발문에서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했을 때

학생들은 ‘태양은 가로등과 달리 멀리 있어서 태양

빛이 지구에 나란하게 오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전에 어떤 정보가

제공되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 발문 하나(예:

TQ19(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떨까요?))만 분석하

여 이 발문이 어느 수준의 발문인지를 논한다면 발

문 분석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학생들이 단

Table 10. Why does the sunlight come side by side differently from streetlights?

구분 화자 발화 내용 단계 발화 특징 Blosser의 발문 분류

TQ16 T
우리가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태양 빛은 지표면에 나란하게 오고 있는데

요. 그래서 그림자도 나란하지요.? 그렇지요? 
I

C-CT 폐쇄적 예측

C-CM 기억

S1, 2 네 R

TQ17 T 그런데 왜 가로등 빛은 그렇지 않을까요? FI
O-DT 추리

C-CT 폐쇄적 예측

----- R 무응답

TQ18 T
가로등과 지표면 사이의 거리와 태양과 지표면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면 

어떤가요?
FI 

C-CT 폐쇄적 예측

C-CT 비판적 판단

S3 태양과 지표면의 거리가 멀어요. 가로등과 지표면 거리는 가깝고. R

T
그렇지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멀어요. 1억 5,000만 km. 

지구 반지름은 6,370km이니까. 지구 반지름은 지구 태양 거리의 1/25000 

정도에요. 

F

S2 꽤 머네요. R

TQ19 T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떨까요? 

태양의 크기도 매우 작게, (중략), 지구는 아주 더 작게. (중략)
FI C-CT 재구성

S1

태양은 빛을 사방으로 내보내지만 지구가 멀리 있으니까. 빛이 지구에 나

란하게 오네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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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상황에서 열린 발문보다

닫힌 발문이 더 적절하다.

Table 11은 학생들이 ‘그림자의 길이와 방향’, ‘태

양의 고도’, ‘기온’의 측정 결과를 그래프로 그린 후,

결과를 바탕으로 ‘태양의 고도와 기온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대화 중 일부다. 여기서 TQ20 발문

의 구분의 어려움이 보이고, 학생들의 참여도와 이전

발문 맥락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TQ20은 Blosser의 발문 분류에 의하면 평가적 사

고 발문, 열린 발문(표기: O-ET 계획)이라 할 수 있

지만, 측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을 요하는 발문이

므로 닫힌 발문, 수렴적 사고 발문(표기: C-CT 폐쇄

적 예측, 종합 일반화, 비판적 판단)이라 분류될 수도

있다. 또한 Blosser는 열린 발문 중 평가적 사고 발

문에는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야 하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TQ20은 평가적 사

고의 열린 발문이라 할 수도 있다. 이 역시 Blosser

분류로 발문을 명확히 분류하기가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다. TQ20에 대한 답변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

게 두 집단(집단 A, B)으로 의견이 나뉘며 자신의

의견을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렇게 학생들이 자신의 논리를 형성하는 사고 과정에

이른 것은 TQ20 하나의 발문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TQ20 이전의 실험 및 측정 과정에서 지속된

수많은 발문에 기인한다. 즉 일부는 계획되었고, 일

부는 학생의 답변을 기반으로 맥락을 반영한 발문들

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TQ20 이전의 많은 발문과

답변 과정이 학생들에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어

느 정도의 논리를 갖추게 했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중요한

작용을 했다. 따라서, 이어진 발문 중에 어느 하나의

발문을 개별로 분류하여 그 발문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추리하는 과정

앞의 측정 결과에서 학생들은 ‘태양의 고도가 높을

수록 기온이 높아진다’는 의견을 갖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면 왜 기온이 높아질

까’에 대해 추리했고 관련 대화 내용 일부가 Table

12-Table 15에 정리되었다. Table 12는 앞의 측정결

과를 바탕으로 추리하는 과정이며, Table 13은 연구

자가 정보를 제공한 후 추리하는 과정이고, Table 14

는 발문을 활용하여 이전 지식을 상기시킨 후 추리

하는 과정이며, Table 15는 실험을 활용하여 ‘왜 아

침보다 낮에 기온이 높을까?’에 관하여 추리하는 과

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열린 발문도 사용되었지만

닫힌 발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단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아침과 낮의 기온 차’는 ‘태양의 고도

가 다르니까 단위면적당 빛을 받는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나름대로 논리

를 가지고 스스로 추론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으며

발전해 갔다.

Table 12는 TQ22에 대하여 두 개의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이 형성되어 의견을 말하는 과정의 대화이

Table 11.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n’s altitude and temperature?

구분 화자 발화 내용 단계 발화 특징 Blosser의 발문 분류

TQ20 T
여러분들이 측정한 태양의 고도와 기온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린 그래프를 보고 생각해보세요.
I

C-CT 폐쇄적 예측, 종합 일반

화, 비판적 판단, O-ET 계획, 

S2
태양의 고도와 기온은 관계가 없어요. (중략) 태양의 고도가 가

장 높을 때 보다는 태양의 고도가 조금 낮아진 2시에 더 기온이 

높았어요.

R 집단A

S3

저도 관계없는 것 같아요. 태양 고도는 12시 30분에 가장 높았

는데 그 때에는 가장 기온이 가장 높지 않았어요. (중략) 태양 

고도는 그다음에 낮아졌는데도 기온은 2시 30분까지 계속 올라

갔잖아요?

R 집단A

S5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높아지는 거 같아요. 태양의 고

도가 낮아지는데 기온이 올라간 건 땅이 달궈지는데 시간이 걸

려서 그런 거 같아요. 

R 집단B

S4

저도 태양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높아지는 거 같아요. 온도계

를 밖으로 가지고 나갔을 때 밖에 날씨가 덥지만 온도계의 눈금

이 바로 올라가지는 않았잖아요? 온도계가 데워지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중략) 땅이나 공기가 데워지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R 집단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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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5와 S3(집단1)은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면 태양

과의 거리가 멀어지므로 기온이 낮아진다’는 주장을

했고, S1(집단2)은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멀기 때문

에 그 조금의 거리 차(X와 Y의 차)는 온도가 높아지

는 것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TQ21은 학생들의 이전 생각을 상기시키는 발문으

로 낮은 수준(표기: C-CM 기억)으로 분류되지만, 학

습 과정에서 중요한 발문이다. TQ21로 학생의 이전

생각을 상기시켰기에, 학생들에게 그에 대해 더 생각

하게 하는 TQ22의 발문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그

후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두 집단(집단1과 집단2)으로

나뉘어져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게 되었다. 학생들

의 상호 대화는 이전보다 활발해졌고 토론 분위기가

활발해져서 발문의 의미가 커졌다. TQ22는 Blosser

의 분류에 따르면 열린 발문(표기: O-DT 추론, O-

DT 의견 제시)이라 볼 수 있으며 TQ21, 22, 23 중

열린 발문으로 명백하게 분류되는 것은 TQ22이지만,

TQ22 하나만의 발문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사고 과정

이 활발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TQ21, 22, 23의 발

문이 모두 필요하고 함께 역할을 하는 발문이었으므

로 어느 발문이 더 높은 인지 수준을 요한다거나 더

의미가 있다는 식의 가치 부여는 애매하다. TQ23은

S3 학생의 의견을 교사가 분명한 표현을 사용하여

재구성하여 말한 발문이다. 이는 학생이 자신의 생각

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자신의 발언을 다른 학생

들이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하여 꼭 필요한 발

문이며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발문이지만, Blosser의

분류에 의하면 닫힌 발문이며 낮은 수준의 발문에

해당된다.

Table 12에서 S5와 S3(집단1)은 ‘태양의 고도가 낮

아지면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지므로 기온이 낮아진다

’는 주장을 했고, S1(집단2)은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그 조금의 거리 차(X와 Y의 차)는

온도가 높아지는 데는 관계없을 거’라 했다. S1(집단

2)의 의견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그 후 학생들은

S1(집단2)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고 이에 연구자가 개

입하여 S1(집단2)의 의견을 보완할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TQ24, 25, 26 등의 형태로 정보를 제시했

다(Table 13).

Table 12. Why does the temperature rise when the sun’s altitude rises? (Inference)

구분 화자 발화 내용 단계 발화 특징 Blosser의 발문 분류

TQ21 T
우리는 ‘태양의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높아진다.’는 의견을 갖게 되었

지요? 
FI C-CM 기억

S 네. R

TQ22 T
그러면 ‘태양의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높아진다.’면 왜 그렇게 될까요? 

누가 설명해 볼 수 있나요?
FI

O-DT 추론

O-DT 의견 제시

S5
태양의 고도가 직각일 때 보다는 태양이 비스듬하게 비추면 태양과 지구

의 거리가 더 멀어지니까요. (중략)
R 집단1

S3

저도 비슷한데, (중략) 지구는 자전하니까, 이건 지구를 위에서 내려다 본 

그림이에요. 지구 가운데에 점 찍은 게 북극이고요. (중략) 그러니까 낮에

는 지구와 태양이 더 가까워요. 그게 그림에 x에요. 아침에는 태양과 지

구 거리가 더 멀어요. 그걸 y로 표시했어요. (중략) 아침보다 낮에 태양과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낮에 온도가 더 높은 거예요.

R 집단1

TQ23 T
그러니까 ‘태양의 고도가 높은 낮에는, 아침일 때 보다 태양에 거리가 더 

가까우니까 온도가 더 높다’는 말이지요?
FI C-CT 일반화, 재구성

S3 네, 그래요. R 집단1

S1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태양과 지구는 거리가 아주 머니까, (중략) 그 조금

의 거리 차(X와 Y의 차)는 온도가 높아지는 데는 관계없을 거 같아요.
R 집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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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Q24의 정보는 이미 전에 제공된 것이지만 학생들

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발문 형태로 다시 제공한

것으로, 이 발문은 Blosser의 분류에서 가장 낮은 수

준인 인지 기억 발문이지만 학생들에게 기억과 회상

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중

요한 발문이다. 이어서 TQ25에서 좀 더 구체적 정보

를 주고 TQ26에서 정보를 해석해 주면서, 집단1 학

생들은 점차 자신의 생각의 오류를 알 수 있었고, 집

단2의 의견에 동의하게 되었다. 이렇듯 적절한 시점

에 정보를 제공하고 발문하는 것은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상대방의 의견의

평가자 위치를 갖도록 유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TQ25, 26, 27의 질문은 내용상 학생들의 의견과 판

단을 구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그러한가’, ‘그렇

지 아니한가’를 묻는 양자 택일형의 형태로 ‘예’, ‘아

니오’로 답변이 한정되어 있는 발문이다. 이는

Blosser의 분류에서 닫힌 발문이며 낮은 수준의 발문

이다. 그러나 TQ25, 26, 27과 같은 양자택일형 발문

은 이 맥락에서 중요한 발문이다. 학생들이 아직 스

스로 유용한 의견을 내기 어려운 수준의 상황일 때,

학생들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으로 단계적으로 이끌

수 있으며 학생들이 어렴풋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표현해내지 못하는 것을 교사가 대신하여 표현해줄

수 있고, 학생들은 자신의 사고 과정을 돌아보고 확

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Table 14는 발문을 활용하여 지식을 상기시켜 이해

에 도달하는 과정의 일부이고, Table 15는 측정 활동

을 통하여 ‘아침보다 낮에 기온이 왜 더 높을까?’에

대해 추리하는 과정이다. TQ28은 수업 초기부터 계

속 반복되어 온 열린 발문인데, 학생들은 여전히 쉽

게 답변하지 못했다. 그러나 TQ29, TQ30 발문에서

학생이 이전 지식을 상기한 후, 연구자가 TQ31을 활

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자 학생은 빛을 받는 면적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답에 도달한다. 이것은, TQ29,

TQ30은 인지 기억 발문, TQ31은 폐쇄적 예측의 수

렴적 발문으로 모두 닫힌 발문에 해당되는데, 닫힌

발문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준다. TQ32는 학생이 ‘면

적’이라고 불완전하게 표현한 답변에 대해 교사가 ‘빛

을 받는 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며 되묻는 발문이

다. 이는 학생들의 불완전한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표현하도록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문이며 다

른 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돕는데 꼭 필

요한 발문이다. 이러한 발문은 Blosser의 분류에서는

(표기: CT-재구성)의 닫힌 발문이다. 즉 높은 수준의

발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어서 TQ33, TQ34, TQ35 등의 발문을 통해서

학생들은 단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아침과

낮의 기온 차는 태양의 고도가 다르니까 단위면적당

빛을 받는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임을 이해하게 되었

다. TQ33, 34, 35 발문은 예측, 즉 ‘폐쇄적 예측’ 발

문으로 닫힌 조건에서의 추리를 요하는 발문이며, 조

건 또는 증거에 대해서 한계가 주어져 있으므로 제

한된 자료를 활용하여 예측하는 발문이므로, 이것은

수렴적 발문이다. ‘폐쇄적 예측’ 발문은 열린 발문에

해당하는 예상, 개연적 예측 발문과 구별이 어려울

수 있다. ‘개연적 예측’ 발문의 경우는 확산적 발문

Table 13. Why does the temperature rise when the sun’s altitude rises? (Inference after information)

구분 화자 발화 내용 단계 발화 특징 Blosser의 발문 분류

TQ24 T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억 5,000만 km이고, 지구 반지름은 약 6378 

km에요. (중략) 지구 반지름은 태양과 지구 거리의 1/25,000 정도 밖에 

안돼요. (중략) 그거 전에 들은 거 기억나요? 

I  C-CM 기억

S1 네, 생각나요. R

TQ25 T
지구 반지름은 태양과 지구 거리의 1/25,0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낮일 

때가 아침일 때보다 태양과의 거리가 가깝다 하더라도, 그 가까워진 거리

는 태양 지구 거리의 1/25,000 정도만큼도 안되겠지요?

FI C-CT 폐쇄적 예측

S3 네, 그러네요. R

TQ26 T
그 정도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해서, (중략)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와 같

이 그렇게 크게 기온 차이가 나타날까요? 
FI C-CT 폐쇄적 예측

S5 안 날 것 같긴한데.. R 집단2

TQ27 T 촛불이나 난로에 1/25,000만큼 가까이 가면 그렇게 더워질까요? FI C-CT 폐쇄적 예측

S2
(중략) 저 거리 조금 차이 나는 걸로 그렇게 온도 차가 날 수 없을 거 같

아요.
R 집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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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는데 학생은 예측하도록 요청받지만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불충분한 경우다.

6. 토의

Blosser의 분류에 따라 발문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발문을 명확하게 하나의 부류로 분류하기는 어려웠으

며 하나의 발문이 2-3가지 분류를 가지게 되는 경우

가 많아 기존 국내 발문 연구에서 발문의 빈도를 구

분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Table 16은 TQ1- TQ

35까지의 35개 발문 중 열린 발문으로 분류된 10개

의 발문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Table 16에 나타내었

듯이 TQ1, 8, 17, 20 등 4개 발문은 열린 발문과 닫

Table 14. Is the temperature higher in the day than in the morning? (Inference relating previous learning)

구분 화자 발화 내용 단계 발화 특징 Blosser의 발문 분류

TQ28 T 그럼 왜 아침보다 낮에 기온이 높을까요? I O-DT 의견 제시

..... 무응답

TQ29 T
우리가 전에 지표면에 태양 빛이 나란하게 오는 거 확인했지요? ( TQ15, 

16 발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언급)
FI C-CT 가억

S 네. R

TQ30 T
그리고, .기온 차이가 나는 것은 빛의 흡수량이 달라서일 거라고 했었지

요? (TQ9 발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언급)
FI C-CT 기억

S 네. R

TQ31 T
그런데, 아침과 낮에 태양의 고도가 달라지게 되면 빛이 오는 방향이 달

라질텐데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과. 아침과 낮의 기온이 달라지는 것

과 관련 있을까요? (중략) 

FI C-CT 폐쇄적 예측 

S1 선생님, 그러면, 면적과 관련 있는 거 아닌가요? R

TQ32 T 빛을 받는 면적? FI C-CT 재구성

S1 네. 맞아요. R

S2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R

Table 15. Why is the temperature higher during the day than in the morning? (Inference through measuring activity)

구분 화자 발화 내용 단계 발화 특징 Blosser의 발문 분류

TQ33 T
하나의 전등은 수직으로 비추고 또 다른 전등은 비스듬하게 비추면 두 

경우에 빛을 받는 면적은 어떻게 다를까요? 
FI C-CT 폐쇄적 예측

S2

그림을 그려보니까 면적과 관련 있는 거 같아요.

R

TQ34 T
실제로 그런지 모눈종이에 전등을 비추면서 빛을 받은 면적을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햇빛이 비춘다면 어떨지 생각해보세요. 
FI

C-CT 재구성.

폐쇄적 예측

S4
(전등 실험을 한 후) 선생님, 전등을 수직으로 비출 때 빛이 모눈종이 10

개에 비춰졌는데, 전등을 30도쯤 기울여서 비췄더니 모눈종이 52칸에 비

춰져요. (중략) 그런데 수직으로 비춰진 곳이 훨씬 더 밝아요.

R

TQ35 T
(중략) 모눈종이 한 칸이 받은 빛의 양은 수직으로 받은 쪽이 비스듬하게 

받은 쪽보다 훨씬 크겠지요? 
FI CT-폐쇄적 예측

S5 네, 그러네요. R

S3
그래서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생기겠네요. 아침과 낮에 태양의 고도가 

다르니까 아침에는 비스듬하게 오고 낮에는 수직으로 오니까.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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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발문으로 동시에 분류되었으며, TQ2, 3, 4, 9, 22,

28 등의 6개 발문은 열린 발문만으로 분류되었지만

이들 중 TQ2, 3, 4, 9, 22는 평가적 발문과 확산적

발문으로 동시에 분류되어 구분에 어려움이 있었다.

열린 발문은 수업 과정 중 연구결과에 서술된 총 5

가지 과정 중 ‘1. 학생들의 인지 수준을 알고 수업을

계획하는 과정’, ‘2. 실험 설계 과정으로 유도하는 과

정’, ‘4. 측정 실험 후 결과 분석 및 토론의 과정’,

‘5.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추리하는 과정’의 4개 과정

에서 고루 사용되었으며 ‘3. 실험 측정하기’ 과정에

서는 닫힌 발문이 주로 사용되었다. 열린 발문과 닫

힌 발문은 요구되는 상황이 다르기에 어느 발문이

더 유용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학생이 모순을 스스

로 깨닫도록 학생의 답변에 근거하여 모순을 알게

하는 발문의 분류에 어려움이 있었고 정보 제공 후

의 발문과 맥락의 중요성을 발문 분류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 Blosser(1973)의 발문 분류 체계를 활용한 분류

의 어려움

열린 발문과 닫힌 발문의 구분의 어려움

TQ1, 8, 17, 20 등의 4개 발문이 열린 발문과 닫

힌 발문으로 중복되어 분류되었고, 특히 평가적 사고

발문과 수렴적 사고 발문, 수렴적 사고 발문과 확산

적 사고 발문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웠다. TQ20

과 같이 학생들이 측정한,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을 요하는 발문은 닫힌 발문, 수렴적 사고 발문

(표기: C-CT 폐쇄적 예측, 종합 일반화, 비판적 판단)

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평가적 발문(표기: O-ET 계

획)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듯 Blosser의 분류로 평

가적 사고 발문과 수렴적 사고 발문 을 명확히 분류

하기는 쉽지 않다. TQ5, 6, 7, 33, 34, 35의 발문은 ‘폐

쇄적 예측’, 즉 닫힌 조건에서의 추리를 요하는 발문

(수렴적 사고를 요하는 닫힌 발문)에 해당되었는데

이러한 발문은 Blosser의 분류에서 예상, 즉 ‘개연적

예측’을 요구하는 발문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상, 즉 ‘개연적 예측’을 요구하는 발문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불충분한 경우로 확산적 발

문인 열린 발문으로 분류되는데, 그러한 기준으로 구

분하여 분류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듯 폐쇄적 예측

(수렴적 사고 발문, 닫힌 발문)과 개연적 예측(확산적

사고 발문, 열린 발문)의 구분도 명확히 하기 어렵다.

Table 16. Questions classified as open-ended ones

과정 구분 발화 내용 단계 Blosser의 발문 분류

1. 학생들의 인지 수준을 

알고 수업 계획하기

TQ1 아침보다 낮에는 왜 기온이 높을까요? FI
O-DT 의견 제시

C-CT CM 기억

TQ2
그러면 3-5시에도 태양은 계속 떠 있는데, 왜 저녁 3-5시에는 한

낮보다 기온이 내려가지요? 
FI

O-DT 의견 제시

O-ET 정당화

2. 실험 관찰 설계 및 탐구

로 유도하기

TQ3
아침보다 낮에 왜 기온이 더 높은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

떤 방법을 해볼 수 있을까요? 
I

O-DT 의견 제시,

O-ET 계획

TQ4
빛을 조사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빛

은 조사할 수 있을까요? 
FI

O-DT 의견 제시

O-ET 정당화

TQ8 그러면 낮과 아침에 기온 차이가 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FI
O-DT 의견 제시 

C-CT 폐쇄적 예측

TQ9
태양에서 방출되는 빛은 같은데 빛이 지표면에 도달되면서 빛을 

흡수하는 양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그걸 알기 위해서 무

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FI
O-DT 의견 제시

O-ET 계획

3. 실험측정하기 (열린 발문이 예시되지 않았음)

4. 실험 측정 후 결과 분석 

및 토론하기

TQ17 그런데 왜 가로등 빛은 그렇지 않을까요? FI
O-DT 추리

C-CT 폐쇄적 예측

TQ20
여러분들이 측정한 태양의 고도와 기온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린 그래프를 보고 생각해보세요.
FI

C-CT 폐쇄적 예측, 

종합 일반화, 비판적 판단

O-ET 계획, 

5.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추리하기

TQ22
‘태양의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높아진다’면 왜 그렇게 될까요? 

누가 설명해 볼 수 있나요?
FI

O-DT 추론, 

O-DT 의견 제시

TQ28 그럼 왜 아침보다 낮에 기온이 높을까요? I O-DT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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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의 발문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분류

가 됨

TQ8은 앞의 TQ1과 같은 내용의 발문이지만 이전

의 학습(TQ 6, 7 등)의 영향으로 학생들은 이전보다

발전된 사고 과정을 거쳐서 ‘낮이나 아침인 지역에서

빛을 흡수할 때 흡수하는 양이 달라질 것’이라는 추

측을 해낼 수 있게 된다. TQ1은 열린 발문이라 볼

수 있고 TQ8도 같은 것을 묻는 발문이지만, TQ8에

대한 답변은 이전 교사의 발문(TQ6, 7)에서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TQ8 이

전에 TQ5, 6, 7의 발문을 통해서 ‘태양에서 동시에

빛이 방출되는데, 낮인 지역을 향해서는 많이, 또 아

침인 지역을 향해서는 적게, 그렇게 다르게 빛을 보

낼 수 없다’는 것을 학생들이 생각하도록 했고, TQ8

은 그를 바탕으로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의 원인에

대한 예측을 요구하는 발문으로 결국 학생들은 ‘빛이

흡수되는 양이 아침과 낮에 다를 것’이라는 것을 예

측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TQ1이 학생의 수준을 알

기 위한 질문이라 할 수 있다면, TQ8은 ‘폐쇄적 예

측’, 즉 닫힌 조건에서의 추리를 요하는 발문(수렴적

사고를 요하는 닫힌 발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

듯 발문자의 의도와 맥락에 따라 같은 내용의 발문

이라도 발문의 분류는 달라질 수 있다.

학생의 답변에 근거하여 모순을 알게 하는 발문

분류의 어려움

TQ2는 열린 발문으로 분류되었지만, 이 발문은 앞

의 TQ1에 대한 학생 답변에서 모순점을 찾아내어

학생의 이전 답변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답

변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발문이다. 이는 열

린 발문 중 평가적 사고 발문, 의견의 정당화(표기:

O-ET 정당화)를 유도하는 발문, 또는 자유로운 의견

을 묻는 발문(표기: O-DT 의견 제시)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발문은 학생이 답변할 수 없는 상태를

유도한 것이므로 그렇게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발문 역시 Blosser의 분류에서는 적

절히 분류하기 어렵다. TQ6, 7의 발문도 학생들 생

각의 모순을 짚어주는 발문이었는데 이는 학생들을

논리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TQ6, 7은 각각 (표기: C-CM 기억), (표기: C-CT 폐

쇄적 예측)으로 분류했지만 그러한 분류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나. 열린 발문 활용에서의 시사

열린 발문, 하나의 발문만으로 학생의 참여도 등을

평가하는 것의 문제점

TQ20, TQ22에 대하여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토론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열린 발문의 긍정적 효과라 볼 수

있지만, TQ20, TQ22의 각각의 발문에 의해서라기보다

는 그 이전의 발문과 답변의 과정이 학생들에게 표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논리를 갖추는데 도움을 주었

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기에 TQ20, TQ22에 대하여 토론이 가능했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연이은 발문 중에

어느 하나의 발문만을 떼어 분류하고 그 하나의 발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열린 발문에 대하여 학생이 답변을 어려워하는 경

우가 많음

열린 발문 중 TQ20, TQ22의 경우 학생들의 답변

은 활발했지만 TQ3에 대해 “빛을 조사해야할 것 같

아요”와 같이 광범위하게 답변하거나 TQ1, TQ4,

TQ8, TQ28 등에는 소극적 자세를 취했다. 넓은 범

위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사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학생은 많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답변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학생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

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열린 발문에 이어서 닫힌 발

문을 활용할 때 학생들은 단계를 밟아 차례차례 생

각해나갈 수 있었으며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

다. 열린 발문은 주로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했지만

이에 대하여 학생들이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

다. 그러므로 열린 발문을 활용할 때 적절히 닫힌 발

문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닫힌 발문 활용이 주는 시사

이전 학습에서 얻은 정보를 상기시키는 인지 기억

닫힌 발문의 유용성

TQ3, 4의 열린 발문에 대해서 학생들의 답변이 잘

진행되지 않았지만, 학생의 답변인 ‘빛’에 초점을 맞

추어 일련의 닫힌 발문으로 범위를 좁혀갈 때 학생

들은 더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TQ16와 같

이 앞의 과정을 기억하게 하는 질문으로 학생들의

기억을 되살려주고 거기에서 정보를 얻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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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이해를 도울 때 폐쇄적 예측 닫힌 발

문의 유용성

학생들은 TQ9의 비교적 열린 발문에 대해서는 답

변을 어려워했지만 그 후 TQ10와 같은 닫힌 발문에

는 “기온?”, “그림자?” 등의 답변을 할 수 있어 범위

와 조건이 주어진 닫힌 발문의 활용이 유용한 경우

를 볼 수 있다. TQ28의 열린 발문에도 쉽게 답변하

지 못했으나 TQ29, TQ30 등에서 후속 발문을 통해

학생이 이전에 동의한 지식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

면서 단계적으로 TQ31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했을

때 학생들은 이해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단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데에 닫힌 발문이 효과적이었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할 때 양자

택일형 닫힌 질문의 유용성

TQ25, 26, 27은 내용상으로는 학생들의 의견과 판

단을 구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그러한가’, ‘그렇

지 아니한가’를 묻는 양자 택일형의 형태로 답변이

‘예’, ‘아니오’로 한정되어 있는 발문이다. 이는

Blosser의 분류에서 닫힌 발문이며 낮은 수준의 발문

이다. 그러나 TQ25, 26, 27와 같은 양자 택일형의

발문은 꼭 필요한 질문의 형태라고 보여진다. 학생들

이 아직 스스로 유용한 의견을 내기 어려운 수준의

상황일 때, 학생들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으로 단계

적으로 이끌 수 있으며 학생들이 어렴풋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표현해내지 못하는 것을 교사가 대신하여

표현해줄 수 있고, 학생들은 자신의 사고 과정을 돌

아보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의 표현이 불명확할 때 재구성 닫힌 발문의

유용성

TQ23, TQ32는 학생의 의견을 교사가 다시 분명한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 것인데 TQ32는 학생이 ‘면적’

이라고 불완전하게 표현한 답변에 대하여 교사가 ‘빛

을 받는 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여 그러한지 되묻

는 발문이다. 이는 학생이 알고 있지만 잘 표현하지

못한 부분을 교사가 좀 더 매끄럽고 정확하게 표현

하여 답변한 학생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

법을 알려주고 학생의 발언을 다른 학생들이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하여 꼭 필요한 발문이다. 이는

맥락에서 중요한 발문이지만 Blosser의 분류에서는

수렴적 사고의 닫힌 발문(표기: C-CT-재구성), 즉 높

은 수준의 발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낮은 수준의 발문에 해당된다.

라. 발문 분석에서 맥락의 중요성

발문을 활용한 정보 제공의 유용함과 맥락

TQ 16, 17에 대한 답변에서 ‘태양빛이 왜 지표면

에 나란하게 오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판

단하고 TQ18에서처럼 ‘거리’라는 제한된 조건을 주

고, 좀 더 상세한 자료(학생들에게 지구와 태양 사이

의 거리가 1억 5,000만 km, 지구 반지름은 지구 태

양 거리의 1/25,000 정도라는 정보)를 제공해 준 것

과 같이 적절한 정보의 제공은 이후의 발문과 학생

의 답변에 영향을 준다. 정보 제공은 발문 형태일 수

도 있고 진술 형태일 수도 있다. 정보 제공 후 TQ19

에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게 했을 때 학생들은 ‘태양

은 빛을 사방으로 내보내지만 지구가 멀리 있어서

빛이 지구에 나란하게 오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전에 어떤 정보가 제

공되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TQ19 발문의 문장만

분석하여 이 발문이 어느 수준의 발문인지를 논한다

면 그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 

관찰이나 측정에 관한 발문의 분류에서 맥락을 이

해할 필요성

관찰 측정 과정에서는 닫힌 발문이 주로 많이 사

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TQ12, 13, 15의 발문

과 이에 대한 답변은 단순하지만, 학생들이 그 과정

을 통해서 ‘같은 시간에 각각 측정한 그림자의 방향

과 태양의 고도가 같음’을 알고, ‘지표면에 태양빛이

나란하게 온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관찰 측정

과정의 발문(TQ12, 13, 15)에는 그 이전에 계속되어

온 많은 발문과 대화 과정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단

순한 발문이라 해도 그 발문의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 수업 진행 구분의 5가지 과정에서 발문의 특성

연구 결과에 서술된 총 5가지 수업 과정(‘1. 학생

들의 인지 수준을 알고 수업을 계획하는 과정’, ‘2.

실험 설계 과정으로 유도하는 과정’, ‘3. 실험 과정에

서의 관찰 및 측정에 관한 과정’, ‘4. 측정실험 후 결

과 분석 및 토론의 과정’, ‘5.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추리하는 과정) 중 ‘4. 측정실험 후 결과 분석 및 토

론의 과정’, ‘5.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추리하는 과정

’에서는 열린 발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이 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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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져 상호작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

나 ‘1. 학생들의 인지 수준을 알고 수업을 계획하는

과정’, ‘2. 실험 설계 과정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는

열린 발문이 상호작용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자연스러

운 토론이 형성되지 못했다. 또한 ‘3. 실험 과정에서

의 관찰 및 측정에 관한 과정’에서는 과정의 특성상

열린 발문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4. 측정 실험 후

결과 분석 및 토론의 과정’, ‘5. 측정 결과를 바탕으

로 추리하는 과정’에서 열린 발문에 학생들이 활발한

상호작용을 보이게 된 이면에는 프로그램이 후반부로

진행될수록 학생들이 논리를 갖추게 되었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있겠지만 ‘3. 실험 과정에서의 관찰 및 측정에

관한 과정’에서는 과정의 특성상 열린 발문이 사용되

기 어려웠던 사례로 미루어볼 때, 수업 진행 목적과

과정에 따라서 발문의 활용과 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결론 및 제언

대부분의 국내 과학 교과 발문 연구에서는 인지적

분류 방법인 Blosser (1973)의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열린 발문과 같은 상위 수준의 발문이 닫힌

발문과 같은 하위 수준의 발문보다 효과적이라는 전

제하에 수업에서 발문의 빈도수를 조사하여 열린 발

문으로 대변되는 상위 수준 발문 사용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닫힌 발문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한다. 이전 학습에서

얻은 정보를 상기시키면서 단계적으로 폐쇄적 예측

과정을 통해서 사고를 확장시키는데에는 열린 발문보

다 닫힌 발문이 더 적절했다. 양자 택일형 형태로 답

변이 한정되어있는 닫힌 발문도, 학생들이 스스로 유

용한 의견을 내기 어려운 수준일 때, 학생들을 단계

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었으며 학생들이

어렴풋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표현해내지 못하는 것

을 교사가 대신 언어로 표현해 줄 수 있어 유용했다.

또한 학생 발언을 교사가 재구성하여 되묻는 닫힌 발

문의 경우도 학생이 알고 있지만 잘 표현하지 못한

부분을 교사가 정확하게 표현하여 학생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학생 발언을 다른

학생들이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데에 유용했다.

국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Blosser (1973)의 발

문 분류 체계는 다른 인지 분류 체계에 비하여 구체

적으로 설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계로 발문

을 분류하기가 쉽지 않았다. 학생의 답변에 근거하여

모순을 알게 하는 발문은 Blosser (1973)의 분류 체

계에서는 적절하게 분류하기 어려웠다. 또한 같은 내

용의 발문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분류가 되는 경

우가 있었다.

열린 발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이 토의로 이어져

상호작용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는 이전의 닫힌 발문이

단계적으로 학생들의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게 해

주었기에 가능했다. 과학 교과에서 정보 축적과 수렴

적 사고 촉진을 강조하는 경향을 지양해야 할 필요

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무조건적이고 획일적으로 열

린 발문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교실 상황에 더욱 적

절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같은

내용의 발문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분류가 되었으

며 발문 이전에 어떤 정보가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발문의 효과는 달라졌다. 또한 ‘측정 실험 후 결과

분석 및 토론의 과정’, ‘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추리

하는 과정’에서는 열린 발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이

토의로 이어져 상호작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 그러나 ‘학생들의 인지 수준을 알고 수업을 계획하

는 과정’, ‘실험 설계 과정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는

열린 발문이 상호작용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자연스러

운 토론이 형성되지 못했다. 이렇듯 발문은 수업 과

정과 맥락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과정과 맥락을 무시하고 개별 발문만을 각각 분석하

여 이 발문이 어느 수준의 발문인지를 논하고 인지

적 상위 수준 발문의 빈도수로 수업의 질을 평가하

는 현재 많이 행해지는 분류 적용 방식은 한계가 있

을 수밖에 없다.

Blosser의 발문 분류 체계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엄

밀하게 분류하기 어렵고 맥락이 무시되는 한계가 있

지만, Blosser (1973)는 그의 저서에서 ‘교사들이 수

업 중 자신이 활용했던 발문을 그의 분류 체계를 활

용하여 반성적으로 분석하려 노력한다면,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에서 좀 더 다양한 발문을 시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이러한 Blosser의 언급과 같이,

교사들이 자신의 발문 형태에서 획일적이거나 고정적

인 부분을 찾아 반성하고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발문

을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 Blosser의 분류 체계를 활

용한다면 Blosser의 분류 체계는 좀 더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발문을 발화한 교사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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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문의 맥락을 잘 알고 있으므로 자신이 이를 보완

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교사가 자신의 발문을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명확하고 분명한

발문 분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

나 현재 Blosser (1973)의 분류 체계는 주로 타 교사

의 수업에서 발화된 발문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Blosser의 분류 체계는, 발문의 맥락을 무시한 채 개

별 발문을 분석하여 상위 수준(열린 발문)과 하위 수

준(닫힌 발문)으로 구분하여 각 발문 유형의 빈도수

로 수업을 평가하는 데에, 주로 활용된다. 그러한 방

법은 결코 유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방식의 발문 분

류는 발문의 특성 규명에 있어서 지나치게 경직된

방식일 수밖에 없다.

소크라테스의 발문을 통한 교육 사례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적 모델로 회자 되고 있다

(Bruner, 1960/2010; Lee, 2004; Kim, 1976).『메논』에

서 보여지는 소크라테스와 노예 소년과의 기하학적 문

제에 관한 대화
1)
나『프로타고라스』에서 보여지는 소

크라테스와 프로타고라스의 정의와 경건과 미덕에 관

한 대화
2)
 등의 여러 사례들에서 ‘예, 아니오’의 답변

형태나 양자 택일형의 답변을 요하는 발문이 많이 활

용되었다. 이러한 발문은 기존의 인지 수준 발문 체계

에 의하면 낮은 수준의 발문에 불과하다. 그러나 소크

라테스는 그러한 발문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인지 과정

을 발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Petrie, 1981).

과학 교과 발문 분류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분류

체계는 지양되어야 하며, 발문에 관한 연구는 피상적

이고 분절적 관점을 넘어서서 더 통합적이며 근본적

관점에서 접근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원하는 정

보에 쉽게 접근 가능한 시대가 되면서 획일적 정답

을 얻어 내기보다는 스스로 의미를 생성하고 연관

관계를 도출해내는 능력 함양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

되고 있다. 과학 교육에 있어서 과학 내용 그 자체의

습득보다는 과학의 가치를 깨닫고 의미를 생성하며

학습자의 사고력과 인지 과정을 발전시켜 가는 과정

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학생의 반성적 사고를

자극하여 학생들의 내부에서 변화가 형성되고, 학생

스스로 평가적 권위를 가지고 활발히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발문에 관한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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