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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학습자 질문은 지식의 응용과 확장이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주목해

야 할 학습 활동이다. 학습자 질문은 주어진 자료로부터 새로운 생각을 

하거나 정보를 탐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학습과 사

고의 깊이를 심화시킬 수 있게 돕는다. 이러한 효과는 학생들이 만들어 

낸 질문의 양과 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학습 환경에서는 질문의 절대적인 빈도가 낮고, 그마저도 주어진 학습자

료의 내용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생들의 질문이 지식의 응

용, 비판, 개선 등으로 심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 본 연구의 전반부에서는 질문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그 질문이 평가

될 것을 예고하였을 때, 학습은 물론, 만들어지는 질문의 양과 질이 어

떤 변화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질문 평가 예고가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질문이 평가될 것이라고 예고하면, 질문의 양과 질이 향상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습 내용도 더 잘 이해하였다. 이 결과를 교육 장

면에 적용하려면 실제로 질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질문을 평가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학생들의 질문 수행에도 도움이 

되는 동료평가에 주목하였다. 동료평가란 학생들이 서로의 학습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동료평가를 위

한 질문평가 기준이 제안되었고 이 기준으로 평가를 할 때 이후의 질문

의 양과 질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탐색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험 1에서는 기존의 학습 환경(이해도 평가 

& 강의 듣기)과 비교하여 대안적인 학습 환경(질문 평가 & 교재 읽기)에

서 학생들의 질문의 양과 질이 향상될 수 있는지를 탐색해보았다. 결과

적으로 대안적인 조건에서 질문의 양과 질뿐만 아니라 이해도 또한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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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결과를 얻었다. 실험 2에서는 질문을 평가하고 교재를 읽으면서 학

습하도록 하되, 이해의 깊이(일회학습 vs. 반복학습 vs. 글쓰기)를 심화시

켰을 때 더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는지를 알아보았다. 실험 2의 결과는 

학습을 반복하거나 글쓰기를 하는 등 학습이 깊어짐에 따라 질문이 더 

많아지고, 내용 또한 더 좋아짐을 보여주었다. 실험 1과 2의 결과를 종

합해보면, 질문 평가 예고는 학생들의 학습은 물론 질문을 향상시켜주는

데 유용했다. 실험 3에서는 질문 평가를 위한 분석적 기준을 제안하는 

동시에, 이를 사용하여 동료평가를 시행했을 때 학생들의 평가 결과들이 

서로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총체적 평가 기준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학

습 자료나 평가 순서, 평가 기준에 대한 정보와 관계없이 분석적 평가 

기준을 사용한 평가 방법이 총체적 평가 기준을 사용했을 때보다 더 높

은 일치도를 보였다. 실험 4는 실험 3에서의 분석적 평가 기준을 사용하

여 다른 학생들의 질문을 평가해보도록 했을 때, 그 경험이 이후 질문 

만들기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를 탐색하였다. 실험 결과, 질문을 평가하

도록 했을 때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었다. 실험 3과 실험 4의 결과는 

학생들에게 서로의 질문을 동료평가 하도록 하면, 일관성있는 평가 결과

를 얻을 수 있으며, 평가 경험이 학생들의 질문 수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의 평가 예고의 방법이나, 질문 동료 평가

의 방법은 다양한 학습 상황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

인 가치가 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을 통해 학습자 질문이 

활성화되면, 지금보다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을 촉진하고 사고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더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학습자 질문, 질문 평가, 학습 깊이, 동료 평가, 분석적 기준

학  번 : 201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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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과거에는 정보에 대한 접근과 교류가 제한적이었고 사회 변화의 속도

도 느린 편이었다. 그래서 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들을 최대한 배

우고 기억한 다음, 그 정보를 상황의 요구에 맞게 인출해내도록 하는 방

식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을 통해 

엄청난 양의 정보가 저장·공유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 자체가 복잡하

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1). 또한 기존의 정보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해석

되거나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

서는 가용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이 주어진 정보를 재해석하거나 새로운 맥락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본 연

구에서는 ‘학습자 질문(student-generated question)’에 주목하였다. 초

기에 학습자 질문은 수업에서 학생이 교수자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는 것

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도록 하는 것이 이해 수준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관찰에 따라 연구되기 시작하였다(예 : King, 1991). 그렇다

보니 학습자 질문이라고 하면 흔히 수업 상황에서 관찰되는, 주어진 내

용을 잘 이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질문들을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학

습자 질문은 수업 이외의 다양한 학습 상황에서 관찰될 수 있으며, 그 

기능 역시 특정한 범위의 내용 이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학습자 

질문은 자신의 배경지식이나 견해를 동원하여 주어진 정보를 재해석하는 

학습 상황에서도 관찰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유형의 학습자 질

1) 이러한 사회의 차별 인 특징을 VUCA라 칭한다. 이는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이 증가하고 있는 

미래의 특징을 의미하는 약어다. 1990년  후반부터 군 에서 사용하기 시작

하 다(찰스 델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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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주된 관심이 있다. 

  학습자 질문은 단어 그대로 학생들이 무언가를 공부하는 상황에서 만

들어내는 질문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학생이나 학

습 등의 개념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학습자 

질문 개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의 공유

와 확산이 활발해짐에 따라 학습 공간도 강의실과 같은 정규교육기관에

만 제한되지 않는다. 연령의 제약 없이 누구나 학습자가 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고급 정보를 접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되었

다. 그리고 학습의 지향점 역시 특정한 범위의 정보를 모두가 비슷한 방

식으로 기억하고 인출하는 것으로부터,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각자 고

유한 지식과 경험을 덧붙여 새로운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것으로 변화되

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이전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학습자 질문

이 다루어져야 함을 일깨워준다.    

  질문은 목적지향적인 행위로서, 학생들이 성공적인 학습에 이르기 위

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이는 어떤 학습을 하고자 했는지에 

따라 학습자 질문을 구분해볼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목표

에 따라 학습자 질문을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유형은 확증적 질문(confirmation question)으로, 주어진 범위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학습 목표 하에 생성된 질문이다. 이 유형의 질문

은 목표로 하는 학습의 범위가 정해진 상황에서 만들어진다. 수업에서 

관찰되는 질문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 유형에 속한다. 교수자나 여러 출

처의 기록된 지식으로부터 대답이 얻어지며, 대답을 얻었을 때 주어진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탐색적 질문

(exploratory question)으로, 주어진 정보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보

를 찾도록 하는 학습 목표 하에서 생성된 질문이다. 학습의 주제가 정해

져 있다고 하더라도 학습 범위의 제한이 없으며, 각 개인의 능력이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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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유형의 질문은 토론이나 보고서의 주제 

등에서 관찰될 수 있으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지식에 더불어 각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었을 

때, 새로운 생각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주어지지 않은 지식을 생성하거나 

습득하도록 해준다. 

  확증적 질문은 주어진 내용 그 자체를 중심으로 생성되므로 궁금한 것

들이 있으면 그것을 질문으로 표현해내면 된다. 즉,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리고 궁금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생각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지만 대개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지는 않는

다. 한편, 탐색적 질문은 주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그 이후의 

과정은 정해지거나 주어진 바가 없으므로,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책을 읽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

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보라고 할 때, 책의 스토리나 핵심 주장은 이

해할 수 있더라도 이후에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 밝혀진 바가 거의 없으며, 탐색

적 질문의 생성과 훈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

생들이 탐색적 질문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도 실용적인 탐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탐색적 질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문이 어떻게 만들어

지고, 질문이 학습 자료에 대한 이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초기의 학습자 질문 연구에서는 질문을 하도록 하면 학생들의 

이해수준이 향상된다는 관찰이 주를 이루었다(Cohen, 1983). 이때의 질문

은 수업 내용의 이해를 보완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Graesser와 

Olde(2003)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질문을 수단으로 이해를 목적으로 간주

해왔던 것과는 다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학습 이후 

학생들이 만든 질문들을 보면 그 학생의 이해 수준을 알 수 있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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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는데, 이는 이해 수준이 향상되면 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초기 연구와 Graesser와 Olde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해 수준이 높아지면 질문을 잘할 수 있게 되며, 질문을 잘하면 이해 수

준이 높아지기도 한다. 이는 질문과 이해 수준이 단순히 어느 한 방향으

로의 일회적인 관계로 설명되기는 어려움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특히 탐

색적 질문은 주어진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는 만들어지기 어렵고, 질문

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

와는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가운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질문과 이해의 관계를 바탕으로, 탐색적 질문을 

잘 만들도록 유도하면 주어진 내용에 대한 이해는 물론, 질문을 통해 생

산적인 탐색에 이를 수 있으리라 예상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탐색적 

질문을 잘 만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서 평가에 주목하고, 탐색적 질문

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보았다. 평가는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굉장

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며, 좋은 평가 결과를 얻기 위해 학생들은 무

엇이 평가되는지에 따라 적절한 학습 전략과 깊이를 선택한다(Biggs, 

2003). 그리고 평가의 영향력은 학습 이후의 평가 그 자체보다는, 학습 

이전의 평가 예고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추후 치러질 평가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적절한 전략과 깊이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탐색적 질문을 평가한다고 

예고하면, 학생들이 탐색적 질문을 더 열심히 만들게 되어 질문의 양과 

질뿐만 아니라 이해 수준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구체적으로, 동일한 자료를 읽고 공부하더라도, 다 공부한 다음 이 내

용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평가될 것이라고 예고한다면, 학생들은 

주어진 범위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 표현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할 것이

다. 생각을 하면서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기는 하겠지만, 이때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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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어진 범위의 내용을 기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위가 될 것이

다. 반대로 다 공부한 다음 이 내용으로부터 더 나아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질문을 해야 하고 그 질문이 평가될 것이라고 예고한

다면, 학생들은 질문을 만들기 위한 학습을 할 것이다. 탐색적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동원하여 다양한 생각을 해내야 한다. 이때의 생각은 서로 다른 

출처의 지식을 연결시키고 그 의미를 통합해보는 특징을 가지며, 주어진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주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전반부에서는 평가 예고가 탐색적 

질문의 양과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즉, 집단별로 이해도 혹은 탐색적 질문이 평가된다고 예고한 후, 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와 동시에 학습 방식이나 깊이의 요인이 탐

색적 질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회성의 학습 상황에서는 질문 평가를 예고함으로써 학생들의 탐색적 

질문이 향상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업이나 장기적인 학습 상

황에서 평가 예고의 효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고된 평가에 상응하는 

평가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질문 평가가 예고된 후 질문이 평가

되지 않거나, 질문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평가된다면, 학생들이 혼란감

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학습 수행에서도 평가 예고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탐색적 질문에 대한 평가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

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탐색적 질문이 적극적으로 권장된 적도 많지 않

을뿐더러, 어떤 질문이라도 질문 그 자체가 체계적으로 평가된 적은 거

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질문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질문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일부 학습자 질문 연구에서는 단편적인 질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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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들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수업에서 관찰되는 확증적 질문을 대상으

로 만들어져 탐색적 질문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들이 많다. 

또한 성인 학습자의 난이도 높은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된 질문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기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의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성인 학습자에 의해 만

들어진 탐색적 질문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질문 평가 기준이 마련된다고 해도, 학생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질문을 누가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탐색적 질문은 잘 

만들어질 때 학습의 깊이와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평가와 그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질문이 만들어 질 수 있다. 그런데 만

약 다수의 학생들이 만든 수많은 질문을 1인의 교수자나 소수의 전문가

가 평가하도록 한다면, 평가 부담이 커질뿐더러 양질의 피드백을 기대하

기 어려워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동료평가의 방법

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다각도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들의 질문을 직접 평가해보도록 하면, 교수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탐색적 질문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평가자로서 학생들은 

동일한 자료를 학습한 동료 학생들의 질문들을 관찰하게 되고, 그 과정

에서 자기와 다른 생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얻는다. 또한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보면서, 구체적인 질문 사례를 바탕으로 좋은 

질문이 갖춰야 할 조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학생들이 만든 탐색적 질문을 동료 평가 

하도록 하되, 세 개의 분석적 기준 제안하고 학생들 간의 평가결과가 서

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동료평가가 

후속 학습에서 질문의 양과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

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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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학습자 질문 

질문

  질문은 인간 삶의 많은 영역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지만, 무엇을 질

문이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질문은 대부분 의문문의 형태

를 띠지만, 이러한 문법 구조가 질문이라는 개념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

니다. 예를 들어 “너의 이름을 말해봐!”라는 표현은 의문문이 아니지

만,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라는 물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질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반대로 의문문의 문법 구조를 띄어도 질

문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 좀 가져다주시겠어요?”와 같은 공손한 부

탁이나, “재밌지 않니?”와 같은 수사학적 표현은 의문문의 형태로 발

화되지만, 질문이라고 범주화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관찰은 질문이 표면

적인 문법구조가 아닌 심층적인 의미차원에서 범주화될 가능성을 보여준

다.

  삶의 여러 장면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유형의 질문들은 무언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청하는 시도로서의 공통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어린 아

이의 호기심에 의한 질문부터 삶의 심오한 의미를 탐구하는 철학자의 질

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검사의 질문, 지식체계의 진리를 탐구하는 연구

자의 질문, 교과내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는 교사의 질문, 이

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학생의 질문,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토론 질문 등이 모두 그러하다. 형식적인 구조와 관계없이 특정한 

발화가 그에 상응하는 대답을 요청한다면, 그것은 질문으로 범주화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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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으며 서적이나 다른 매체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대답의 주체가 누가 되었든 일련의 대답을 요청하는 발화나 표현은 질문

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왜 생기는 것일까? 다시 말해 왜 무언가에 대한 대답

을 요청하는 것일까? 질문의 사전적인 정의는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물음’이다(표준국어대사전). 알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이 가진 매우 

근본적인 욕구이며, 이 욕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사회화

가 이루어지고, 학문적인 발견과 사회문화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

나 알고자 하는 욕구만으로 질문의 생성과 표현이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수히 많지만 왜 특정한 상황

에서 일부 상황에 대해서만 질문이 표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질문의 주된 생성기제가 인지적인 불

일치(cognitive disequilibrium)라고 합의해 왔다(Berlyne, 1960; Chinn & 

Brewer, 1993; Dillon, 1988; Festinger, 1957; Flammer, 1981; Graesser, 

Baggett, & Wiliams, 1996; Mistake & Norman, 1979; Piaget, 1952; 

Precisely, Symons, McDaniel, Snyder, & Turner, 1988). 여기서 인지적 불

일치는 서로 다른 정보들 간에 발생하는 것이며, 목표에 대한 장애물

(obstacles to goals), 이례적인 사건(anomalous events), 모순

(contradictions), 차이(discrepancies), 예상과 다른 현상(expectation 

violations), 명백하게 빠진 정보(obvious gaps in knowledge) 등에 직면했

을 때 생긴다고 해석된다(Graesser & Olde, 2003). 이는 개인이 어떤 자

극이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시점까지 형성된 지식이나, 기

대, 신념에 일치하지 않는 무언가를 처리하고자 할 때 질문이 만들어짐

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우리는 매순간 새로운 경험을 통해 크고 

작은 인지적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순간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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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여전히 질문이 왜 표현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이러한 의문은 Flammer(1974; 1981)의 논의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  

Flammer는  질문이 인지적 불일치로부터 시작되지만, 여러 단계의 처리

과정을 거쳐 표현에 이르는 자동조절 처리과정(auto-regulatory process)

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내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개인

이 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질문은 다섯 단

계를 거쳐 표현에 이른다. 각 단계를 모두 성공적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질문은 표현되지 않으며, 표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단계에서 멈

추었는지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질문의 첫 번째 단계는 빠진 정보2)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빠진 정보는 단순한 부재(missing)를 지칭할 뿐만 아니라, 서로 모순되는 

정보들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와 현재 정보에 대한 낮은 확신을 

높여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포함한다. 빠진 정보가 존재하더라도 질

문자가 그 정보를 의식하지 못하거나 부정한다면 심리적으로 질문은 시

작될 수 없다. 두 번째 단계는 빠진 정보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

이다. 우선 기억에서 관련된 내용을 인출해 내보거나 추론을 통해 해결

하고자 시도한다. 그리고 그 시도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세 번째 단계는 질문을 표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이다. 설사 현재 시점에서는 기억이

나 추론을 통해 해결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을 기약하며 기다릴 

수도 있다(tolerance for not asking). 질문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시간, 

그리고 그 답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무지를 표현함으로 인한 부끄러움 

등은 질문을 표현하는 비용으로 간주된다. 만약 질문으로 인한 효용이 

그 비용보다 적을 경우 질문이 표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네 번째 단계

2) Flammer는 missing information이라는 단어로 표 했지만, 기존의 연구자들이 설명하는 

인지  불일치의 개념과 유사하다. 



- 10 -

는 그 이전까지 막연하게 떠올랐던 질문들을 사회적인 맥락과 어순에 맞

게 적절히 구성해내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언어적인 능력이나 질문 형

식에 대한 지식, 관련 내용 지식 및 경험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마

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외부의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 하에서 실제로 말 

혹은 글로 표현되는 과정이다. 이렇듯 질문은 인지적 불일치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각 단계의 처리 과정을 거쳐 표현에 이른다. 질문

의 각 단계는 질문이 이루어지는 외적인 상황이나 질문자의 내적인 노력

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라 질문이 표현될지 안 될지는 물론, 

어떤 내용과 구성의 질문이 만들어지는지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질문은 표현하는 행위 자체를 통해 혹은 대답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음으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효용을 얻을 수 있어야 표현에 이를 수 

있다. 이때의 효용은 알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이외에

도 주어진 상황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알고자 하는 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질문은 개인적

이고 일상적인 영역에서 흔히 발견되며, 정치·사회·경제적인 영역을 

비롯하여 교육적인 영역에서의 질문은 많은 경우 각 상황에서 개인이 가

진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하

다. 후자의 경우에도 내적인 욕구가 개입되기는 하나, 질문을 표현함으

로써 감수해야 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를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외적인 효용이 충분히 클 때 질문이 만들어지고 표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질문을 하려면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데서 비롯된 부끄러움이 동반될 수 있고, 다른 사

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표현된다면 그것은 질문을 표현했을 때 

말하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거나, 인정을 받거나, 혹은 원하는 보상을 얻

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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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질문은 복잡한 외부 상황과의 상호작용 하에서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져 표현되는 것으로서, 인지심리학자들의 관심 

영역 내에 있다. 표현된 질문은 질문자의 기대나 정보처리과정을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연구대상이 된다. 질문과 그 질문이 

생성된 상황을 분석하면 어떤 대상으로부터 질문이 시작되어 어떤 과정

을 거쳐 표현에 이르렀는지, 질문을 통해 대답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무

엇인지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런데 질문이 표현되지 않았을 때는 질문자의 내적인 상태나 인지적

인 처리과정을 추론하기가 어려워진다. 질문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 수

도 있고,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질문 생성이 멈춰졌을 수도 있으며, 말

로 내뱉어지거나 글로 작성되지 않았을 뿐 머릿속으로는 완벽하게 질문

이 구성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심리적인 상태는 자기보고의 방법으로 측정하곤 하는데, 질문의 경우 자

동조절처리과정으로서 질문자 스스로도 내적인 처리과정을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보고의 방법을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질

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할 때에는 어느 정도 표현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실험이나 수업과 같이 통제된 환경에서 질문을 표현하도록 압

력을 가하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표현되지 않았을 질문이 표현되거

나, 일부 과정이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질문이 표현되곤 한다. 빠진 정보

를 발견함과 동시에 질문을 표현하게 되면 간단한 추론만으로도 답을 찾

을 수 있는 질문이 만들어진다. 언어화 과정이 간소화되면 질문의 의미

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으며 실용적인 가치가 낮은 질문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질문의 개수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 의미 있는 질문을 만들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 

  질문에 대한 관찰과 연구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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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표현되는 질문들을 분석해봄으로써 질문

자의 사고 과정과 질문 상황의 특징, 질문의 기대 효과 등을 추론해볼 

수 있게 된다.    

학습자 질문

  본 연구의 주제인 학습자 질문은 학습 영역에서 관찰되는 질문으로서, 

주어진 학습 상황에서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활용된다. 순

수한 호기심이 질문 과정에 개입되기도 하지만, 질문을 시작시키는 유일

하거나 강력한 변인은 아니다. 학습자 질문에서 흥미는 ‘더 배우고 싶

다는 내적 동기(Cuccio-Schirripa & Steiner, 2000; Schiefele, 1992)’로 

정의되는데, 이는 앎에 의한, 앎에 대한, 앎을 위한 고차원적인 욕구이며 

순수한 호기심과는 구별될 수 있다. 학습자 질문은 배움에 대한 동기와 

더불어 주어진 학습 상황에서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학습을 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학습자 질문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학습자 질문은 학습 활동의 하나로서, 별도의 구체적인 탐색을 필요로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교육학 분야에서는 학습자 질문 대신 교수자 질문(teacher-generated 

question)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Tobin, 1987; Van Zee, 2000; Yerrick, 

2000). 소크라테스의 산파법으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교수자

의 효과적인 발문법 혹은 질문에 답하기(question answering)의 학습 효

과를 탐색해왔다(Redfield & Rousseau, 1981; Samson, Strykowski, 

Weinstein, & Walberg, 1987; Winne, 1979). 이렇게 교수자 질문이 큰 관

심을 받은 것은 전통적인 교육관의 영향 때문이다. 전통적인 교육관에서

는 교육을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선구자가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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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였는데, 질문이 지식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고 기

대되었기 때문이다(Ross, 1860; Singer & Donlan, 1980). 따라서 질문은 

교수자의 말 혹은 지필 평가의 형태로 구현되었고, 교수자의 지식 전달

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을 하였다(Dillon, 

1988; Lemke, 1990). 학생들은 교수자의 질문에 대답해봄으로써 배웠던 

내용을 다시 말해보거나 정리해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배웠던 내용

을 더 정확히 기억하게 되었다. 

  그런데 전통적인 교육관의 대안으로, 구성주의 교육관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교수자 질문에 기대되는 역할도 이전과는 달라졌다. 구성주의 

교육관에서는 학습자가 단순히 주어지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

라, 가지고 있던 선행지식들을 동원하여 현재의 지식을 재구성하는 존재

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교수자의 역할은 학생들이 주어진 학습 내용에 

대해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그 지식들을 구성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교수자의 질문도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시키고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van Zee와 Minstrell(1997)은 학생들의 생각

을 이끄는 질문을 ‘반성적 토스(reflective toss)’라 명명하며, 교수자 

질문의 새로운 방향성과 그 효과를 강조하였다. 이들 연구자는 교수자가  

학생이 가진 선행지식들을 떠올려보도록 하는 질문을 했을 때, 학생들이 

더 분명하게 의미를 만들어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

할 수 있게 되며,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논의에 대해 성찰할 수 있게 된

다고 주장하였다.   

  구성주의 교육관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선행지식을 동원

하여 현재 주어지는 지식을 재구성해내는 능동적인 활동을 하도록 만들

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재구성 과정에 필요한 선행지식의 내

용이나 수준은 학생들마다 천차만별이고, 교수자가 각 학생들의 선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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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맞추어 적절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

에 직면하여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선행지식 수준에 맞게 스스로 

적절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다면 교수자의 질문 없이도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으리라 예상하였다. 그리고 연구 결과 실제로 학생들은 어떤 

질문에 답을 할 때보다 질문을 만들 때 훨씬 더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

고 학습하게 되었다(Cuccio-Schirripa & Stein, 2000; Dillon, 1982; Elder 

& Paul, 1998). 여러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질문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질문이 주어지는 것이, 그리고 더 좋은 질문이 주어지는 것이 

학습에 더 큰 도움을 주지만(Rosenthal, Zimmerman, & Durning, 1970), 

학생 스스로 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만 못하다(Frase & Schwartz, 1975; 

Helfeldt & Lalik, 1976; Manzo, 1970). 

  이러한 맥락 하에 학습자 질문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적인 학습 전략으로서 사용될 수 있음이 밝혀져 왔다. 여

러 연구들에 따르면 학습자 질문은 첫째, 주어진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둘째,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게 해주며, 셋째, 이해의 범위를 

주어지지 않은 내용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첫째로 학습자 질문은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을 향상시켜주는 역

할을 한다.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질문을 

만들어 볼 때 주어진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정확히 기억해 낼 수 

있다. 질문이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탐구되어 왔으며 일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되고 있다. 이러

한 효과는 크게 (1) 사전 지식의 활성화, (2) 정교화, (3) 차별적인 부호화

에 의한 생성효과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1) 사전 지식의 활성화. 질문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선행 지식이 활성

화되면, 친숙하지 않은 내용을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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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on & Biddle, 1975; Hamaker, 1986; Rickards, 1979; Watts & 

Anderson, 1971). 그리고 사전 지식은 깊이 있는 처리(deeper processing)

를 유도하며 이를 통해 더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Osman & Hannafin, 1994).

  많은 연구들을 통해 질문을 만들면서 선행지식이 활성화되면 전반적인 

배경지식이든(Afflerbach, 1990; Pichert & Anderson, 1977; Recht & 

Leslie, 1988), 구체적인 배경지식이든(Chi, Hutchinson, & Robin, 1989) 그 

유형에 관계없이 현재 주어진 정보를 더 깊이 있게 처리할 수 있음이 밝

혀져 왔다. 

  (2) 정교화. 자신의 선행 지식을 연결시키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이는 

기존의 지식을 관련된 다른 정보들과 연결시켜 체계화함으로써 정보의 

구성을 정교화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Martin 과 Pressley(1991)의 실험에 

따르면 사실 관계의 서술에 대해 의미를 묻는 질문(why questions)을 했

을 때 그 사실들에 대한 연합 기억(associative memory)이 향상되었으며,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정교화의 기제로 설명하였다. 정교화 과정은 사실 

관계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줌으로써 이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하고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다(Stein & Bransford, 1979). 그리고 이를 지

지하듯 Pressley 등(1987; 1988)의 연구에서는 정교화된 문장일수록 인출

을 더 잘한다는 결과가 일관적으로 보고되었다. 

  정교화 과정은 의식적인 처리과정, 각성, 인지적인 노력, 깊이 있는 부

호화의 영향 등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Jacoby, 1978). 보다 구체적으로 

학습자가 질문하는 정보에 주의를 집중하게 되고(Andre, 1979), 관련된 

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며(Baker & Brown, 1984), 특히 학습 자료

에서 중요한 부분에 주목할 수 있게 해주어(Crabtree et al., 2010; 

Hagaman & Reid, 2008), 정보들을 더 정교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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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차별적인 부호화에 따른 생성 효과. 질문은 주어진 학습 자료를 바

탕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생성효과(generation 

effect)를 만들어 낸다. 생성효과는 완결된 정보에 비해, 전체 혹은 일부

를 스스로 만들어 보게 되면 이로 인해 기억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Slamecka & Graf, 1978).  Begg 등(1989)은 생성효과가 차별적인 부호화

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어떤 대상에 대해 무언가 만들어 보도록 하면, 

주변 맥락의 다른 비슷한 것들과 구별되는 형태로 부호화가 되며, 이것

이 기억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만들어 보는 행위 그 자체가 차별적인 

부호화를 유도해내는 것은 아니며, 정보를 다른 비슷한 것들과 구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읽게 하면 동일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Begg 등(1991)의 연구는 어떤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읽기를 

할 때도, 비슷한 처리과정이 발생하여 차별적인 부호화에 이를 수 있음

을 보여 준다. 정리하면 학습자 질문을 할 때 주어진 정보를 선행지식과 

연결시켜 봄으로써 차별적인 부호화가 가능해지고, 이는 그 내용에 대한 

기억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정보를 읽을 때

에도 유사한 부호화가 일어나 해당되는 정보에 대한 기억이 향상될 수 

있다.

  Foos 등(1994)의 연구에서는 수업을 듣고 나서 개요(outline) 쓰기와 질

문하기, 질문에 답하기로 구분된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만들기

와 받기로 나누어 집단 간 수행 차이를 탐색하였다. 통제집단은 수업을 

듣기만 하고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 첫째, 통제집단에 

비해 처치집단의 수행이 우수하였다. 둘째, 모든 유형의 결과물에서 받

아서 학습하는 것보다 만들면서 학습하는 것의 수행 결과가 더 높게 나

타나 생성 효과가 확인되었다. 셋째, 전체적으로 질문이 개요보다 더 높

은 수행으로 이어져 질문하기가 개요쓰기에 비해 생성 효과를 만들어 내

는데 더 유리한 전략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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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맥락의 다른 연구들은(예 : Denner & Rickards, 1987; Foos, 

1989; Frase & Schwartz, 1975) 학생들의 학습 수행을 크게 네 수준으로 

구분하며, 그 가운데 질문 만들기가 가장 높은 수준임을 주장한다. 가장 

낮은 수준은 학생들이 다가오는 시험에 대비하여 그 내용을 듣는 것이

다. 두 번째 수준은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 학습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다. 세 번째 수준은 자기 스스로 학습 내용에 대해 개요를 작성해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수준은 자기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즉, 질문을 만들어 볼 때, 생성 효과가 가장 높으며 무언가를 만

들어보도록 한다면 사실적인 요약보다는 질문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들은 질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인이 가진 사전 지식(prior 

knowledge)이 활성화 되고, 현재 정보가 정교화(elaboration)되어 차별적

인 부호화(distinctive encoding)가 유도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이해의 

깊이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해준다. 이를 반영하

듯 수많은 연구들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만들어보도록 하는 것이 현재 주

어진 내용의 이해도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대표적으로 

Wong(1985)은 어린 학생들에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하

도록 한 다음 이해능력을 평가하여 그 향상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요약이나 다시읽기, 그리고 교수 질문에 답하기와 같은 다른 학습전략에 

비해 질문하기가 이해능력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역시 질문하기가 이해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Cohen, 1983; Koch & Eckstein, 1991).

  Rosenshine 등(1996)과 Joseph 등(2016)의 메타연구는 학습자 질문이 

독해 능력을 크게 높여준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Rosenshine 등(1996)은 

1983년부터 1992년에 걸쳐 이루어진 26개의 실험연구를 분석하였고, 

Joseph 등(2016)은 1990년부터 2012년에 걸쳐 이루어진 35개의 실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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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였다. 두 연구는 학습자 질문이 이해도를 향상시키데 효과적임

을 보여준다. 한편 질문하기는 독해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의 강의내용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준다(Carlsen, 1991; Dillon, 1988; King, 1989). 대표

적으로 King(1989)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에서 별도로 질문하기 훈

련을 시켰다. 통제집단은 질문 교육 대신에 수업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

였다. 연구 결과 질문 교육과 연습이 단순한 복습보다 이해도 향상에 더 

효과적이었다. 여러 연구들에서 연구대상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

기까지 다양했으나, 그 결과는 성별이나 전공 등에 관계없이 비슷한 패

턴을 보였다. 

  둘째로 학습자 질문은 주어진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

기도 하지만, 학습자 자신이 어느 정도 이해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

하는 메타인지적 도구로서 활용되기도 한다(Brown, 1980; Haller, Child, 

& Walberg, 1988). Haller 등(1988)은 질문하기가 가장 효과적인 모니터

링 전략이자 자기 조절 전략이라 주장하였는데, 이는 학습 자료에 대해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해 수준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면, 어떤 부분을 더 공부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므로, 질문은 학생들로 하여금 독해과정을 조

절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Wong, 1985).  

 셋째로 학습자 질문은 주어진 내용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고, 그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

로는 주어진 내용 이상으로 이해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도 한다. 예컨대 어떤 질문을 통해서는 학습 내용 가운데 등장하는 주장

이나 명제들에 대해 다른 가능성을 제기해보거나, 단편적인 정보들을 종

합하여 새로운 주장을 이끌어내 볼 수도 있다. 수업에서 작성하는 보고

서의 화두나 토론의 주제가 되는 질문 같은 것들이 구체적인 예이다. 이

때 질문의 내용과 깊이는 후속 학습 활동을 크게 변화시킨다. 대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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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Bradley 등(2008)은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에 따라 토론에서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의 양과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 연구자는 

Andrews(1980)의 연구를 바탕으로 크게 여섯 가지로 질문의 유형을 구분

하였다. 이 가운데 열린 형태로 의견이나 입장을 묻는 질문이 토론에서 

이루어진 대답의 수나 완성도 측면에서 가장 좋았고, 해당 과목의 다른 

주제의 내용들이 연결된 질문이 토론 내용의 질을 가장 높게 만들어주었

다. 이러한 연구를 고려할 때 질문의 파급 효과는 주어진 자료의 내용을 

이해하는데만 그치지 않으며, 다양한 후속 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

다. 특히 학생들의 질문은 주어진 자료로부터 새로운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학습자 질문의 차별성 

  학습자 질문이 학습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으로 사

용될 수 있다는 증거는 많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학습에서 

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지금까지 학습자 질문 연

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다른 유사한 개념들과 어떻게 구

분될 수 있으며, 학습자 질문 내에서도 어떻게 세분화될 수 있는지에 대

해서는 아직 많이 탐구되지 못해왔다. 그러나 학습자 질문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만들어지는 상황과 목적에 따른 구체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학습자 질문이라는 주제는 교수자 질문 연구의 흐름을 이어 연구가 활

성화되기 시작하여, 교수자 질문과 유사한 기능을 중심으로 다뤄지는 경

향이 있다. 교수자 질문은 주어진 범위 내의 학습 내용을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학습자 질문 역

시 비슷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활용되곤 한다. 그러나 교수자 질문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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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 질문은 전혀 다른 목적과 배경 하에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고찰을 필요로 한다. 

  교수자 질문은 교수자가 이미 가능한 대답을 알거나 짐작하고 있는 상

태에서 학생들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대

답의 범위나 내용이 정해진 상태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관련된 정보를 

인출해보거나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때

의 대답은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학습 내용의 일부인 경우가 많

고,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떻

게 질문을 만드는지에 따라 대답에 도달하는 방법이나 결과적인 대답의 

내용은 달라질 지라도, 이해의 범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교

수자 질문은 주어진 내용에 대한 수렴적 이해를 위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은 더 성공적인 학습에 이르기 위해 질문을 만들어낸다. 

일반적인 수업 상황에서는 특정 범위의 내용을 이해하여 기억할 것이 권

장되는데, 이러한 학습 목표 하에서 만들어지는 질문은 비교적 교수자 

질문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즉 질문하고 대답을 구함으로써 학생들은 

주어진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학생 개인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학습 상황에서는 주어진 내용을 이해함과 

동시에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들을 동원하여 질문을 만들어낸다. 이

때의 질문은 주어진 내용과 연결되어 있기는 하나 개인적인 생각들이 많

이 반영되어 있으며,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생각이나 정보를 탐색해볼 수 있다. 이때의 질문은 새로운 학습

을 열어주는 관문으로서의 특징을 가지며, 교수자 질문과는 구별되는 기

능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 질문은 교수자 질문과 구별되는 한편, 학습자 질문 내에서도 

세분화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수업에서 관찰되는 질문이 학습



- 21 -

자 질문을 대표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지만, 수업 상황의 특수성에 큰 

영향을 받는 학습자 질문의 한 유형일 뿐이다. 

  대부분의 수업에서는 배워야 할 내용이 정해져 있고, 학생들의 수행 

수준은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평가로 측정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

업을 통해 주어진 내용들을 최대한 정확히 이해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하

며, 질문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부로서 만들어지거나 표현된다. 그러다

보니 수업에서의 질문에는 학생 개개인의 선행지식이나 생각들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 질문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주어진 범위의 내용을 이

해해야 한다는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수업에서 관찰되는 질문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즉, 학생이 이미 그 대답을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행학습을 통해 다음에 이어질 주제에 

대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연결성을 만들어내는 질문을 하거나, 관련된 

연구나 문제의식에 대해 조사해두고 그들의 질문을 비슷하게 모방하는 

것이다. 다른 학생들 혹은 교수자의 칭찬이나 참여 점수를 받기 위한 행

위이며, 질문자가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 한 의미에서는 

질문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질문들은 수업 상황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발현되며, 다른 일반적인 학습 상황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수업에서의 질문은 표현에 있어서 여러 외적인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

는다는 특징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질문 

행동이 저해되는 경향을 띈다(황청일 & 이성호, 2011; 김수란 & 송인섭, 

2014). 황청일과 이성호(2011)는 대학에서 강의식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자들은 스스

로 교수자의 수업에 따라가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존재여야 한다고 인

식하고 있었고 나만 모르는 내용이 아닌 모두가 모를 법한 내용을 질문

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교수 환경적 요인에서는 교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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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 및 피드백, 그리고 교수자와의 소원하거나 

불편한 관계 등이 학생들의 질문을 막았다. 그리고 대형 강의로 인한 질

문 시간 및 기회의 부족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 이후 김수란과 

송인섭(2014)은 학습자 내적 요인으로는 ‘인지적 특성, 정의적 특성, 사

회-관계적 특성, 인식론적 신념’의 네 요인이, 그리고 학습자 외적요인

으로는 ‘교수자 성향 특성, 교수자 반응 특성, 수업 체제 특성’의 세 

요인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학습자 질문은 일반적으로 수업에서 관찰

되는 질문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며, 다음 절에서는 학습자 질문 내에서 

질문들을 서로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을 제시하고, 논의의 범위를 

좁혀보고자 한다.    

제 2 절 탐색적 질문 

탐색  질문

  학습자 질문은 학생들이 학습 상황에서 더 성공적인 학습에 이르기 위

해 동원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학습의 목적이 항상 동일하

지는 않으며, 이에 따라 학습자 질문을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학습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두 유형의 학습 상황으로 나누어 보고, 각 상황에서의 학습자 질문

을 서로 구분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유형은 학습 내용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학습이다. 전통적인 

공교육 하의 수업 장면이나, 자격 요건을 검증하거나 소수의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험에 대비하는 학습 장면에서 흔히 관찰된다. 

학생들은 동일한 내용을 배우고, 배운 뒤에는 정해진 범위 내의 일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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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인출하여 정답을 맞히는 평가를 치른다. 때문에 학생들은 주어진 

범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며, 그 과정에서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 혹은 다른 내용들과의 모순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질문을 만들어 보게 된다. 이때의 질문을 주어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확증적 질문이라 칭하고자 하며, 주어진 범위

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질문이라 정의할 수 있

다. 확증적 질문에는 학생들의 능동적인 사고가 개입되기는 하지만, 개

인의 의견이나 자기만의 배경지식을 활용하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유형은 학습 내용의 범위보다는 배워야 할 주제나 개념이 정

해져 있는 학습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하도

록 권장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 개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

도록 만들고자 한다. 수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토론을 하

거나 보고서를 쓰도록 하는 상황에서 관찰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성인이 교양을 쌓고자 학습하는 상황에서도 관찰된다. 이런 학습에서도 

기본적인 학습 자료가 주어지기는 하지만, 범위 내의 지식을 그대로 기

억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으며 자신의 의견이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학습 이후에는 사

실 위주의 정형화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대안적으로 학습의 

결과물로서 글을 작성하도록 하고 글의 논리나 흐름, 형식과 같은 측면

들이 평가되곤 한다. 이러한 학습 상황에서 도출되는 질문은 주어진 내

용으로부터 새로운 무언가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

서 탐색적 질문이라 부르고자 한다. 탐색적 질문은 학습 내용과 개인의 

배경지식이나 경험을 비교 대조하면서 그 의미들을 명료히 하고 발전시

키는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다.   

  학습 상황의 맥락에 따라 구분되는 확증적 질문과 탐색적 질문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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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얻어진 대답의 기대 효과나 질문의 필요성 측면에서 명확하게 

구분된다. 확증적 질문의 대답은 주어진 내용 그 자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거나, 주어진 내용들 간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다. 따라서 이해력이 높은 경우, 혹은 학습 자료의 난이도가 낮은 경우 

굳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기도 하다. 질문을 하면 더 깊이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주어진 범위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

는데 큰 무리가 없다. 확증적 질문은 개인이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학습 

자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거나, 학습 자료 자체의 논리적·형식적 결함

과 관련된 내용일 때에 한해서만 높은 가치를 가진다. 이는 확증적 질문

의 가치가 주로 질문의 대상에 의해 크게 결정됨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한편 탐색적 질문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학습 그리고 새로운 탐색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탐색적 질문은 각 개인의 배경지식

과 생각을 바탕으로 도출되므로, 필요하지 않은 질문이란 존재하기 어렵

다. 그렇지만 모든 질문의 가치가 동일하지는 않다. 즉, 어떤 이해와 사

고의 결과 질문이 만들어졌으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실제로 새로

운 생각이나 지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따라 얼마나 좋은 질문인지 

평가될 여지가 있다. 탐색적 질문은 질문의 대상보다는 질문의 과정과 

영향력에 의해 그 가치가 달라지며, 확증적 질문에 비해 질적인 스펙트

럼이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문이 만들어지는 학습의 목적을 기준으로 학습자 질

문을 확증적 질문과 탐색적 질문으로 구분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Scardamalia 와 Bereiter(1992)는 주어진 자료에서 질문과 답을 다 찾을 

수 있는 자료 기반 질문(text-based question)과, 개인이 가진 사전 지식

을 동원하여 만든 지식 기반 질문(knowledge-based question)으로 구분하

였다. Scardamalia 와 Bereiter는 자료기반 질문이 지식 기반 질문에 비

해 교육적인 잠재 가치가 낮음을 주장하였으며, 질문의 출처나 질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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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과정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성인 학습자가 만

들어내는 질문은 대부분 지식 기반 질문이며, 자료와 지식의 경계가 개

념 정의에 따라 애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탐색적 질문과 확증적 질문은 다른 목적 하에 서로 다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차별적인 고찰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유형의 질문 가운데 탐색적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주어진 지식을 적극적으로 변형하

고 재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한 방안으로서 학습자 질문

에 주목하였으며, 이러한 관심에 부합하는 것은 확증적 질문이 아닌 탐

색적 질문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학습자 질문이

라는 개념으로 연구된 것은 주로 주어진 범위의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수업 상황에서 관찰된 확증적 질문이다. 반대로 탐색적 질문에 대해서는 

탐구가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으며,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지에 대한 구

체적인 방안 또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는 탐색

적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한

편, 그 질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수행되었다. 

탐색  질문과 이해와의 계

  탐색적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필요로 하며, 이해 

수준에 따라 자신의 견해나 배경지식을 동원하는 것 또한 달라질 수 있

으며, 결과적으로 질문 역시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자료와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들이 잘 

연결되어 이해가 확장될 수도 있다. 이해 수준은 탐색적 질문의 시작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자, 만들어진 질문에 의해 다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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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까지 학습자 질문 연구에서는 현재 주어진 자료에 대한 학

생의 이해 수준보다, 자료의 특성과 배경지식, 흥미 등의 요인들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대표적으로 Miyake와 Norman(1979)는 배경 지식의 수

준과 현재 자료의 난이도가 질문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탐색하였

다. 이들 연구에서는 배경지식 수준에 따라 구분된 두 집단(novice vs. 

trained)에게 다른 난이도의 자료(easy vs. hard)를 모두 제공한 후, 집단

별로 만들어내는 질문의 개수와 유형을 분석하였다. 질문의 유형은 개념

(concept)과 가설(hypothesis)로 구분되었으며, 개념 질문은 말 그대로 용

어나 표현에 대한 질문이었고, 가설 질문은 주어진 자료로부터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덧붙여 만들어낸 구체적인 질문이었다. 연구 결과 배경

지식 수준이 높은 집단은 쉬운 자료보다 어려운 자료에서 개념 질문을 

더 많이 했고, 반대로 배경지식 수준이 낮은 집단은 쉬운 자료에서 개념 

질문을 더 많이 했다. 이상의 결과는 학습자 질문이 학습 자료의 특성에

만 의존하여 도출되는 것만은 아니며, 이전 경험으로서의 배경지식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Miyake와 Norman의 연구에서 사용된 학습 자료는 컴퓨터 프

로그램과 관련된 자료였고, 복잡한 내용지식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동일

한 자료에 대해 학생들 간의 이해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

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해 수준이 질문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소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대학 수업에서 다룰법한 학습 자료를 바

탕으로 학습하고, 질문을 만들어보게 한다면 자료의 특성이나 배경지식

과 더불어 현재 자료에 대한 이해 수준의 영향력이 훨씬 커지게 될 수 

있다. 더욱이 배경지식과 자료의 난이도가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현

재 학습 자료에 대한 이해 수준은 질문 생성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이해 수준은 많은 연구들에서 질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종속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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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반대로 이해 수준을 독립 변수로, 그리고 

질문을 종속 변수로 둔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Watts, Alsop, Gould, & 

Walsh, 1997; Graesser & Olde, 2003). Watts 등(1997)은 학생들이 만든 

질문들을 보면, 그 학생의 개념적 이해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Watts 등의 연구는 확증적 질문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이해 수준

에 따라 질문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Graesser

와 Olde(2003)은 기계 매뉴얼을 학습한 후 질문하도록 했을 때, 이해 수

준에 따라 만들어내는 질문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두 연구는 이해 수준에 따라 만들어지는 질문이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기는 하지만, 확증적 질문을 대상으로 하거나 기계 매뉴얼과 같

은 비(非)학술적인 자료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술

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 수준을 달라지게 했을 때 학생들의 질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 수준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특히 

학습 목표에 주목해 보았다. 학습 목표는 학생들의 인지 자원을 차별적

으로 동원하게 만들며, 이는 이해의 깊이, 즉 정신적 표상3)의 차이로 이

어진다. 달라진 정신적 표상은 다시 이후 인출가능한 지식의 내용이나 

깊이를 차별적으로 만드는데, 예컨대 더 높은 수준의 표상을 가지고 있

을수록 표면적 단어 이상으로 의미 차원에서 연결된 지식이나 경험들을 

다양하게 인출해낼 수 있게 해준다. 다시 말해 정신적 표상의 차이는 이

3) 여기서 정신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은 학생들이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구조화하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정신  표상은 크게 표면 

구조(surface structure), 자료 기반 모델(text-based model), 상황 모델(situation 

model)의 세 수 으로 구분된다. 표면 구조는 단어와 구문 수 에서 동일한 

내용을 그 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분의 경우 방 망각되고 그 의

미만 어렴풋이 남는다(Kintsch, Welsch, Schmalhofer, & Zimny, 1990). 자료 기

반 모델은 련된 의미 차원까지를 포함한다(Kintsch, 1988). 마지막으로 상황 

모델은 에서 기술된 내용과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함께 포함된 표상

으로서 가장 높은 수 의 표상 구조라 할 수 있다(Johnson-Laird,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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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학습 활동의 결과물이 예상 가능한 방향의 특정한 패턴으로 도출되도

록 만든다(Broek et al., 1995). 

  예컨대 똑같은 읽기 활동을 할지라도, 그 활동을 왜 하는지(reason for 

reading)에 따라 인지적 기술이나 자원을 차별적으로 사용한다(Lorch, 

Klusewitz, & Lorch, 1995; Lorch, Lorch, & Klusewitz, 1993). Lorch 등

(1995)은 읽기 목표를 공부와 재미로 나누어 보고, 같은 글을 읽더라도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찰하였다. 연구 결과 공부하기 위해 

읽을 때는 천천히 읽으며 기억하고 자신의 이해 수준에 대해 모니터링 

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한편, 재미로 읽을 때는 빨리 읽고 다시 읽지 않

으며 글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Mills 등(1995)은 절차적 지식의 텍스트를 읽도록 하

되, 한 집단에게는 나중에 인출해내야 한다는 목적(read-to-recall)을 주

고, 다른 한 집단에게는 그대로 해야 한다는 목적(read-to-do)을 주었다. 

그렇게 했을 때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 각각 인출과 따라하기를 더 잘했

다는 결과가 얻어졌다. 연구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인출해야 하는 목적을 

가진 집단은 자료 기반 모델의 표상을, 실제로 그 행동을 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진 집단은 상황 모델의 표상을 가지는 등 목적에 따라 다른 표

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학습 목표에 의한 영향력은 일관성의 기준(standards of coherence)이

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Hacker, 1998). 학습자는 학습 상황의 변

화에 따라 이해를 위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변경하고 이를 학습 전반에 

일관되게 유지시키며, 그 기준에 따라 개인이 가진 여러 자원들을 동원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학습 자료에 대한 정신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의 수준이 달라진다(Graesser, Millis, & Zwaan, 1997; 

Kintsch, 1998; Van Dijk & Kintsch, 1983). 따라서 학습 목표를 잘 설정

하면,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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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같은 학습 활동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예상과 같이, Ishiwa 등(2013)은 학습 목표에 따라 질문의 개수

나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Ishiwa 등은 과학 지문을 읽게 

하되 읽기 목표를 이해하기와 문제 풀기로 다르게 설정해 주었다. 그리

고 학습 목표에 따라 학생들의 질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살펴보

았다. 이들은 질문의 유형을 연합(association)과 설명(explanation), 그리

고 예측(prediction)으로 나누고, 자료의 난이도에 따라 질문 유형의 차이

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동일한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할지라도, 읽기 

목표가 이해일 때는 설명 질문이 더 많고, 문제 풀기일 때는 연합 질문

이 더 많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

지에 따라 학생들의 질문 활동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 3 절 탐색적 질문에 대한 평가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목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평가

에 주목하였다. 학습 이전에 평가에 대한 예고가 이루어지면, 학생들은 

평가에 맞는 학습 전략이나 깊이로 학습을 하게 되며(Biggs, 2003), 이때

의 평가는 학습 목표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평가가 

학습 이후에 실제로 시행될 때, 학생들은 학습 목표를 기준으로 자신의 

수행 수준을 점검해보며, 이후의 수행에서 자신이 취해야 할 태도나 전

략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연속적인 학습 상황에서는 예고된 대

로 평가가 시행될 때 평가 예고의 영향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평가는 교육 목표의 달성도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김호권 등, 1985)라

는 점에서, 현재의 교육 목표에 걸맞는 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 만약 

학생들이 주어진 자료를 읽고 새로운 생각과 탐색을 하도록 만들고 그 

과정에서 탐색적 질문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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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 목표에 맞는 평가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질문을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탐색적 질문 평가를 예고했을 때 학생들이 탐색적 질문

을 더 잘 만들 수 있게 되는지를 확인해보는 한편, 이러한 예고의 효과

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탐색적 질문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제안해 보

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탐색적 질문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습 상황에서 질문 평가의 예고와 시행이 일관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탐색  질문에 한 평가 고

  

  본 연구에서는 먼저 평가 예고의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평가의 시행과 예고를 구분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 목표나 이해 수준이

평가 시행 그 자체가 아닌 평가 예고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간 순으로도 평가가 시행되는 것은 학습 이후이며, 

사후적인 평가가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예를 

들어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즉 평가 예고가 존재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학습 이후 어떤 유형의 평가가 시행된다고 하더라

도, 학습 당시에 평가의 영향을 미리 받을 수는 없다. 또 A 평가가 예고

된 상태에서 학습을 한 후 B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학습은 실

제 시행된 B 평가가 아니라 예고된 A 평가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반복되는 학습 상황에서는 평가의 시행과 예고가 모두 학습에 영향

을 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일회성의 학습이나 초기 학습에서는 평가 예

고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학생들은 평가 예고의 유무나 구체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어떤 

평가도 예고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어진 자료의 의미를 파악하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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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큰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은 채 다소 수동적인 학습을 하게 될 가

능성이 높다. 무언가 평가될 것이라고만 예고되면, 아무런 예고가 없는 

것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자료를 학습하게 될 것이다. 평가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여주기도 하는데, 평가가 없을 때에 비해 더 열심히 학습

하는 경향이 있다(김호권 등, 1985). 하지만 무엇이 평가될지 모르는 상

황에서는 열심히 학습하기는 하지만, 방향성이 없어 쉽게 주의가 흐트러

질 수 있다. 한편 평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고되면, 평가되는 내용이나 

형식에 선택적으로 더 주의를 집중하면서 학습을 하게 될 것이다. 구체

적인 학습 목표에 따라 학습 활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들(예 : Mills  

et al., 1995)을 바탕으로, 평가 예고는 구체적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질문의 양과 질이 평가됨을 예고해 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예고된 평가에 의해 학습 목표를 설정하게 

되며, 그 목표에 따라 자신의 인지자원을 차별적으로 동원한다. 그리고 

차별적으로 동원된 인지자원은 이해의 깊이에 영향을 주며, 이해의 깊이

는 질문의 양과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탐색적 질

문 평가를 예고하면, 질문뿐만 아니라 이해 수준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적 질문 평가를 예고하면 학생들은 주어진 자료

를 학습하되, 더 나아가 새로운 생각이나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질문을 

잘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새로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주어진 

내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학습 자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이전까지 알고 있던 지식들 가운데 관련된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을지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학

습 자료를 이해함과 동시에, 기억에서 관련 지식을 인출하고 능동적으로 

사고해나가는 과정은 인지적인 부담이 매우 크다. 하지만 질문을 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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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며, 생략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선행지식과 학습 자료의 내용이 잘 연결되면, 주어진 학

습 자료에 대한 이해는 깊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해가 깊어질수록, 심

층적인 의미 차원에서 연결될 수 있는 배경지식이나 경험이 더 다양해지

므로, 탐색적 질문의 양과 질은 점점 더 향상될 수 있다.

  한편 주어진 자료에 대한 이해도가 평가될 것이라고 예고되는 상황은 

어떨까? 이해도 평가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해온 방식이다. 심지어 

학생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질문이 강조되는 수업에서도 이해도가 평가되

기도 한다. 주어진 자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강조하고, 그 평가에 

대비하여 학습하도록 한다면, 이해 수준은 향상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주어진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목표 하에서는 탐색적 질문이 잘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주어진 내용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심층적

인 의미 차원에서 관련된 정보를 인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굳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충분히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주어진 학습 자료를 중심으로 무언가를 인출하고 조작하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므로, 가능하다면 생략하거나 간소화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해도를 평가하게 되면 주어진 학습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

해는 할 수 있을지언정 좋은 질문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질문이 평가됨을 예고하는 것은 다른 부수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질문을 잘 표현하지 않고,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예 : 황청일 & 이성호, 2011), 질문 평가를 예고하면 이러한 문제

가 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문을 잘 하지 않던 학생들이

라고 하더라도, 교수자가 질문을 허용할 때 더 질문을 하고자 하며

(Biddulph, Symington, & Osborne, 1986; Christenbury & Kelly, 1983), 교

수자가 학생들의 질문활동을 장려할수록 질문을 저해하는 요인이 완화될 

수 있다(김수란, 2015). 질문 평가 예고는 교수자가 질문을 중요하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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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고, 질문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의미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질문 수행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엇이 평가된다고 예고하는지에 따라 학생들은 

다른 학습을 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질문의 양과 질이 달

라질 수 있으리라 예상하였다. 특히 탐색적 질문이 평가된다고 예고했을 

때 질문의 양과 질이 향상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질문에 한 동료 평가

  질문 평가를 예고하는 것이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도, 장기간 

진행되는 학습 상황에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질문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적절한 평가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평가 예

고의 효과는 일회성을 띌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학습자 질문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고, 특히 탐색적 질문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질문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질문이 많아졌을 때 질문들을 

평가하고 피드백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동료평가에 주목해 보았다. 

  동료평가는 교수자가 모든 학생들의 과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

생들이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고 제출한 뒤 다른 친구들의 과제를 서로 

채점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과제의 수행자이자 평가자가 되도록 하는 것

이다. 만약 교수자 1인에게 평가 부담이 전가된다면 점차 과제 수행 횟

수가 줄어들게 되거나, 학생들이 자기가 만든 질문에 대해 양적 질적으

로 좋은 피드백을 받기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동료평가를 

사용하면 교수자의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으면서도 학생들에게 풍부

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동료평가를 사용하면 매 학습 

자료마다 만들어지는 수많은 질문들을 평가할 수 있으면서도 적절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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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백을 주어 더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질문에 대한 평가는 동료평가 뿐만 아니라 교수자에 의한 평가에서도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러나 과연 동료평가의 결과가 교수자의 전

문성에 의한 평가 결과만큼이나 믿을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

기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교육 장면에서 일반적으로 한명의 교

수자 평가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히려 기대와는 달리 교수자 

평가가 상당히 편향된 특징을 보인다고 말한다(Falchikov & Magin, 1997; 

Guilford, 1965; Newstead & Dennis, 1994). 그리고 우려와는 달리 동료평

가는 교수자에 비해 전문성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학생 다수의 평가를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부족한 전문성이 보완된다고 한다. 여러 학생들

의 평가를 수렴적으로 반영한 결과들을 분석해본 결과, 동료 평가는 전

문가 평가와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집단 내의 학생 수행을 비교적 정확

히 예측할 수 있었다(Cheng & Warren, 2000).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잘 만들지는 못해도 만들어져 있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게 

해내는 경향이 있는데(Sykes, 1978), 질문에 대한 평가 역시 비슷할 것으

로 보인다. 다만, 학생들에게 평가하도록 했을 때 학생들 간의 평가 결

과가 너무 제각각이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적정수준 이상으

로 평가 결과가 서로 일치해야 할 것이다. 

질문에 대한 동료평가는 평가도구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해 준다. 질문을 동료평가 

하도록 하면 학생들은 좋은 질문을 만드는 기준에 대해 경험적으로 이해

할 수 있고, 좋고 나쁜 질문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고 직관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게 된다. 동료평가는 평가 대상에 대해 분석하고 점수를 매기

는 과정을 포함하므로, 어떤 이유로 특정한 대상이 높은 수준의 질을 가

지게 되는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Topping, 1998). 일반적으

로는 평가 과정은 교수자의 몫이고 그 결과만을 공유한다. 그렇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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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왜 특정한 대상이 높거나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 이해하기 어렵

다. 하지만 동료평가를 통해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해보게 되면, 평가의 

기준을 내면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또한 평가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생

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Roediger, Putnam, & Smith, 

2011), 질문에 대한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탐색적 

질문은 주어진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지

식을 반영해서 만들어지므로 다른 학생들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 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Williams(1992)는 

동료평가에서 발생하는 평가 부담이 오히려 주어진 학습 자료를 이해하

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질문에 대한 동료평가는 학생들의 평가 결

과간 일치도만 확보할 수 있다면, 탐색적 질문을 활성화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탐색  질문의 평가 기

  학습자 질문의 가치 혹은 질(quality)은 동일하지 않다(Chin & 

Osborne, 2008). 더욱이 탐색적 질문은 확증적 질문에 비해 그 스펙트럼

이 매우 넓다. 탐색적 질문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따라 학습 효과

의 크기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문의 질은 매우 중요해진다. 만약 

질문의 질과 관계없이 질문의 학습 효과가 일정한 수준으로 보고된다면, 

질문의 개수가 많아지도록 만들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연구 결과

들은 질문의 개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질문의 질이 무조건 좋아지는 것은 

아니며, 질문의 질에 따라 학습 효과가 크게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

  Maskill과 Pedrosa De Jesus(1997)의 연구는 질문할 기회를 더 많이 제

공하는 것만으로는 질문의 질이 높아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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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8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도중에 2-3번에 걸쳐 잠시 동안 강

의를 멈춘 후 미리 나누어준 종이에 떠오르는 질문을 작성하도록 하였

다. 기존의 수업 방식 하에서는 질문할 기회가 부족하고, 다른 학생들에

게 자신의 질문을 표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총 

558개의 질문이 제출되었는데 질문들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질문 가운

데 85%는 단순한 ‘이해 질문’이었다. 예컨대 더 좋거나 명료한 설명

을 요청하거나, 들었던 설명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해내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추가적인 질문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학생들

의 질문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없다는 부정적인 결론 또한 이끌어낼 

수 있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 Harper 등(2003)은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의 질

에 따라 학습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 해준다. Haper 등은 물리학 

개론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질문하기 활동을 하게 함과 

동시에 배우는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였다.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질문과 개념 이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

자들은 질문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질문의 난이도(Marbach-Ad & 

Sokolove, 2000)와 질문의 주제(Good et al., 1997)를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서 질문의 난이도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고려했을 때, 이 질

문이 얼마나 쉽게 대답 가능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였고, 네 개의 수준

으로 구분되었다(minimal, low, medium, high). 그리고 질문의 주제는 학

생들이 이 질문을 만들기 위해 어떤 유형의 사고를 동원했는지에 따른 

것이며, 크게 여섯 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equation, concept, 

application, knowing, experiment, limitation). 잠정적으로 앞에서 뒤로 갈

수록 더 높은 수준이며, 앞의 두 개를 낮은 수준으로 뒤의 네 개를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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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구분하여 유형화 하였다. 연구자들은 두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double coding)하였으며, 그 결과를 합산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

면, 질문의 개수는 수행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질문의 질이 

높을수록 개념 이해가 높았다. 

  두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질문의 질을 높일 수 있

는 별도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학습자 질문의 

질 평가는 주로 확증적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으며, 좋은 

질문과 좋지 않은 질문으로 구분하곤 하였다. 확증적 질문은 질문의 대

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인지, 그렇지 않은지

를 중심으로 구분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탐색적 질문은 어느 정

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견해나 배경지식을 동원했는지, 또 질문이 

실제로 어떤 대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따라 매우 상이한 특징을 보

일 수 있다. 따라서 이분법적인 분류보다는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연속

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질문의 질이나 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이 탐

색적 질문을 더 잘하도록 하려면 잘 만들어진 탐색적 질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질문을 잘해야 한다고 하지만, 잘한 질

문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할 때 학생들은 혼란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평가 기준이 중요한 다른 이유로는 학생들이 훈련되는 과정에서 만들어

낸 질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피드백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학생

들이 질문을 만들 때 현재 자신의 수행 상태를 확인하고 더 좋은 질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려면, 질문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그리고 합

의된 기준을 필요로 한다. 

  탐색적 질문이라는 제한된 범위의 개념에서 질문을 분류하거나 측정한 

시도는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안된 질

문 분류 기준이나 평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탐색적 질문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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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 Pizzini와 

Shepardeson(1991)는 인지적 수준(cognitive level)을 입력(input), 처리

(processing), 출력(output)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입

력은 학생들이 정보를 인출해내거나 감각 정보를 읽을 때 만들 수 있는 

질문을 의미한다. 처리는 자료내의 관계를 도출해내야 만들 수 있는 질

문이다. 출력 질문은 자료와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가설을 만들어보거

나 추측하거나, 일반화하거나 새로 만들어보거나 평가하는 등의 과정들

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질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Graesser와 Person(1994)는 높은 수준의 질문(high-level 

question)을 인지적 처리과정의 포함 여부에 따라 설명한다. 연구자들이 

포함시킨 처리과정은 추리와 복합 추론, 아이디어를 새로운 분야의 지식

으로 응용하는 것,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

는 것, 새로운 주장을 평가하는 것 등이다. 이들은 질문 유형을 16개로 

세분하고, 4개, 4개, 8개로 다시 묶어 얕은 질문(shallow question), 중간 

질문(intermediate question), 깊이 있는 질문(deep question)으로 칭하였

다. 

  그리고 여러 연구들에서는 높은 수준의 질문(Higher-order question)을 

사전지식을 활성화하고, 지식을 통합하고 응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으

로 개념화 하며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Adams & Bruce, 1980; Anderson 

& Biddle, 1975; Anderson & Pearson, 1984;  Ausubel, 1963; Martin & 

Pressley, 1991; Mayer, 1984; Moorman & Blanton, 1990; Pressley, 

Symons, McDaniel, Snyder, & Turnure, 1988; Rumelhart, 1980; Watts & 

Anderson, 1971). 

질문을 만들기 해 동원되는 인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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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이해의 변화(conceptual change)에 따른 구분. Watts 등

(1997)은 개념 이해의 변화에 따라 질문을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공고화 질문(consolidation question)으로, 학생들이 주어진 설명을 

확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를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

내는 질문이다. 둘째는 탐구 질문(exploration question)으로 주어진 지식

을 확장하고 그 구성체를 테스트해보기 위한 질문이다. 셋째는 정교화 

질문(elaboration question)으로 주장을 검증하고, 반박해보며, 다른 이해

를 시도해보고, 모순을 해소하고, 맥락 요인들을 검증하고, 아이디어나 

결론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질문에 답하기 해 요구되는 사고의 수 .  초기에는 블룸의 

분류법(Bloom’s taxonomy)을 기준으로, 지식(knowledge), 이해

(comprehension), 응용(application), 분석(analysis), 종합(synthesis), 평가

(evaluation) 등의 위계를 두고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지식은 아이디

어나 자료를 기억해내는 능력이고, 이해는 어떤 자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해독하는 능력이다. 적용은 특정한 구체적 내용에서 추상적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분석은 자료에 포함된 위계나 구조가 

분명해지도록 구성 요소들을 나누어 보는 것이다. 종합은 전체를 구성하

는 요소나 부분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어떤 목

적에 비추어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이다. 이 분류법은 교수자를 위해 만

들어진 것이며(Bloom, Engelhart, Furst, Hill, & Krathwohl, 1956), 교수자 

질문에 주로 적용되었다가  학습자 질문에도 적용되었다.

질문에 한 답의 유형. 질문의 수준은 그 질문이 요구하는 

대답의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기도 한다(Yarden, Brill, & Falk, 

2001). 하나의 확정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질문은 닫힌 질문이다.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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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을 요구하는 질문은 만들어내기도 쉬우며 답하기도 쉽다. 

Lemke(1990)는 닫힌 질문과 대비하여 반성적 사고와 이해를 필요로 하

는 질문을 열린 질문이라 칭했으며, 이런 질문은 만들거나 답하기 위해 

더 깊이 있는 처리를 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두 차원의 근 : 질문의 내  가치와 질문상황과의 합성.  

Pizzini와 Shepardson(1991)은 기존의 접근이 질문이 이루어진 상황을 고

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질문의 내적 외적 차원이 통합적으로 고

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질문의 내적 차원은 한쪽 끝을 확증 질문

(confirmation question)으로 두고, 다른 한쪽 끝을 변형 질문

(transformation)으로 두었다. 확증 질문은 정보를 분명히 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며, 사실과 추측을 구별하며, 정의에 대한 예시를 요청

함으로써 만들어진다. 한편, 변형 질문은 학생들의 이해를 재구조화 하

거나 재조직화해야 하는 것으로서, 가설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가설연

역법(hypothetic-deductive method)을 사용하거나 지식의 확장을 추구하

거나, 논증 과정을 파헤쳐보거나, 숨겨진 것을 밝혀 보거나, 머릿속으로 

그 구조를 실험해보거나(사고 실험), 적용되어 있는 추론에 반기를 드는 

등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학습 도구로서의 질문.  Pedrosa de Jesus 등(2004)은 좋은 질문

을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자료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질

문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학습자 질문의 영향력에 주목한 것으로 이해

된다. 학습자 질문은 학습 자료와 선행 지식의 연결을 통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더 좋은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행위라고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기준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탐색적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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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세 개의 기준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질

문이 도출된 과정(질문을 만들기 위해 동원되는 인지적 수준, 개념 이해

의 변화, 질문의 내적 가치), 둘째, 형식적 표현(질문 상황과의 적합성), 

셋째, 가능한 대답(질문에 답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고의 수준, 질문에 대

한 대답의 유형, 학습 도구로서의 질문)이다. 

  첫째, 질문이 도출된 과정이라는 기준은 빠진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내부적으로 처리하려는 과정과 관련된다. 학습 자료를 얼마나 능동적이

고 깊이 있게 학습했는지에 따라서 빠진 정보로 선택되는 내용이 달라질 

것이고, 빠진 정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한 후 

질문했는지에 따라 질문의 내용이 더 발전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질문이 학습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기제인 사전 지식의 활성

화, 정교화, 차별적인 부호화 등의 측면과도 접하게 관련된다. 

  둘째, 형식적 표현이라는 기준은 사회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언어화 하

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 학습 자료의 어떤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겨났고, 

또 그 궁금증은 무엇인지에 대해 명료하게 표현해내는지에 따라 질문의 

형식적 표현이 발전될 여지가 있다. 자기 자신의 수준에서 대답을 찾지 

못한 것이 질문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미래 시점의 자신이나 타인에 

의해 그 대답이 얻어질 수 있다. 쉽고 명확하게 전달되는 질문일수록 질

문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셋째, 가능한 대답의 기준은 전체 처리과정의 결과물과 관련된다. 여

기에는 빠진 정보를 적절하게 찾아내는 것, 그리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처리한 후에 질문을 하는 것, 언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는 것 등

의 과정이 모두 간접적으로 반영된다. 하지만 이전의 과정들을 통해 만

들어진 결과물 그 자체로서, 질문이 실제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독립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질문은 학습의 결과물로서 만들어지며, 누군가에게 전달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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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그 답을 찾을 때 추가적인 학습이 가능해지도록 해준다. 이러한 

질문의 과정과 목적, 기능은 위에서 제안한 세 기준(질문이 도출된 과정, 

형식적 표현, 가능한 대답)을 설정하고 훈련시킴으로써 효과적으로 성취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기준은 질문의 학습 효과 기제들과 연

결됨으로써 질문자의 사고나 학습을 심화시키며, 두 번째 기준은 질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해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며, 세 번째 기준은 

질문이 새로운 학습이나 사고의 계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준다.     

  위의 각 기준에 의한 평가는 공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학습 자료를 깊이 있게 학습하고 생각을 발전시킨 결과로 질문을 만들어

내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언어적으로 잘 구성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왜 질문을 했고 어떤 점을 궁금해 하는지는 

명료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궁금증이 학습 자료에서 지엽적

이거나 관련성이 적은 경우일 수도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나름대로 깊

이 생각하고 이해하기 쉽게 질문을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답이 특

별히 더 새로운 생각을 유도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게 만들지는 않

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세 기준으로 평가하도

록 했을 때, 학생들 간의 평가가 서로 일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을 필요로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질문 평가가 탐색적 질문의 양

과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총 8개의 실험(실험 1, 실험 2, 실

험 3A, 실험 3B, 실험 3C, 실험 3D, 실험 4A, 실험 4B)을 통해 살펴보고

자 한다. 연구의 전반부에서는 탐색적 질문을 평가함이 예고되었을 때의 

효과를,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탐색적 질문을 학생들이 동료평가 하는 방

안과 그 효과를 탐색하였다.  



- 43 -

제 3 장 질문 평가 예고의 효과 

실험 1과 실험 2는 학생들에게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 후 주어진 

자료로부터 더 나아가 새로운 생각이나 탐색을 할 수 있는 질문(탐색적 

질문)을 만들어보도록 할 때, 그 양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

해 탐구하였다. 학생들에게 만들어진 질문들이 평가될 것임을 예고하는 

처치가 학생들의 질문 만들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하면

서, 학습 방식과 학습 깊이의 요인을 함께 고려하였다. 

제 1 절 실험 1. 질문 평가 예고와 학습 방식

실험 1은 질문이 평가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의 효과와 함께 학습 방식

의 변화에 따른 질문의 양과 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학습 환경은 강의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

어지고, 평가는 강의 내용을 사실 위주로 암기했을 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실험에서는 기존의 학습 환경이 질문 

만들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평가 항목을 이해도에

서 학생들이 만든 질문으로 바꾸어 예고하는 동시에 학습 방식을 강의 

듣기에서 교재 읽기로 변화시켰을 때 학생들의 질문에서 어떤 차이가 있

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질문 평가 예고는 학생들에게 학습하면서 만드는 질문의 양과 질을 기

준으로 학습 수준이 평가됨을 미리 안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의 학습 환경에서는 주로 이해도를 기준으로 학습 수준이 평가되어 왔으

므로, 별다른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은 학습하라는 지시를 사실 

위주로 기억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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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인 지시에 의해서나 암묵적인 추론에 의해서나 학습 이후에 이해도

가 평가된다고 인식하게 되면, 탐색적 질문을 만드는 데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질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평

가에 도움이 되는, 사실 위주의 ‘이해 질문’을 주로 만들어 낼 가능성

도 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질문이 평가됨을 미리 안내하는 절차를 통

해 학생들로 하여금 탐색적 질문 만들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이해도가 평가된다고 안내하는 것에 비해 질문의 양과 질이 향상될 것이

라 예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대학 수업에서는 강의 듣기가 75~8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며, 대학생들이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학습 방식이다(박명

희 등, 2005). 대면 강의 외에도 동영상 강의 역시 인터넷 네트워크의 발

달로 크게 확산되었으며, 학교와 학원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사람

들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강의를 들어야 한다거나, 

혹은 강의가 다른 학습 방식보다 지식을 습득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질문 만들기에 있어서는 강의 듣기가 그리 좋

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첫째, 학습자가 강의 진행을 조절할 수 없다

는 문제이다. 질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학습 도중에 의문이 생기는 

부분에서 멈추어 다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거나, 학습자가 학습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강의는 학생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 중단

하거나 그 속도를 늦출 수가 없으므로, 질문하고자 하더라도 그 시도가 

좌절되기 쉽다. 둘째, 강의 듣기를 하면서 동시에 질문을 만들어 내는 

것은 인지적인 부담이 큰일이다. King(1989)은 강의를 들을 때에는 작업 

기억용량이 제한적이게 되고, 학습자가 머릿속으로 되뇌어 보는 과정이 

방해를 받으므로, 결과적으로 읽기에 비해 질문 과정에서의 인지적 부담

이 더 크다고 보았다. 아마도 계속해서 시청각적인 자극이 이어지는 가

운데, 그와는 독립적으로 자기만의 생각을 이어나가기란 매우 어려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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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것이다. 셋째 학습 진행의 주체가 교수자라는 점이다. 강의는 학

생이 집중하거나 노력하지 않을 때에도 계속 진행된다. 잠시 한눈을 팔

아 어떤 부분을 놓친다고 하더라도 다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질문에도 영향을 미친다. 

넷째 기본적인 학습태도 상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강의 상황에서 학습

자는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태도가 바람직하며(황청일 & 이성호, 2011), 

교수자가 그런 학습자를 선호할 것이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Karabenick & Sharma, 1994).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지식이나 사고를 연결시켜 질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부적절

하며, 질문 수행을 부진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교재 읽기는 강의 듣기에 비해 학습자 질문 생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학습 방식이다. 강의 듣기와 교재 읽기

는 비슷한 인지부하를 가진다고 평가되기도 하지만(Danks & End, 1987), 

강의 듣기가 질문 만들기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모두 해소

할 수 있는 학습 방식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교재 읽

기는 첫째, 스스로 학습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둘째, 읽기를 중단하고 

질문을 생각하면 되므로 인지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 셋째, 학생이 학습

의 진행 주체이며, 넷째, 연합되어 있는 다른 수동적인 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강의 듣기에 비해 교재 읽기의 방식으로 학습 할 때 학

생들의 탐색적 질문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종합적으로 실험 1에서는 이해도 평가가 예고되고 강의 듣기의 방식으

로 학습하는 기존의 일반적인 수업 환경과 비교하여 질문 평가가 예고되

고 교재 읽기의 방식으로 학습하는 대안적인 조건에서 학습자 질문이 향

상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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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  법

실험 참가자 

  실험 1에는 86명의 서울 소재 학부생들이 참가하였다. 이 중 남성이 

48명, 여성이 38명이었으며, 평균 22.8세(SD=1.9)였다. 자발적으로 참가 

신청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참여의 대가로 실험 참가 점수

를 받았다. 

실험 설계  

  평가 예고(2: 이해도 평가 vs. 질문 평가)와 학습 방식(2: 강의 듣기  

vs. 교재 읽기)의 2 x 2 참가자간 설계를 사용하였다. 두 번에 걸쳐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과 질문을 하도록 하였는데, 첫 

번째 학습 및 질문은 연습시행으로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집단별 처치는 학습 전의 평가 예고 내용과 학습 자료 유형의 차이를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학습 자료는 생물학 전공의 ‘동영상 강의’와 

‘읽기 자료’의 두 유형이었다. 그리고 평가 예고는 ‘학습 이후 평가

되는 내용’을 달리하여 주지시켰다. 첫 번째 학습과 질문 시행이 끝난 

후에는 예고한 것과 관련된 내용의 자가 평가(self-assessment)를 하도록 

하여, 두 번째 학습과 질문 시행에서 주어지는 평가 예고의 내용을 더 

명확히 인식하도록 유도하였다. 즉 질문이 평가된다고 예고한 집단은 스

스로 얼마나 좋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평가해보도록 하였고, 이해

도가 평가된다고 예고한 집단은 스스로 얼마나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지 평가해보도록 하였다. 

  종속변인은 두 번째 학습에서의 (1) 질문 개수와 (2) 질문의 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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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수는 학생들이 학습 후에 만들어낸 질문의 개수를 합산하였다. 

재료  도구   

  학습 자료. 학습 자료는 생물학 분야의 두 주제로, 학습 주제는 ‘화

학 결합’과 ‘게놈 프로젝트’였다. 학습 방식에 따라 읽기 자료와 동

영상 강의의 두 유형의 학습 자료를 준비하였다. 동영상 강의의 강의자

와 읽기 자료의 저자는 동일했다.

 동영상 강의는 대학에 온라인 공개적으로 업로드된 강의의 일부를 사용

하였다. 온라인 강의의 일부로 실제 강의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읽기 자료는 강의와 동일한 내용과 주제를 다루는 단행본의 일부를 사

용하였다. 강의와 단행본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각각 부분적으로 발췌하

였다. 

  본 실험에 앞서 예비 실험을 통해 동일한 학습자에게 두 유형의 학습 

자료를 모두 제공하고, 자료 유형간 난이도와 정보가가 유사한지, 문맥

이 자연스러운지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학습 자료를 구성하였다. 읽기 

자료는 예비 연구를 통해 1회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16-17분 사이

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맞게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였다. 

배경지식과 흥미 측정도구. 배경지식(Beyer, 1987; Miyake & Norman, 

1979)과 흥미(Cuccio-Schirripa & Steiner, 2000)는 잠재적으로 질문의 양

과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학습 내용에 대해 배경지식과 흥미 두 측면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

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배경지식은 두 주제(화학결합과 게놈 프로젝트) 내에서 각각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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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주제를 추출하여 총 8개의 소주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 7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다른 8개의 주

제(Filler)를 함께 평가하도록 하였다(총 16개의 주제). 

한편 흥미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학습 분야에서 일반적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조작적 정의, 즉 ‘더 배우고 싶다는 내적 동기

(Cuccio-Schirripa & Steiner, 2000; Shiefele, 1992)’를 활용하였다. 본 연

구의 학습 자료로 사용된 2 주제를 다른 5 개의 주제(Filler)와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얼마나 더 배우고 싶은지 7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질문의 질 측정 방법. 모든 집단의 학생들에게 3개의 질문은 필수적

으로 하도록 하고, 가능한 많이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만들어진 질문의 

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정되었다. 

질문의 질 평가 기 . 질문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선행연구

들의 기준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세 기준(질문이 도출된 과정, 형식적 표

현, 가능한 대답) 가운데 많은 연구에서 활용된 두 기준을 도입하여 평

가하였다. 세 기준 가운데 형식적 표현은 연구자들이 직접 평가의 기준

으로 도입한 사례가 없어 실험 1에서는 평가 기준에서 제외하였다. 

실험 1에서 사용한 평가 기준은 질문이 도출된 과정과 가능한 대답의 

두 가지였다. 연구자들은 질문이 도출된 과정(Pizzini & Shepardeson, 

1991; Graesser & Person, 1994; Adams & Bruce, 1980; Anderson & 

Biddle, 1975; Anderson & Pearson, 1984; Andre, 1987; Ausubel, 1968; 

Martin & Pressley, 1991; Mayer, 1984; Moorman & Blanton, 1990; 

Pressley, Symons, McDaniel, Snyder, & Turnure, 1988; Rumelhart, 1980; 

Watts & Anderson, 1971)이 질문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

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간주하였고, 가능한 대답의 수준(Bloom, Engel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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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st, Hill, & Krathwohl, 1956; Yarden, Brill, & Falk, 2001; Lemke, 

1990) 역시 다른 일군의 연구자들에 의해 질문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

로 활용되어 왔다.  

질문의 질 수 도출 과정. 질문의 질은 두 명의 전문가(박사과

정 수료)에 의해 독립적으로 평정된 후 합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학습 

자료와 평가 기준을 숙지한 후, 블라인딩된 질문 리스트를 평정하고, 개

인별 질문의 질 점수를 합산하여 도출하였다. 

(1) 학습자료 및 평가 기준 숙지. 

  본격적인 질문 평정에 앞서 학생들에게 배부된 것과 동일한 학습 자료

를 학습하도록 하였다. 질문이 도출된 과정에 대해 평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학습 자료의 주제인 생물학의 내용전문가는 아니었지만, 학

습 자료를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읽고 표면적인 내용은 물론 심층적인 의

미까지 이해하도록 안내되었다. 

두 개의 평가 기준과 설명이 제공되었다. 이와 함께 관련된 선행연구

들을 함께 제공하여 그 기준이 도출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질문 평정. 

평정자들은 집단 구분 없이 무작위로 섞인 질문 리스트를 받고 독립된 

공간에서 평가를 진행 하였다. 질문을 평정하는 방법은 두 기준에 따라 

각 질문을 0 혹은 1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었다. 이 방법은 Dori와 

Herscovitz(1999)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질문을 하기 위해 동원된 사고의 

복잡성과 질문의 답이 자료에 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0과 1로 이중 코

딩하는 방법을 취했다. 질문이 도출된 과정에서 선행지식을 활용했으면 

1, 선행지식을 활용하지 않았으면 0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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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답에서 현재 자료에서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그 답을 찾을 수 없으

면 1, 현재 자료에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0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3) 질문 점수 합산. 

각 질문마다 두 개의 기준에서 점수가 매겨졌으며 질문 별로 점수가 

합산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학생들이 만든 각 질문의 점수를 다 

더하여 각 개인의 질문의 질 점수가 도출되었다. 평정 결과 최종적인 질

문의 질 점수에서 두 명의 전문가간 상관은 r=.91로 매우 높았다.  

 

이해도 검사. 이해도 검사의 방식은 ‘참/거짓/보고되지 않음’의 방

식(Koch & Eckstein, 1991)을 취했다. 즉, 학습 자료의 내용과 일치하면 

‘참’,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 학습 자료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내

용이면 ‘보고되지 않음’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Koch와 Eckstein(1991)

은 문제 해결 기술이 아닌 읽기 이해 기술을 평가하고자 ‘참/거짓/보고

되지 않음’의 방식을 사용하였고, 검사에서 갑자기 낯선 단어나 중의적

인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Olshavsky, 1977). 이상의 주의점

과 함께 실험 1의 이해도 검사 항목에서는 강의와 읽기 자료, 그리고 검

사에서 언급된 용어나 표현들이 모두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

다. 연습 시행과 본 시행의 두 주제에 대해 각각 10문항(총 20문항)을 출

제하고, 이 가운데 본 시행의 10문항을 문항당 2점으로 채점하여 20점 

만점이 되도록 하였다.  

 차  

  실험은 PC가 설치된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시작에 앞서 PC 화면에 

보이는 지시에 따라 반응을 하도록 안내되었다. 전체 실험은 약 60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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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과정은 [기초정보수집] - [배경지식/흥미측정] 

- [학습 및 질문 1(연습시행)] - [학습 및 질문 2(본 시행)]- [이해도 검

사] 순이었다. 참가자들에게는 실험의 목적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고 

‘질문하기와 학습’이라는 주제로 실험을 안내하였다. 실험에 앞서 학

습의 시작과 끝을 알려줄 수 있는 이어폰과 학습 도중 사용할 수 있는 

노트와 펜이 참가자 모두에게 각각 제공되었다.

기  정보 수집

1 분

↓

배경지식과 흥미 측정

5 분

↓

             [강의 듣기]조건                    [교재 읽기]조건
     이해도 평가 고 & 질문 평가 고     이해도 평가 고 & 질문 평가 고 

이해 평가 고 

평가 고 1분

질문 평가 고 

평가 고 1분

이해 평가 고 

평가 고 1분

질문 평가 고 

평가 고 1분

↓              ↓             ↓             ↓

강의 듣기 : 연습 시행

동 상 학습 18분 질문 만들기 5분

교재 읽기 : 연습 시행

교재 학습 18분 질문 만들기 5분

↓              ↓             ↓             ↓

이해 평가 고 

평가 고 1분

질문 평가 고 

평가 고 1분

이해 평가 고 

평가 고 1분

질문 평가 고 

평가 고 1분

↓              ↓             ↓             ↓

강의 듣기 : 본 시행

동 상 학습 18분 질문 만들기 5분

교재 읽기 : 본 시행

교재 학습 18분 질문 만들기 5분

↓              ↓             ↓             ↓

이해도 검사

7분

그림 1 실험 1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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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이 시작되면 성별, 나이, 전공 등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입력하

고 나서 가장 먼저 배경지식과 흥미를 측정하였다. 학습과 질문은 모든 

집단에 공통적으로 2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학습 시간은 18분으로 동일

하게 통제하였다. 동영상 강의의 경우 재생 속도를 조정하거나 도중에 

중단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읽기 자료의 경우 읽기 속도에 따라 지정된 

시간보다 일찍 학습을 끝내더라도 알림소리가 들릴 때까지 계속해서 학

습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첫 번째 학습과 질문은 연습시행이자, 평가를 예고하는 지시사항을 부

각시키기 위한 절차였다. 여기서의 지시사항은 두 집단에게는 이해도가 

평가됨을 안내하는 방향으로, 다른 두 집단에게는 질문이 평가됨을 안내

하는 방향으로 각각 제시되었다. 첫 번째 학습에 앞서 집단별로 지시사

항이 2번 반복적으로 안내되었고, 알림소리와 함께 18분의 학습이 시작

되었다. ‘이해도 평가’의 두 집단에 대해서는 “주어진 학습 내용을 

읽고 이해해야 하며, 학습이 끝난 후 이해도를 평가하는 테스트가 있

음”을 두 번에 걸쳐 강조하였다. 그리고 학습과 질문이 이루어진 후에 

10개의 소주제에 대해 얼마나 이해했는지, 난이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7점 척도로 평가하게 했다. 두 번째 학습 전에 주어지는 지시사항은 첫 

번째 지시사항과 동일했으며, “두 주제에 대해 총 20문제의 이해도 검

사가 있음”을 추가적으로 안내하였다. 한편 ‘질문 평가’의 두 집단은 

“주어진 학습 내용을 읽고 이해해야 하며, 학습이 끝난 후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이 평가될 것”임을 두 번에 걸쳐 강조하였다. 학습과 질문이 이

루어진 후에는 자기가 만들었던 질문에 대해 얼마나 좋은 질문이고, 얼

마나 도움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해 7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두 번

째 학습 전에 주어지는 지시사항은 첫 번째 지시사항과 동일했으며, 

“만들어진 질문들은 전문가에 의해 평가될 것”임을 추가적으로 안내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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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이 끝난 후에는 모든 집단의 학생들이 최소 3개, 최대한 많은 질

문을 하도록 요청받았다. 질문이 끝난 후 이해를 강조한 집단은 이해정

도와 난이도에 대해 7점 척도로 자가 평가를 하였고, 질문을 강조한 집

단은 질문의 질과 유용성에 대해 7점 척도로 자가 평가를 하였다. 이후 

별도의 쉬는 시간 없이 두 번째 학습을 위한 지시사항이 2번에 걸쳐 반

복적으로 안내되었다. 동일한 절차로 학습과 질문을 완료하였다.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이 끝나면 실험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안내하였다.

2. 결  과

질문 만들기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이, 배경지식, 흥미에 대해 

집단 간 차이가 없는지를 확인하였다. 나이는 집단별로 평균 22.5세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F(3, 86)=0.71, p>.05. 배경지식은 보통 수

준으로 알고 있었고 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다, F(3, 86)=0.38, p>.05. 흥미

의 경우 꽤 흥미로워 하는 주제였으나 역시 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다, 

F(3, 86)=0.47, p>.05. 집단별로 두 번째 학습 이후 만들어낸 질문에 해 

그 수와 질을 평가한 수는 표 1과 같다. 

학습 방식

강의 듣기 교재 읽기

평가 고 

이해도(n=22) 질문(n=21) 이해도(n=21) 질문(n=22)

M SD M SD M SD M SD

질문의 개수 3.14 0.64 3.29 0.46 3.33 0.66 4.14 1.28

질문의 질 수 2.41 1.56 2.90 1.51 2.81 2.14 5.32 2.19

이해도 수 11.27 2.73 13.24 2.14 9.43 1.43 13.36 1.89

표 1 실험 1 : 질문 개수와 질문의 질 수, 이해도(n=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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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개수.  평가 예고(이해도 평가 vs. 질문 평가)와 학습 방식(강

의 듣기vs. 교재 읽기)에 따른 이원변량분석이 실시되었다. 평가 예고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1, 86)=7.12, MSE=4.87, p<.01, η 2

=.11, 이해도가 평가됨을 예고할 때(3.23)보다 질문이 평가됨을 예고할 때

(3.72) 질문의 개수가 더 많았다. 학습 방식의 주효과 역시 유의했으며, 

F(1, 86)=12.06, MSE=5.90, p<.01, η 2=.12, 강의 듣기(3.21)보다 교재 읽기

(3.74)에서 질문의 개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학습 방식

과 학습 목표간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 

86)=3.35, MSE=2.30, p=.07, η 2=.04.

질문의 질. 평가 예고(이해도 평가 vs. 질문 평가)와 학습 방식(강의 

듣기vs. 교재 읽기)에 따른 이원변량분석이 실시되었다. 평가 예고와 학

습 방식간의 상호작용 효과, F(1, 86)=6.17, MSE=21.77, p<.05, η 2=.07,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또한 평가 예고의 주효과, F(1, 86)=13.75, 

MSE=48.49, p<.001, η 2=.19, 와 학습 방식의 주효과, F(1, 86)=12.06, 

MSE=42.54, p=.001, η 2=.18, 가 유의하게 보고되었다. 질문이 평가됨을 

예고할 때(4.14)가 이해도가 평가됨을 예고할 때(2.60)보다 질문의 질을 

더 높여 주었으나, 학습 방식에 따라 그 영향력의 크기는 상이하게 나타

났다. 즉, 강의를 들을 때에는 이해도가 평가됨을 예고할 때(2.41)보다 질

문이 평가됨을 예고하는 것(2.90)이 질문의 질을 더 높여주기는 하였지

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한편, 교재를 읽을 때에는 이해도가 평가됨

을 예고할 때(2.81)에 비해 질문이 평가됨을 예고할 때(5.32) 질문의 질이 

큰 폭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해 수 . 분석을 위해 평가 예고(이해도 평가 vs. 질문 평가)와 학습 

방식(강의 vs. 교재 읽기)에 따른 이원변량분석이 실시되었다. 결과적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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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와 학습 방식간 상호작용 효과(F(1, 86)=6.17, MSE=20.84, p<.05, η 2

=.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평가 예고의 주효과(F(1, 86)=42.09, 

MSE=187.03, p<.001, η 2=.3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학습 방식의 주효과

(F(1, 86)=3.57, MSE=15.87, p=.06, η 2=.00)는 근사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질문이 평가됨을 예고할 때(13.30), 오히려 이해도가 평가됨을 예

고할 때(10.37)보다 이해도 검사에서 더 높은 수행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

해볼 만하다.  

질문의 양과 질에는 강의 듣기에 비해 교재 읽기의 두 집단 수행이 더 뛰

어난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이해 수준에서는 조금 다른 패턴이 관찰되었다. 

이해도를 평가한다고 예고했던 조건에서는 교재 읽기 집단(9.43)보다 강의 

듣기 집단(11.27)의 수행이 더 뛰어났으며, 질문을 평가한다고 예고했던 조건

에서는 교재 읽기 집단(13.36)과 강의 듣기 집단(13.24)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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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  의

실험 1의 결과는 학생들에게 어떤 평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안내하는 

지에 따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는지에 따라 질문 만들기가 크

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질문이 평가됨을 예고하

고, 교재를 읽으면서 학습하도록 할 때 질문의 개수와 질적인 측면에서 

더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학습 자료에 대한 이해 수준을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질문 평

가를 예고하는 것이 이해도 평가를 예고하는 것보다 이해 수준을 더 높

게 만들어주었다. 질문하기 활동 자체가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

미 반복적으로 알려져 왔지만(Koch & Eckstein, 1991), 본 연구는 학습 

이전에 질문하기 평가가 예고될 때, 그 효과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해 수준에서는 반드시 교재 읽기가 더 나은 수행을 보장해주지는 않

았다. 특히 이해도 평가가 예고되는 조건에서는 강의 듣기가 교재 읽기

보다 이해 수준이 더 높았다.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에서 강의의 비중이 

높았던 이유는 그것이 사실 위주의 이해 수준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한편 질문 평가가 예고되는 조건에서는 

학습 방식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같은 학습 방식 내에서는 이해도 평

가가 예고될 때보다 질문 평가가 예고될 때 더 높은 수행을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 강의를 들은 두 집단에 비해 교재를 읽은 두 집단 내에

서 이해수준의 차이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교재를 읽으면

서 공부한 학생들은 질문을 강조할 때보다 이해를 강조할 때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크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독해 연구들에서

는 교재를 읽을 때 학생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학습하는지에 따라 이해 

및 문제 해결 수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예로,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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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1992)은 학생들의 독해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능동성의 수

준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는 사실이전의 날조(prefactual 

confabulation)로 주제어나 교재의 일부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 2단계는 지식/세부 재진술(knowledge/detail retelling)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보도록 하는 것이었다. 3단계는 동화(assimilation)로 교재

의 내용을 일반 상식이나 경험과 연결시켜보도록 하는 것이었고, 4단계

는 문제해결(problem solving)로 교재의 내용에 대해 스스로 평가 혹은 

판단해보도록 하는 것이었다. 가장 높은 5단계가 외삽(extrapolation)으로, 

현재 주어지는 내용과 자신의 선행지식을 연결시켜 의문을 제기하고 탐

색해나가는 과정인데, 가장 높은 단계가 탐색적 질문과 일맥상통한다. 

이 단계를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혼자 교재를 공부하며 질문을 했던 집

단은 매우 능동적인 방식으로 학습을 하였고, 그 결과 단순히 그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집단보다 높은 수행 수준을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험 1의 결과는 매우 분명하다. 평가 예고와 학습 방식에 따라 학생

들의 질문이 달라졌고, 특히 질문 평가가 예고된 상태에서 교재로 학습

한 집단의 질문 수행이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질문 평가를 

예고하면 질문뿐만 아니라 주어진 자료에 대한 이해 수준 또한 높아질 

수 있었다. 하지만 학습 자료가 생물학 분야 내의 두 주제였고 비교적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조심스럽게 받아져야 한다. 

사후적인 보완 연구(n=14)에 따르면, 실험 1에서 사용한 생물학 분야의 

자료는 비교적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다. 가장 어려운 정도를 100으

로 하였을 때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80.8정도로 응답하였다(SD=15.8). 배

경지식이나 학습 자료의 난이도가 학생들의 질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Miyake & Norman, 1979)을 고려할 때 쉬운 학습 자료에서도 학생들의 

질문 수행이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추가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 59 -

인지과학과 교육학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좋은 질문을 잘 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학생들이 질문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Edelson, Gordin, & Pea, 1999; Schank, 1999; 

Van der Meij, 1994; Zimmerman, 1989). 이런 맥락에서 학생들에게 질문

을 하도록 요구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도만이 평가되고 

강의를 통해 학습을 하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질문을 해보도록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학생들의 질문을 늘리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

각하도록 하는 학습 조건을 조성해주는 동시에, 평가의 한 측면으로 질

문 만들기를 포함시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실험 1의 결과는 단순한 처치만으로 학생들의 질문 양상이 크게 달라

짐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아직은 연구의 초기 단계로 후속 연구를 통해 

극복되어야 할 한계들이 많다. 우선 실험에서 사용된 동영상 강의라는 

매체의 특징, 짧은 학습 시간과 같은 부분들은 실제 강의와 차이를 보이

며, 생태학적 타당성 측면에서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 

강의는 더 긴 시간동안 더 낮은 수준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상태에서 학

습이 진행되므로 본 실험 결과에서보다 더 좋지 않은 수행으로 귀결될 

수 있다. 물론 교수자의 뛰어난 강의력과 구성, 그리고 수용적이고 자유

로운 수업 분위기 등의 요인들이 모두 갖춰지는 경우는 예외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하지만 훌륭한 강의로서의 모든 조건이 갖춰지지 않

는 한 본 연구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패턴이 나타나리라 예상한다.

질문의 질을 평가하는 방식도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문의 질을 

평가할 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문 생성과정과, 질문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대답을 각각 고려하여 0과 1로 코딩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복수

의 평가자를 두었다. 실험 1에서는 질문의 질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는 질문의 개수에 크게 의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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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별 점수는 각 질문의 점수를 평균내어 도출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0과 1로 질문을 유형화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질문 내의 다

양한 스펙트럼을 잘 반영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측정 구간을 좀 더 늘려

보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마지막으로 실험 1에서 평가 예고와 학습 방식(학습 자료의 유형)에 

따라 질문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본격적으로 학습이 

시작된 이후 해당 자료를 어떻게 학습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탐구가 

요구된다. 실험 1의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 교재 읽기 집단에서는 어떤 

평가가 예고되는지에 따라 수행 차이가 큰 편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동일한 자료(교재)와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동기화된 정도에 따라 학생들

의 학습 깊이가 상이할 수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었다. 즉 주어진 시간

동안 대충 한번 읽을 수도 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내용을 

되새김질 할 수도 있다.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학습의 깊이를 더할 수도 

있다. 읽기 횟수를 늘리거나 다른 전략을 사용했을 때 학습자 질문이 향

상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실험 2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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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2. 학습 깊이에 따른 질문의 차이

실험 1에서는 질문이 평가됨을 예고한 상태에서 교재를 읽으며 학습할 

때 학습자 질문의 양과 질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험 1에서

는 평균적으로 한번 정도 자료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주고 질문

을 하도록 하였는데, 만약 추가적인 시간을 주고 여러 번 읽게 하거나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학생들의 질문은 더 향상

될 수 있을 것인가? 실험 2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실험 1에서의 처치에 더하여 그 깊이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

로 학습하게 할 때 학생들의 질문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험 2는 실험 1에서 질문 만들기에 효과적이었던 조건, 즉 질문 평가 

예고와 교재 읽기 조건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학습의 깊이가 달

라지는 처치를 시도하였을 때, 학습자 질문이 향상될 수 있을지를 확인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학습의 깊이를 다르게 하는 처치는 한 집단은 질

문할 자료에 대해 한번만 읽도록 하는 것(일회학습)과 여러 번 읽도록 

하는 것(반복학습), 그리고 한번 읽고 난 후 그 자료에 대한 글쓰기를 하

도록 하는 것(글쓰기)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학습 이후 만들

어내는 질문의 양과 질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실험에서는 학습의 깊이를 심화시키는 방법으로 반복학습과 글쓰기

에 주목하였다. 먼저 반복학습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사용하

는 학습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Carrier, 2003; Goetz & Palmer, 1991). 한 

연구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 따르면, 170명의 학생 가운데 84%가 반

복학습을 학습 전략으로 활용하였으며 55%의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전

략 가운데 반복학습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다(Karpicke et 

al., 2009). Mayer(1983)는 동일한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면 단순히 양적으

로 더 많은 내용을 학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학습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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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학습하는 내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

하였다. 이는 반복학습이 단순히 학습량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학습

의 깊이를 심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복학습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반론 또한 존재한다(Callender 

& McDaniel, 2009). 반복학습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학습 과정에서 심

층적인 표상을 구성해내는 작업이 필요한데(Kintsch, 1988), 실제로 단순

히 다시 읽는 것만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처음에 읽으면

서 만들어낸 표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뿐, 반복학습이 초기의 표상을 

바꾸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

침해주듯 Therrien(2004)의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반복학습이 학생들

의 이해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중간 정도(moderate impact)였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반복학습을 통해서는 읽기 유창성(reading fluency)이 급

격히 높아질 수 있으나, 그것이 독해(reading comprehension)까지 높이지

는 못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반복학습의 효과에 대해서는 혼합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반

복학습보다 학습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알려진 것이 바로 글쓰기이다

(Klein, 1999). 글쓰기는 자기 생각을 검증해보고 조직화하는 과정을 필요

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글을 써보면서 주어지는 개념들 간의 연결고리

를 스스로 만들어 보게 된다(Bangert-Drowns et al., 2004). 글쓰기는 이

러한 과정을 통해 개념 이해를 돕는 학습 전략이다(Rivard, 1994). 글쓰

기의 효과는 작문 실력(writing skill)이 뛰어나거나 부족하거나의 차이와 

관계없이 일정수준 이상 유지되며, 글을 써보기 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

로 더 높은 수준의 이해에 이를 수 있게 해준다(Davis et al., 1992). 주어

진 내용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경지식과 더불어 

다양한 사고방식을 동원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학생 각자의 수준에서 

내용 이해를 좀 더 높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글쓰기를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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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외부의 정보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

문에 반복학습에서 충분히 달성되기 어려웠던 표상 재구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요약하자면, 글쓰기는 반복학습에 비해 학습의 깊이

를 심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학습 전략이다.

따라서 실험 2에서는 일회학습과 반복학습, 그리고 글쓰기 조건으로 

나누어 동일한 자료를 학습하도록 한 후 이후의 질문 만들기 수행을 탐

색하였다. 실험 1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질문 평가 예고와 교재 읽기의 

조건은 그대로 유지한 채 학습의 깊이만 달리하였다. 구체적으로, 한 집

단에게는 질문할 자료는 한번만 읽도록 하였고, 다른 한 집단에게는 그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한 집단에게는 

자료를 한번 읽도록 한 후 그 자료와 관련된 주장을 제시하는 글쓰기를 

하도록 하였다

실험 2에서는 다른 학습 관련 요인들이 비슷하게 통제된 가운데 학습

의 깊이를 심화시킴에 따라 학습자 질문의 양과 질이 더 높아 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글쓰기에서의 학습자 질문 수행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뛰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1. 방  법

실험 참가자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서 심리학 수업을 듣는 81명의 학부생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학생들은 선호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컴퓨터가 설치

된 실험실에 방문하였다. 세 집단 가운데 한 집단에 무선배정 되어 약 1

시간에 걸쳐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을 완료한 학생들은 참여 점수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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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만 21.15세(SD=1.60)였으며, 이 중 남성이 42명, 

여성이 39명이었다. 집단별로는 일회학습 집단 28명, 반복학습 집단 26

명, 글쓰기 집단 27명이었다. 집단 간 연령이나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상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과 흥미는 질문 만들기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주요한 변인이다. 이에 실험에서 사용하고 있

는 학습 자료에 대해 배경지식과 흥미를 측정한 결과, 배경지식, 흥미 

모두에서 유의미한 집단 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실험 설계   

  본 실험은 참가자간 설계로 학습의 깊이를 더하는 단계적인 처치를 시

도하였다. 통제집단은 해당 학습 자료를 한번 학습한 후 질문하는 집단, 

반복학습 집단은 한번 읽어본 자료에 대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도록 

하는 집단, 글쓰기 집단은 한번 학습을 완료한 자료에 대해 주장하는 글

쓰기를 하도록 하는 집단이었다. 

  집단 간 학습 시간은 모두 동일하게 조정되었으며, 일회학습 집단은 

첫 번째 학습 자료는 ‘화학결합’ 두 번째 학습 자료는 ‘게놈 프로젝

트’였다. 학습에 필요한 인지적 부담의 차이로 질문 만들기 수행에 차

별적인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동일한 분야의 비슷한 난이도 학습 

자료를 제공하였다. 반복학습 집단과 글쓰기 집단은 첫 번째 두 번째 학

습 자료가 ‘게놈 프로젝트’로 동일했다. 두 집단은 자료가 동일하므

로, 두 번째 질문을 할 때 앞서 만들어낸 질문과 중복되어도 괜찮다는 

지시를 주었다. 최종적으로는 세 집단의 학생들이 두 번째 학습 이후 만

들어낸 질문이 분석되었다.  

  종속변인은 두 번째 학습에서의 (1) 질문 개수와 (2) 질문의 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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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도구   

  배경지식, 흥미, 질문의 개수는 실험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질문의 질 측정 방법. 모든 집단의 학생들에게 3개의 질문은 필수적

으로 하도록 하고, 가능한 많이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만들어진 질문의 

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정되었다. 

질문의 질 평가 기 . 질문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선행연구

들의 기준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세 기준(질문이 도출된 과정, 형식적 표

현, 가능한 대답)을 모두 사용하였다. 특히 실험 1에서 제외하였던 질문

의 형식적 표현 기준을 추가하였다는 점이 차별적이다. 국내에서 김정자

(2001)는 표현의 명료성이라는 이름으로 질문의 표현을 측정한 바 있으

며, 경험적으로도 명료한 질문일수록 더 좋은 질문이라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질문은 학습 결과물의 하나로서 질문에 궁금증들이 분명하게 표현

될 때 그 가치가 더 높다고 평가될 수 있다. 

질문의 질 수 도출 과정. 질문의 질은 실험 1과 마찬가지로 

두 명의 전문가(박사과정 수료)에 의해 독립적으로 평정된 후 도출되었

다. 구체적으로는 학습 자료와 평가 기준을 숙지한 후, 블라인딩된 질문 

리스트를 평정하고, 개인별 질문의 질 점수가 도출되었다. 

  실험 1과 달리 3개의 평가 기준을 사용하였으며, 개인별로 각 질문의 

점수를 평균(average)내어 최종적인 질 점수를 도출하였다. 

(1) 학습자료 및 평가 기준 숙지. 

  질문 평정에 앞서 학생들에게 배부된 것과 동일한 학습 자료를 학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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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다. 질문이 도출된 과정에 대해 평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학습 자료의 주제인 생물학이나 고소라는 주제의 내용전문가는 아니었지

만, 학습 자료를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읽고 표면적인 내용은 물론 심층

적인 의미까지 이해하도록 안내되었다. 

  평정자들에게는 세 개의 기준과 설명이 제공되었다. 이와 함께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함께 제공하여 그 기준이 도출된 의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질문 평정. 

평정자들은 집단 구분 없이 무작위로 섞인 질문 리스트를 받고 독립된 

공간에서 평가를 진행 하였다. 실험 2에서는 1, 2, 3점 중에서 평가하도

록 변경하였다. 점수의 폭이 좁아 질문의 질을 적절히 변별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질문의 질을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살피고자 

한다면 더 큰 척도가 적절할 수 있지만, 실험 특성상 소수의 평가자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평가해야 하는 관계로 3점 척도로 설정하게 되었다. 

(3) 질문의 질 점수 도출. 

각 질문마다 세 개의 기준에서 매겨진 점수들이 질문 별로 평균 내어 

졌고, 다시 학생별로 질문 점수를 평균 내어 최종적인 질문의 질 점수가 

도출되었다. 평정 결과 최종적인 질문의 질 점수에서 두 명의 전문가간 

상관은 r=.89로 매우 높았다. 

질문의 내용 유형 분석. 질문의 질 평가 점수와 별개로 학생들

이 만들 질문을 유형에 따라 분석해보았다. Bloom 등(1956)과 Nielson 등

(2008)의 질문 분류법을 참고하여, 세 집단이 만들어낸 질문의 유형을 분

석해보았다. 유형 분류는 그 자체로 학생들의 질문의 질을 충분히 담아



- 67 -

내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양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

을 가진다. Bloom의 분류법은 지식(knowledge), 이해(comprehension), 응

용(application),  분석(analysis), 통합(synthesis), 평가(evaluation)의 6개로 

분류된다. 지식은 사실, 용어, 기초 개념과 해답과 같은 이미 학습된 자

료들의 기억이다. 이해는 조직, 비교 번역, 해석, 기술에 의한 사실과 아

이디어의 이해이다. 적용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 사용이

다. 분석은 동기나 원인을 일치시킴으로써 부분으로 정보를 나누고 시험

해보는 것이다. 종합은 요소들을 유형으로 연합시키거나 대안적인 해결

책을 고안해냄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편집하는 것이다. 마지막

으로 평가는 정보나 아이디어의 타당성이나 결과물의 질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질문에 맞춰진 분류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질문

들을 분류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6개의 유형 가운데 지식, 이

해, 응용에 속하면 낮은 수준의 질문(low order question)으로, 분석, 통

합, 평가에 속하면 높은 수준의 질문(higher order question)으로 간주한

다(Andrews, 1980; Gilbert & Dabbagh, 2005; Notar Wilson & 

Montgomery, 2005; Schrire, 2006). Bloom의 분류법을 참고한 연구들은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많

은 경우 지식수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Mitkov et al., 2003; Brown et 

al., 2005; Rus et al., 2007). 

 차  

  실험은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모니터 앞에 학습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실험실에서 진행되었다. 전체 실험 과정은 퀄트릭스(Qualtrics)로 짜

여 있었으며, 컴퓨터 자판을 통해 반응하도록 안내되었다. 

  모든 지시는 컴퓨터 화면에 큰 글씨로 전달되었고, 중요한 처치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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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두 번에 걸쳐 한 페이지씩 확인하고 클릭하거나, 다 읽은 후에 “진

행”이라는 글씨를 타이핑해야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설정하였다. 

  세 집단은 공통적으로 두 번에 걸쳐 동일한 학습 시간을 가졌다. 다

만, 반복학습 집단은 두 번째 학습에서 학습 자료를 다시 여러 번 읽도

록 지시 받았다. 글쓰기 집단은 두 번째 학습에서 앞서 학습한 자료에 

대해 주장하는 글쓰기를 하도록 하면서, “학습 자료를 읽으면서, 관련

된 내용의 주장하는 글쓰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의 분량은 A4 

반 페이지 정도입니다.”라는 지시를 받았다.

  쓰기 집단은 최소 185자에서 최  1287자를 썼고, 평균 797자

(SD=16.64) 다. 쓰기는 그 주제가 한지, 주장과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 으로 분석되었고, 모든 데이터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기  정보 수집

1 분

↓

배경지식과 흥미 측정

5 분

↓                       ↓                       ↓

      [일회 학습 집단]       [반복 학습 집단]         [ 쓰기 집단]  

B 주제 학습&질문

교재 18분 질문 5분

A 주제 학습&질문

교재 18분 질문 5분

A 주제 학습&질문

교재18분 질문 5분

↓                       ↓                       ↓

A 주제 학습&질문

교재 18분 질문 5분

A 주제 학습&질문

반복학습18분 질문 5분

A 주제 쓰기&질문

쓰기18분 질문 5분

그림 5 실험 2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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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  과

 

  학습의 깊이에 따른 처치는 집단 간 질문의 개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F(2, 78)=24.809, p<.001, η 2=0.389. 사후검정에 따르면 일회학습 

집단(5.32개)보다 반복학습 집단(10.58개, p<.001)과 글쓰기 집단(9.44개, 

p<.001)이 더 많은 질문을 했다. 그러나 반복학습 집단과 글쓰기 집단간

의 차이는 없었다(p=.336). 

한편 학습의 깊이에 따른 질문의 질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2, 78)=4.791, p<.05, η 2=0.109. 사후분석 결과, 질문의 

질은 일회학습 집단과 반복학습 집단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글쓰기 집단만 다른 두 집단보다 높은 수행을 보였다(p<.05). 

그림 8에서 보면, 집단 간 질문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원인’, ‘과정’, ‘결과’ 유형의 질문이 가장 많았다.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였고,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일회학습 집

단 43.6%, 반복학습 집단 44%, 글쓰기 집단 45.9%). 상대적으로 자료에 

국한되는 질문 유형인 ‘정의’, ‘사례’, ‘비교’는 일회학습 집단에

학습의 깊이 처치

일회학습(n=28) 반복학습(n=26) 글쓰기(n=27)

M SD M SD M SD

질문의 개수 5.32 2.42 10.58 3.14 9.44 3.12

질문의 질 5.65 1.13 5.81 1.24 6.63 1.37

표 2 실험 2 : 질문 개수와 질문의 질 수(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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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높은 비중(34%)을 차지하였고, 반복학습 집단(23.1%)과 글쓰기 

집단(15.6%)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의의’, ‘비판’, ‘응용’은 글쓰기 집단(38.5%)에서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순차적으로 반복학습 집단(32.8%)과 일회학습 집

단(22.4%)은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글쓰기 집단에서 자료와 

자신의 생각을 결합하여 던지는 질문을 더 많이 만들어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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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  의 

실험 2의 결과는 예상과 같이 학습의 깊이에 따라 질문의 개수와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질문의 질 측면에서 글쓰기 집단의 

수행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평가 예고와 학습 방식

과 더불어 학습의 깊이가 학습자 질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

음을 알게 해준다. 실험 1에서 확인한 요인 – 평가 예고와 학습 방식 – 
은 학습 이전에 교수자의 지시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내용이었다

면, 실험 2에서의 학습의 깊이는 주어진 학습 시간동안 학생들이 사용하

는 구체적인 학습 전략에 해당되는 것이다.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질문을 만들어보게 

하면, 한번 읽고 질문을 만들어볼 때보다 더 나은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다. 그리고 반복학습보다는 주어진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써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여기서의 글쓰기는 글의 분량이 많지 않더라도, 

핵심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주장을 만들며, 그 근거를 찾

아 정리하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글쓰기가 질문 만들기에 큰 효과를 보이는 다른 이유는 두 과제의 유

사성 때문이기도 하다. 질문하기와 글쓰기는 공통적으로 외부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되, 선행지식이나 견해를 인출하고 현재의 학습 내용을 결합

시켜 일련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Hofstein et al., 

2005). 특히 주장하는 글은 어떤 현상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주

장이 형성되고, 그 주장을 펼쳐나감에 있어 작은 질문들을 찾고 그에 대

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작성된다. 글쓰기를 하면서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다양한 질문들을 탐색하게 되어 글쓰기 이후의 질문하

기 활동은 좀 더 향상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본 

실험과는 반대로 질문하기를 훈련시켜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킨 연구도 



- 74 -

존재한다(Etemadzadeh, A, Seifi, S., & Far, H. R., 2013).

후속 실험을 통해서는 실험 2에서는 주장하는 글쓰기를 선택적으로 활

용하였지만, 다른 유형의 글쓰기 – 요약하는 글쓰기 – 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탐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험 2에서는 반 페이지 

정도의 짧은 글을 쓰도록 하였으나, 분량을 늘려 여러 페이지의 글을 쓰

게 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탐색해볼 수 있다. 

실험 1과 2에서는 질문이 평가됨을 예고하는 가운데 학습 방식과 학습 

깊이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키고, 그에 따른 학습자 질문의 양상을 탐색하

였다. 실험 결과 질문 평가를 예고하는 것은 학습자 질문 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학습 방식이나 깊이에 따라서도 학습자 질문의 양이나 질이 달

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볼 때 단순히 이해도를 평가하

기보다는, 질문을 평가로 포함시켜 보는 것이 학생들의 질문 향상에 도

움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탐색적 질문을 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질문이 평가되도록 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교재를 읽으면서 좀 더 능동적

으로 학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번 읽거나 

여러 번 읽으며 그 내용을 이해하려 하기 보다는 글쓰기를 통해 자기 나

름대로의 방식대로 학습 자료를 재구성해보는 시도가 질문의 질을 높이

는데 도움이 된다. 

실험 1과 2의 결과는 분명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분야와 난이도의 학

습 자료를 바탕으로 실험을 확장해볼 필요성은 남아 있다. 본 실험에서

는 생물학과 법학 두 전공의 소주제들을 선택하였지만, 그 내용은 완전

히 생소한 것이라기보다는 게놈 프로젝트나 고소와 같이 일상적으로 접

할 수 있는 내용에 가까웠다. 따라서 수학이나 기초 물리와 같은 영역에

서도 학생들의 자습과 질문하기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와 같

은 부분들은 추가적인 탐색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가 20세에서 21세 정도로 어린 편이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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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전공 진입 이후 좀 더 많은 지식과 흥미가 갖춰진 상태에서 수업 내

용을 학습할 때 다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

다. 대학 수업 가운데서도 특정한 수업을 이수한 후에야 들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수업들이 있는데, 그런 수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직 배

우지 않은 자료에 대해 학습한 후 질문을 해보도록 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학생들의 선행지식 및 흥미 수준이 높고, 학습 자료의 난이도 또한 

높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질문 양상을 탐색해보는 것이다.  

실험 상황에서는 일회성으로 학습과 질문 만들기가 진행되므로, 질문

이 평가됨을 예고하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의 질문 수행을 성공적으로 변

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실험에서의 결과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질문 평가 절차가 마

련되어야만 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새로운 생각과 탐색을 유도하는 질

문들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고, 다른 학생들의 질문을 접해본 경험 또한 

많지 않다. 따라서 무작정 질문을 하도록 요청하기만 한다고 해서 질문

을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질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필요

로 하며, 이는 ‘좋은 질문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질문 평가 문제

로 다시 귀결된다. 실제로 중고등학생(송지언, 2014)과 대학생(장상호, 

2004)을 대상으로 질문을 장려하고 만들어진 질문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

행한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질문 평가의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연

구에서 수집된 학생들과 교수자의 긍정적인 반응들은 질문 중심 수업이 

능동적인 배움을 가능케 하고, 배우는 내용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는 등 

매우 효과적인 학습 방법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는데, 학생들은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교수자 역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고 어떤 기준으로 질문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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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종합적

으로 학생들과 교수자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질문 가이드라인이 필요

하고, 이러한 요구는 적절한 기준을 가진 질문 평가를 시행할 때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뒷부분에서는 질문 평가를 중심으

로, 질문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 방법이 학생들이 질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평가 이후 

학생들의 질문이 향상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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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탐색적 질문에 대한 동료 평가 

제 1 절 실험 3A : 동료평가를 이용한 분석적 평가

 

실험 3A에서는 동료평가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질문을 평가하도록 할 

때, 과연 학생들간 평가결과가 얼마나 높은 일치도를 보일 것인지에 대

해 확인하고자 한다.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는 학생들간에 서로 비슷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좋은 평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마다 점수

를 매기는 평균적인 점수대는 차이를 보일 수 있겠지만, 각 질문들에 대

해 높거나 낮게 평가하는 정도가 서로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 이에 실험 

3A에서는 총체적 평가 방법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많은 과제들의 평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총체적 평가 방법으

로서 마땅한 기준이 없거나 애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과제의 전반

적인 인상에 근거하여 하나의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다. 질문에 이 평가 

방법을 적용해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에 대해 ‘얼마나 좋은 질문인

가’를 하나의 점수로 평가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흔히 수업에서 학생들

이 던진 질문들에 대해 교수자가 ‘좋은 질문입니다’라고 평가하는 것

과 유사하다. 총체적 평가 방법은 다소 애매하더라도 빠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적인 과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많

이 사용된다고 해서 이것이 가장 적절하거나 효과적인 평가방법은 아니

다. 현실적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들을 모두 평가해야 하므

로, 빠르고 쉬운 총체적 평가를 하게 될 뿐이다.

총체적 평가 방법 외에 질문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기준

을 제공하고 각 기준에 대해 점수를 매기도록 하는 분석적 평가 방법이

다. 이 방법은 여러 기준을 제공하고,‘각 기준을 고려했을 때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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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인가?’를 기준별로 다른 점수로 매기도록 한다. 본 실험에서

는 서론에서 논의한 질문 평가의 세 기준, 질문이 도출된 과정, 형식적 

표현, 가능한 대답을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기억하기 쉽도록 만

들어 동료평가에 적용하였다. 각각 깊이(depth), 명료성(clarity), 생산성

(fruitfulness)으로 명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표 3). 

깊이는 학습 자료로부터 질문자가 얼마나 깊은 사고를 동원했는지에 

대한 것이며, 명료성은 질문의 출처와 궁금한 내용을 누가 보더라도 이

해하기 쉽게 명료하게 구성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성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생산적인 탐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지를 의미한

다. 명칭을 통해서는 질문이 가져야 할 좋은 속성을 표현하고, 설명을 

통해서는 질문을 만들고 표현하는 처리과정을 떠올려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동료평가를 통해 학습자 질문을 평가하도록 하되, 위에서 제안한 세 

기준으로 분석적 평가를 시행하고자 할 때 그 평가의 적절성에 대해 따

져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평가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그 

가치가 매겨진다. 먼저 신뢰도는 측정하려는 것을 얼마나 안정되고 일관

되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것이며,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명칭 설명 

깊이

(depth)
학습 자료로부터 질문자가 얼마나 깊은 사고를 동원하여 질문을 만들었는지

명료성

(clarity)
질문의 출처와 궁 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게 구성했는지

생산성

(fruitfulness)
질문에 한 답을 생각해볼 때, 생산 인 탐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지

표 3 본 연구에서 제안된 분석  평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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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히 측정하였는지 그 검사도구 목적의 적합성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일반적으로 재검사 신뢰도나 동형검사 신뢰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 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동료평가의 경우 여러 평가자들 간의 

평가가 얼마나 서로 일관되는지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신뢰도를 측

정하곤 한다. 측정의 신뢰도는 심리적인 속성에 대한 평가에서의 일관성

으로 간주되어 오다가(Anastasi, 1982), Mcgraw와 Wong(1996) 이후 측정

치들 간의 상대적 위치가 유지되는 정도인 일관성(consistency)과 함께, 

측정치들 간의 절대적 위치가 일치하는 정도인 일치도(agreement)의 개

념을 포함시켜 논의되고 있다. 

측정의 신뢰도를 도출하는 방법들 가운데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는 다수의 평가자들이 대상들을 평가한 결과

에 대해 일관성과 일치도를 평가하게 해준다. 다수의 평가자들에 의해 

측정된 결과에서 진점수가 차지하는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

(ANOVA) 모형을 적용하였다. 아직은 신뢰도 지표로서, 1945년 Guttman

이 최초로 제시한 크론바 알파값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Cronbach, 

1951), 급내상관계수는 그 사용과 해석이 제한적이다. 

ICC는 동일한 집단(급, 유목 등의 용어: class) 내의 측정치들 간의 상

관을 의미한다(McGraw & Wong, 1996). ICC내에는 다양한 유형이 포함

되어 있는데, 연구의 특징에 따라 정확한 모형을 선택하여, 그 결과값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산식과 계산된 값이 동일하다고 해도 가정하

고 있는 모형이 다를 때에는 그 모형에 맞는 해석이 내려져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학생들에게 동료평가를 하도록 한 결과가 학생들간에 

서로 일관된 패턴으로 보고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ICC의 유형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

석단위, 둘째, 평가자의 추출방식, 셋째, 측정치들 간의 관계이다. 먼저 

분석단위는 그것이 평가자 개인의 반응으로 최종적인 값을 도출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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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수인지, 다수의 평가자의 반응을 평균 내어서 최종 값을 도출하는 

평균점수인지에 달려있다. 동료평가에서 최종적인 점수는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평균 내어 도출하기 때문에 평균점수에 해당된다. 둘째로 평가자 

추출은 특정한 모집단 안에서 k명의 평가자들을 무선적으로 추출하였다

는 암묵적 가정으로 일반화가 목적인 경우에는 무선 효과, 특정한 평가

자 k명을 고정적으로 선정하여 그들이 평가하는 경우에는 혼합 효과가 

적용된다. 동료평가는 해당 학급에서 일부 학생들을 임의로 추출하여 평

가자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선 효과에 해당된다. 셋째로 측정치들 

간의 관계는 상대적인 일관성을 구하고자 하는지, 절대적인 일치도를 구

하고자 하는지에 달려있다. ICC에 대한 초기의 논의(Shrout & Fleiss, 

1979)는 평가자가 무선효과인 경우 일치도로, 평가자가 혼합효과인 경우 

일관성으로 간주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McGraw & Wong(1996)은 분모에 

평가자간 분산을 오차분산으로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평가자가 무선효과인 경우에도 일관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들은 평가자들이 동일한 대상에 부

여한 평가 점수들의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평가 점수들이 개

인 간 상대 서열을 유지하면 일관성이 있으므로 평가자-세로열의 분산을 

오차분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통해 무선효과인 경우의 일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동료평가의 결과는 학생들마다 점수를 주는 기본 

구간과 경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일치도가 아닌 상대적인 일치

도를 토대로 분석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본 실험에서 사용될 ICC는 분석단위는 평균

점수이며, 평가자 추출방식은 무선 효과이고, 측정치들 간의 관계는 일

관성에 해당된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분석하게 되면, 각 질문

에 대한 학생들 간의 평가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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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간의 ICC 결과값을 비교하는 통계적인 방법은 따로 알려진 바가 

없고, 각 결과값을 이론적 경험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수치에 

따라 그 신뢰구간을 참고하여 해석할 뿐이다. 본 실험에서는 여러 연구

자들에 의해 활용된 Cicchetti(1994)의 ICC의 해석 기준을 토대로 신뢰구

간을 해석하고자 한다. Cicchetti에 따르면, ICC의 값이 0.4보다 낮으면 

신뢰도가 낮은 것(poor)이고, 0.4부터 0.59사이에 머무른다면 보통(fair)이

다. 그리고 0.6에서 0.74미만이라면 신뢰도가 높은 것(good)이고, 0.74부

터 1사이라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excellent)이라 해석될 수 있다. 평

가자 집단이 바뀔 경우 평가자들이 가진 개인적인 오차가 다시 반영되어

야 하므로 해석이 어렵고, 동일한 평가자 집단이 서로 다른 평가 방법을 

사용했을 때 도출되는 결과값들은 비교해볼 여지가 있다. 

1. 방 법

실험 참가자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서 심리학 수업을 듣는 27명의 학부생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중 남성이 15명, 여성이 12명이었으며 평균 20.7세

(SD=1.1)였다. 학생들은 선호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컴퓨터가 설치된 실험

실에 방문하여 약 30분에 걸쳐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을 완료한 학생

들은 참가 점수를 인정받았다. 

실험 설계

본 실험은 참가자내 설계로 총체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를 적용했을 때  

학생들간의 평가가 얼마나 일관되게 도출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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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도구

  학습 자료.  실험 3A에서 사용한 학습 자료의 주제는 게놈 프로젝트

였으며, 실험 1과 2에서 사용한 학습 자료와 동일하다. 

질문 리스트.  질문 평가를 위해 학생들이 평가할 학습자 질문 리스트

가 만들어졌다. 실험 1과 2에서 수집된 학생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하였

으며, 이는 통제된 시간 동안 동일한 자료(게놈 프로젝트와 고소)를 읽고 

만들어낸 질문들이었다. 질문을 여러 주제에 대해 300개 이상씩 수집한 

이후, 연구에서 사용될 최종 질문들을 선별하였다. 질문을 선별한 기준

은 Nielson 등(2008)의 분류법을 참고하였고 본 실험에서 활용하기 위해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와 같다(표 4) 

각 요소별로 길이가 짧거나 긴 것을 2개씩 골라내었다. 그리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어미는 모두 ‘-한가?’ 로 맞추었다. 최

종적으로 선별한 질문은 주제당 20개 였다.

유형 구체 인 설명

정의 A가 무엇이냐?

사례 A의 사례는 무엇이냐?

비교/ 조 A와 B는 어떻게 다른가?

원인 왜 그런가?

과정 어떻게 그 게 되었는가?

결과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의의 무슨 의미가 있는가?

비 이런 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상하다

응용 실제로 이 게 용해볼 수 있지 않은가? 

표 4 실험 3 : 질문 평가 리스트 선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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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실험은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모니터 앞에 학습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실험실에서 진행되었다. 전체 실험 과정은 퀄트릭스(qualtrics)로 짜

여 있었으며, 컴퓨터 자판을 통해 반응하도록 안내되었다. 

  모든 지시는 컴퓨터 화면에 큰 글씨로 전달되었고, 중요한 처치의 경

우 두 번에 걸쳐 한 페이지씩 확인하고 클릭하거나, 다 읽은 후에 “진

행”이라는 글씨를 타이핑해야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설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기입하고 배경지식과 흥미를 측정한 후 별다른 

기  정보 수집

1분

↓

배경지식과 흥미 측정

5분

↓            

학습  총체  평가

3분

↓

학습

12분

↓

학습 후 총체  평가

3분

↓

학습 후 분석  평가

6분

그림 9 실험 3A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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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없이 두 주제 각각 20개씩, 총 40개의 질문들을 7점 척도로 평가

(학습 전 총체적 평가)하게 하였다. 평가가 완료되면 한 주제에 대해 12

분 동안 학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에 평가했던 40개의 

질문을 5개의 filler와 함께 7점 척도로 평가(학습 후 총체적 평가)하였다. 

순서는 재조정 되었으며, 45개 중 20개의 질문은 학습한 자료와 관련된 

질문이었다. 마지막으로 학습한 자료와 관련된 20개의 질문을 세 기준에 

따라 각 7점 만점으로 평가(학습 후 분석적 평가)하도록 하였다. 학생들

에게는 각 명칭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시킨 후 평가에 임하도록 하였다. 

2. 결 과 및 논 의 

  연구 결과, 학습 후에 분석적 평가 기준을 사용했을 때, ICC의 결과값

과 신뢰구간에서 가장 높은 값이 보고되었다(표 5). 

학습 전

총체적 평가

학습 후

총체적 평가 분석적 평가

ICC 

[95% C.I.]

0.639 

[0.365, 0.832]

0.698

[0.469, 0.859]

0.785

[0.622, 0.900]

표 5 실험 3A : ICC 결과값(분석  평가 vs. 총체  평가)

  Cicchetti(1994)의 ICC의 해석 기준에 따르면 ICC의 값이 0.4보다 낮으

면 신뢰도가 낮은 것(poor)이고, 0.4부터 0.59사이에 머무른다면 보통

(fair)이다. 그리고 0.6에서 0.74미만이라면 신뢰도가 높은 것(good)이고, 

0.74부터 1사이라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excellent)이라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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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전에는 0.639 정도의 비교적 안정적인 값이 보고되기는 하였으

나, 95% 수준의 신뢰구간의 하한 값이 0.365, 상한값이 0.832로 매우 넓

은 구간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 후에는 0.698로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으며, 95% 수준의 신뢰구간은 하한 값이 0.469, 상한값

이 0.859였다. 한편 분석적 평가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의 ICC는 0.785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95% 수준의 신뢰구간의 하한 값은 0.622, 상한 

값은 0.900이었다. 신뢰구간의 하한 상한 값 모두 높은 수준의 구간에 

걸쳐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 결과를 통해 학습 후 분석적 평가를 할 때 가장 높은 일치도가 

관찰되었다. 점추정 값뿐만 아니라 신뢰구간을 살펴보아도 다른 방법보

다 더 높고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실험 3A의 결과를 통해 분석적 평가의 일치도를 강하게 주장

하기는 어렵다. 크게 세 가지 이유로 그러한데, 첫째로 해당 학습 자료

에만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고, 둘째로 분석적 평가가 가장 마지막에 이

루어진 평가였으므로 만들어진 우연적인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 

평가에서 해당 질문을 여러 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생각

해볼 시간이 있었고, 그 결과 더 일관성 있는 평가로 이어졌을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분석적 평가 기준으로 각각 평가를 했기 때문

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 기준이 제시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학생 스스로 다른 학생들의 과제를 평가해본 경험도 많

지 않을뿐더러, 질문에 대한 평가는 어떤 기준이 사용될 수 있는지 떠올

리기 어려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학생들간의 평가 일치도를 

높이는데 기여했을 수 있다. 만약 평가기준을 제시하되 총체적 평가를 

하도록 했을 때 높은 일치도가 확보된다면,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분

석적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상의 세 가지 해석 가능성을 후속 실험(실험 3B, 3C, 3D)을 통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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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씩 검증해 보았으며, 각 조건들에서도 학습 후의 분석적 평가에서 높

은 일치도가 관찰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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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3B : 학습 주제 변경

실험 3B는 실험 3A에서의 결과가 학습 자료의 특성과 관계없이 보고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분석적 평가에서 보고된 

높은 신뢰도가 단일한 학습 자료에만 국한되는 결과가 아님을 확인하고

자 하였다. 

1. 방 법

실험 참가자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서 심리학 수업을 듣는 36명의 학부생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중 남성이 23명, 여성이 13명이었으며 평균 20.6세

(SD=1.5)였다. 

실험 설계

실험 3A와 마찬가지로 참여자내 설계로 구성하였다.

 

재료  도구

학습 자료가 ‘고소’라는 점 외에 실험 3A와 재료 및 도구는 동일하다.

 차 

모든 절차는 실험 3A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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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 과 및 논 의 

실험 3B는 실험 3A의 결과가 학습 자료를 바꾼 상태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이 분석적 평가에서 가장 높고 안정적인 ICC 값이 도출되었다(표 6). 

표집 집단 혹은 학습 자료에 따라 전체적인 기저치(baseline)는 차이를 

보이나, 세 평가간의 ICC 결과값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하기 전에는 0.624 정도의 높은 신뢰도가 보

고되기는 하였으나, 95% 수준의 신뢰구간의 하한 값이 0.343, 상한값이 

0.825였다. 학습한 자료를 총체적 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했을 때

의 ICC는 0.766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ICC값이 관찰되었다. 95% 수준의 

신뢰구간은 하한 값이 0.585, 상한값이 0.893이었다. 한편 분석적 평가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의 ICC는 0.922로 총체적 평가와 비교할 때 훨씬 높

은 수준이었으며, 95% 수준의 신뢰구간의 하한 값은 0.864, 상한 값 

0.964이었다.   

학습 전

총체적 평가

학습 후

총체적 평가 분석적 평가

ICC 

[95% C.I.]

0.624 

[0.343, 0.825]

0.766

[0.585, 0.893]

0.922

[0.864, 0.964]

표 6 실험 3B : ICC 결과값(분석  평가 vs. 총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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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3B의 결과는 동료평가에서 분석적 평가 방법이 총체적 평가 방법

에 비해 높은 일치도가 특정 학습 자료에서만 관찰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게 한다. 반복적으로 보고된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 전 후에 반복된 

총체적 평가는 조금씩 상향 조정되었으며, 분석적 평가기준을 사용해서 

평가하도록 했을 때 학생들간의 일치도가 대폭 상승하였다. 후속 실험을 

통해 다른 가능성들이 더 확인되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적어도 두 번의 

서로 다른 평가에 있어서 일관된 패턴이 보고된 점은 실험 3A에서 관찰

된 결과가 우연적인 것만은 아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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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험 3C : 평가 순서 변경

  실험 3C는 실험 3A에서 각 평가 방법의 순서와 관련된 다른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즉, 분석적 평가 방법이 여러 평가 방법

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시행되었기 때문은 아닌지에 대한 직접적인 확

인하고자 하였다. 

1. 방 법 

실험 참가자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서 심리학 수업을 듣는 26명의 학부생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남성이 14명, 여성이 12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약 

21.0세(SD=1.6)였다.  

실험 설계

  실험 3A와 마찬가지로 참가자내 설계로 구성되었다. 

재료  도구

  실험 3A와 모든 재료와 도구가 동일하다.

 

 차

  총체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은 동일하나 두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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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친 학습 후의 평가 순서를 다르게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보았다. 실험 

3A와 마찬가지로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기입하고 배경지식과 흥미를 측

정한 후 별다른 학습 없이 두 주제 각각 20개씩, 총 40개의 질문들을 7

점 척도로 평가(학습 전 총체적 평가)하게 하였다. 평가가 완료되면 한 

주제에 대해 12분 동안 학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서 20개의 학습한 

자료와 관한 20개의 질문을 세 기준에 따라 각 7점 만점으로 평가(학습 

후 분석적 평가)하게 하였다. 그 후 처음에 평가했던 40개의 질문을 5개

의 filler와 함께 7점 척도로 평가(학습 후 총체적 평가)하였다. 역시 순서

는 재조정되었다. 실험 3A와 달라진 유일한 점은 학습 후의 분석적 평가

와 총체적 평가의 순서이다. 

기  정보 수집

1분

↓

배경지식과 흥미 측정

5분

↓            

학습  총체  평가

3분

↓

학습

12분

↓

학습 후 분석  평가

6분

↓

학습 후 총체  평가

3분

그림 10 실험 3C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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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 과 및 논 의 

  실험 3C에서는 분석적 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이후 총체적 평가를 실

시하여 3A의 결과가 여러 번의 평가로 인해 분석적 평가에서 높은 일치

도가 확보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 전 총체적 평가 결과에서는 0.674 정도의 비교

적 높은 일치도가 보고되었으나, 95% 수준의 신뢰구간의 하한 값이 

0.428, 상한값이 0.848이었다. 학습한 이후 총체적 평가의 방법으로 평가

하도록 했을 때의 ICC는 0.748로 높은 수준의 값이 관찰되었으며, 95% 

수준의 신뢰구간은 하한 값이 0.558, 상한값이 0.883이었다. 한편 분석적 

평가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의 ICC는 0.808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95% 수준의 신뢰구간의 하한 값은 0.663, 상한 값 0.911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 3A의 결과와 거의 동일한 패턴이다. 즉, 

학습 전 총체적 평가보다는 학습 후 총체적 평가가, 그리고 학습 후 총

체적 평가보다는 학습 후 분석적 평가가 더 높은 일치도를 보인다는 것

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학습 직후 바로 분석적 평가를 하게 하더라도 

학습 전

총체적 평가

학습 후

총체적 평가 분석적 평가

ICC 

[95% C.I.]

0.674

[0.428, 0.848]

0.748

[0.558, 0.883]

0.808

[0.663, 0.911]

표 7 실험 3C : ICC 결과값(분석  평가 vs. 총체  평가)



- 93 -

다른 두 개의 평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볼 때, 실험 

3A에서 단순히 평가를 반복했기 때문에 분석적 평가에서 높은 일치도가 

보고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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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실험 3D : 평가기준 제시와 총체적 평가

실험 3D는 실험 3A에서의 결과가 단지 제시된 평가 기준을 통해 상대

적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었기 때문만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다. 동일하게 평가 기준을 제시하되 한 집단은 분석적 평가기준대로 나

누어 평가하게 하고, 다른 한 집단은 총체적 평가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만약 두 집단의 평가 결과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분석적 평가 자체

가 효과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 방 법 

실험 참가자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서 심리학 수업을 듣는 32명의 학부생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남성이 15명, 여성이 17명이었으며, 평균 21.2세

(SD=1.3)였다. 

실험 설계

본 실험은 실험 3A와 동일하게 참가자내 설계로 구성되었다. 3A에서 

마지막에 이루어진 분석적 평가의 높은 ICC값이 단순히 평가 기준을 제

시하는 것만으로도 도출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재료  도구 

모든 재료 및 도구는 실험 3A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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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마지막 분석적 평가 시행을 제외하고는 실험 3A와 모든 절차가 동일

하다. 분석적 평가 방법에서 그 기준만 추출하여 설명해 준 후, 이를 참

고하여 하나의 점수로 채점하도록 하였다. 즉, 세 개의 평가 기준을 참

고하면서 하나의 평가 점수를 7점 만점으로 매기도록 한 것이다. 

기  정보 수집

1분

↓

배경지식과 흥미 측정

5분

↓            

학습  총체  평가

3분

↓

학습

12분

↓

학습 후 총체  평가

6분

↓

분석  평가 기  + 총체  평가

3분

그림 11 실험 3D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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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 과 및 논 의

  실험 3D에서는 3A와 비교하여 마지막에 이루어진 평가에서 분석적 평

가의 설명과 기준을 제시하되 각 질문에 대해 하나의 점수를 매기도록 

했을 때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높

은 일치도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지, 아니면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기준대로 독립적인 평가를 하도록 할 때  높은 신뢰도가 확보되는 지

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실험 3D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 전에는 0.639 정도의 높은 일치도가 

보고되었으나, 95% 수준의 신뢰구간의 하한 값이 0.368, 상한값이 0.832

였다. 학습한 이후의 총체적 평가의 ICC는 0.613으로 높은 수준이라 해

석된다. 그리고 이때 95% 수준의 신뢰구간은 하한 값이 0.323, 상한값이 

0.820이었다. 

  

  한편 분석적 평가 기준을 알려주되 총체적 평가를 하도록 할 때, 즉 

세 개의 서로 다른 기준을 설명하고 하나의 점수로 통합하여 채점하도록 

했을 때의 ICC는 0.622였으며, 95% 수준의 신뢰구간의 하한 값은 0.663, 

상한 값 0.911이었다.    

학습 전

총체적 평가

학습 후

총체적 평가
평가기준 안내

& 총체적 평가

ICC 

[95% C.I.]

0.639

[0.368, 0.832]

0.613

[0.323, 0.820]

0.622

[0.337, 0.824]

표 8 실험 3D : ICC 결과값(분석  평가 vs. 총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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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으로 분석적 평가 기준을 알려주되 하나의 점수로 평가하도록 

했을 때는 일치도가 아주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을 뿐이었다. 

  실험 3D의 결과는 3A에서의 결과가 단순히 세 개의 기준을 제공하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준다. 다

른 학생들이 만든 질문을 평가함에 있어서 서로 세 개의 기준을 고려한 

후 이를 하나의 점수로 통합하는 것은 어려운 인지 과정을 필요로 한다. 

만약 어떤 질문이 세 기준 모두에서 비슷한 정도의 질(quality)을 가진다

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질문은 세 기준 중 어느 기준에서 높은 점수

를, 또 다른 기준에서는 낮은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머

릿속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어떻게 통합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어 

오류 혹은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세 점수를 동일한 정도

로 반영하여 세 점수의 평균을 도출하고자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어느 

한쪽 기준에 기대어 점수를 매기게 된다. 따라서 평가 기준을 알게 하는 

것에 더불어 각 기준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는 분석적 평가 

방법이 학생들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결과적으로도 전체 평가의 일치

를 높일 수 있게 된다. 

 



- 98 -

실험 3 전체에 걸쳐 학습 후 분석적 평가 방법을 사용했을 때 학생들

간 평가의 일치도가 높고 안정적임을 확인하였다. 서로 다른 난이도의 

두 주제에 대해서 일관된 패턴이 보고되었고, 평가 방법의 순서를 바꾸

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분석적 평가방법에서 평가기준을 제

시해주는 것 이상으로 독립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 결과의 일치도

를 높이는데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전체 평가 과정에서 (1) 학습 전 총체적 평가의 평균 점수, (2) 학습 후 

총체적 평가의 평균 점수, (3) 학습 후 분석적 평가 가운데 깊이(depth)의 

평균 점수, (4) 학습 후 분석적 평가 가운데 명료성(clearity), (5) 학습 후 

분석적 평가 가운데 생산성(fruitfulness)의 평가 등 5개의 점수가 만들어

졌다. 각 평가 시점과 방법에 따른 차이나 관련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

여, 실험 3A에서 20개의 평가 문항에 대해 매겨진 각각의 점수들간의 상

관계수를 도출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학습 전 후의 총체적 평가의 평균점수(1-2)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r=0.826(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완

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학습 전후의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게 보고된

다는 결과는 총체적 평가는 학습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둘째, 분석적 평가 기준별 평균점수와 총체적 평가의 평균점수

(2-3, 2-4, 2-5)간 상관을 도출해본 결과, 총체적 평가의 점수와 생산성 

점수(2-5)간 상관만이 r=0.729(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보

고되었다. 앞선 결과와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총체적 평가는 질문의 

생산성에 높은 가중치를 두고 평가하게 되므로 굳이 학습을 하지 않더라

도 비슷한 평가 결과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분석적 평가 

방법의 세 평가 기준(3-4-5)에 의해 매겨진 평균 점수들 간의 상관관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분석적 평가 방법에서 도입한 기

준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들임을 알 수 있게 해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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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평가와 높은 상관을 보인 생산성 이외에도 깊이나 명료성이 질문

을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관 분석 결과는 분석적 평가 방법이 깊이와 명료성 측면에서 총체적 

평가와 크게 구분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두 측면은 크게 

고려된 적이 없지만, 학습과 질문 활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라 기대된다. 먼저 깊이라는 기준은 질문을 만들어내기까지 학생이 학습 

내용으로부터 얼마나 깊이 있게 사고를 발전 시켰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깊이 없이 생산성만이 강조될 경우, 학습 내용 중 표면적인 키워드에만 

초점을 맞추어 질문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명료성의 

기준은 질문이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미래의 자신 혹은 다른 

대상에게 답을 구하는 행위이므로 명확하게 전달될 때, 원하는 답을 얻

을 수 있을 확률 또한 높아지도록 해준다. 깊이와 생산성이 높은 질문이

라 할지라도 명료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질문자의 의도나 질문의 의미

가 전달되지 않아, 질문자에게나 질문을 듣는 사람들에게 좋은 질문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생산성에 큰 비중을 두는 총체적 평

가 방법을 사용하여 빠르게 끝내려 하기 보다는, 서로 다른 필요성을 가

지는 세 개의 기준을 사용하여 분석적 평가를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더 깊이 있게 사고하여 좋은 질문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만들어낸 질문을 

토대로 이후의 확장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좋다고 평가한 질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

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게놈 프로젝트의 20개 질문을 분석한 결과 

20개 질문 리스트의 글자 수가 평균 51 글자(SD=26.1)였던 것에 비해 상

위 4개의 질문 글자 수는 평균 76.5 글자(SD=41.7) 이었다. 질문의 글자 

수와 평가 점수 간 상관계수 r=0.67(p<.05)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글자 수가 많다고 해서 항상 좋은 질문인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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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글자 수가 많아질 수 있고, 그런 질문이 좋

은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실험 3의 결과는 분석적 평가 방법으로 동료평가를 하도록 했을 때 평

가 결과들 간에 높은 일치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 외에도, 실

제 수업에 활용했을 때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진단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는 이점을 가진다. 학생들이 만든 질문에 대한 피드백은 구체적일수록 

좋은데(Kernan & Lord, 1989), 이러한 점에서 전반적인 인상에 근거한 

평가 결과보다는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적 평가가 학생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만약 다른 두 기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료함

의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표현할 때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만든 질문들

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명료성이 뛰어난 질문들을 보게 된다면, 이를 기

준으로 자신의 질문 형태를 보완해나갈 수 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함으

질문1

shot-gun sequencing 방식은 의 유 자 연구 방법보다 연구비용과 노동

력을 일 수 있다고 했는데, 먼  DNA를 잘라 모두 읽어내고 컴퓨터에 입

력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과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질문2
우리가 유 학 으로 다른 생물들과 직 인 차이가 없다면, 무엇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가?  

질문3 게놈 로젝트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질문4

왜 유 자의 순서를 지정하는 부분이 엑손 부분보다 약 99배나 더 많이 필

요한가? 단백질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따라 생물

체(인체)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가?  

표 9 실험 3 : 높은 평가 수를 받은 학습자 질문 사례(상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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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학생들은 좋은 질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예와 함께 이

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분석적 평가는 총체적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 부담이 크다는 단

점이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장점을 가진다. 무엇보다 분석적 평

가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가진다(Spandel & Stiggins, 

1990; Gearhart & Wolf, 1994; Gearhart, Wolf, Burkey & Whittaker, 

1994; Wolf & Gearhart, 1993). 이는 분석적 평가가 서로 다른 측면들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기계적으로 수렴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과제는 보통 독립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여

러 측면들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부 측

면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총체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각 측면들

에 대한 평가가 머릿속에서 혼재될 수 있다. 특히 각 측면의 수준 간에 

서로 차이가 날 때, 이를 하나의 점수로 통합하는 과정이 복잡해 질 수 

있다. 예컨대 글쓰기에서 주장의 참신함과, 주장-근거의 논리성, 표현의 

명료성, 연결의 유창성 등이 평가의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해보자. 

A라는 글이 매우 참신하지만 논리가 떨어지고, B라는 글은 표현은 명료

하나 단락간의 연결은 유창하지 않을 경우 평가자는 A와 B 두 글에 대

해 어떤 점수를 주어야 할지 혼란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

한 혼란감은 부적절한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서로 일치

하는 평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총체적 평가 방법보다는 분석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분석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면, 평가 결과 구체적

인 진단 정보를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피드백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

도 있다. 학생들은 평가 결과 세분화된 기준에 대해 매겨진 점수를 확인

하고, 질문을 만들 때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할지 쉽게 이해할 수 있

다. 이상의 이유로 연구자들은 여건만 갖춰진다면 분석적 평가를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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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동료평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평가부담이 다수의 학생에게 

분산된 상태이므로 주로 두세 가지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분석적 평가

를 하도록 하고 있다(예 : Cho & Schunn, 2003, 2007).

탐색적 질문에 대한 동료평가에서 세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를 해보도

록 하면 질문을 평가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질문 평가로 인해 여러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에 실험 4에서는 여

러 효과들 가운데,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세 개의 기준으로 질문을 평가

해보도록 할 때, 그것이 이후 질문의 개수나 질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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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실험 4A : 질문에 대한 동료평가의 영향

실험 3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들의 질문을 분석적 평가 기준으

로 평가해보도록 했을 때, 학생들 간의 평가 결과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학생들의 동료 평가 경험이 이후 학생들의 

질문 만들기를 향상시켜 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실험 4A가 진행되었다. 

수업에서 질문 만들기 활동을 포함시킨다면, 질문만 만들어보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학생들의 질문을 평가해보도록 할 때 학생들의 질문이 더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학생들이 지금까지의 교육 과정에서 탐색적 

질문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 어떤 방식으로 의문을 가

지고 생각을 발전시켜야 나갈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

다. 학생들은 주어진 학습 자료의 구조와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해

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

라도 질문을 쉽게 만들어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만약 질문 평가 과

정을 통해 다양한 질문 사례들을 관찰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각 질문에 

점수를 매겨보면서 질문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특성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더 향상된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

하였다. 더욱이 동일한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나와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만들어낸 질문들을 평가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질문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질문이 도출되었고 어떤 대답

이 가능할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과정은 주어진 학습 자료를 되뇌어보고 

자신의 학습 상태를 재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질문에 대한 동료평가는 학생들의 질문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실험에서는 질문 만들기와 

평가를 동시에 하도록 할 때 질문 수행이 더 향상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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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상은 자기가 직접 질문을 만들고 난 후 바로 다른 질문을 평가

하게 되면 자신이 질문을 만들면서 했던 생각들과 다른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더 큰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질문이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오히려 다른 질문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자기 질문이나 생각

과 유사한 내용들에만 선택적인 주의를 기울일 가능성 또한 있다. 하지

만 질문 만들기와 평가가 각각 학생들의 질문 수행에 도움을 준다면, 함

께 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험 4A는 질문 만들기를 하는 것보다는 질

문 평가를 해보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질문 평가만 하는 것보다는 질문

을 만들고 나서 다른 학생들의 질문을 평가해보도록 하는 것이 후속 질

문 수행이 더 향상되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였다. 

1. 방  법

실험 참가자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서 심리학 수업을 듣는 84명의 학부생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학생들은 선호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컴퓨터가 설치

된 실험실에 방문하였다. 세 집단 가운데 한 집단에 무선배정 되어 약 1

시간에 걸쳐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을 완료한 학생들은 참가 점수를 

인정받았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만 21.56세(SD=0.86)였으며, 이 중 남성이 46명, 

여성이 38명이었다. 집단별로는 질문 만들기 집단 28명, 질문 평가 집단 

29명, 질문 만들기 후 평가 집단 27명이었다. 집단 간 연령이나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상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과 흥미는 질문 만들기 수행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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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주요한 변인이다. 이에 실험에서 사용하고 있

는 학습 자료에 대해 배경지식과 흥미를 측정한 결과, 배경지식, 흥미 

모두에서 유의미한 집단 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실험 설계  

  본 실험은 집단 간 설계로 질문을 평가하는 경험이 후속 질문 만들기

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질문 만들기 집단은 질문을 두 

번에 걸쳐 만들도록 하였고, 질문평가집단은 첫 번째 학습에서 질문을 

평가한 후 두 번째 학습에서 질문을 만들도록 하였다. 질문 만들기 후 

평가집단은 첫 번째 학습에서 질문을 만든 후 평가하였고, 두 번째 학습

에서 질문을 만들도록 하였다.   

   종속변인은 두 번째 학습에서의 (1)질문 개수와 (2)질문의 질이었다. 

재료  도구

  학습 자료는 실험 1과 2에서 사용했던 ‘고소’와 ‘게놈프로젝트’였

다. 실험집단이 평가한 질문은 ‘고소’와 관련된 20개의 질문이었고, 

평가기준은 실험 3에서의 분석적 기준을 사용하였다.  

 차  

  실험은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모니터 앞에 학습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실험실에서 진행되었다. 전체 실험 과정은 퀄트릭스(qualtrics)로 구

성되어 있었으며, 컴퓨터 자판을 통해 반응하도록 안내되었다. 모든 지

시는 컴퓨터 화면에 큰 글씨로 전달되었고, 중요한 처치의 경우 두 번에 

걸쳐 한 페이지씩 확인하고 클릭하거나, 다 읽은 후에 “진행”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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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를 타이핑해야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설정하였다. 기본적인 

절차는 실험 1에서 질문을 강조한 가운데 교재로 학습하도록 했던 집단

과 동일하며, 흥미와 배경지식을 측정한 후 두 번에 걸쳐 학습과 질문 

관련 활동 시간을 가졌다. 

  만들기 집단은 실험 2와 동일하게 첫 번째와 두 번째 학습 후 질문을 

만들었고, 질문 평가 집단은 첫 번째 학습 후 질문을 만드는 과정 없이 

바로 다른 학생들의 질문 20개를 분석적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질문을 

만들고 평가하는 집단은 첫 번째 학습 시간을 3분 정도 줄이고 질문을 

만들어보도록 한 후 다른 학생들의 질문 20개를 분석적 기준으로 평가하

도록 하였다. 

기  정보 수집

1 분

↓

배경지식과 흥미 측정

5 분

↓

      [만들기 집단]            [평가 집단]         [만들기&평가 집단]  

A 주제 학습 & 질문

교재 12분 질문 5분

A 주제 학습 & 질문

교재 12분 평가 5분

A 주제 학습 & 질문

교재9분 질문 8분

↓                        ↓                        ↓

B 주제 학습 & 질문

교재 18분 질문 5분

B 주제 학습 & 질문

교재 18분 질문 5분

B 주제 학습 & 질문

교재 18분 질문 5분

그림 12 실험 4A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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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  과

 

질문의 평가 경험에 따른 처치는 후속 질문에 개수와 질 측면에서 유

의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질문의 개수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2, 81) =3.562, p<.05, η 2=0.081. 사후검정에 따르면 만

들기 집단과 평가만 했던 집단, 만들기 집단과 만들기 후 평가했던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n.s.), 만들기 후 평가를 했던 집단(4.6개)보

다 평가만 했던 집단(6.4개)이 더 많은 질문을 했음을 확인하였다(p<.05). 

질문의 질 또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했다, F(2, 81)=9.853, p<.001,  η 2
=0.196. 사후분석 결과, 질문 평가 집단과 질문만들기 후 평가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만들기 집단과 평가 집단(p<.05), 그리고 만들기 

집단과 만들기 후 평가 집단의 차이(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집단 간 질문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그림 15), 자료에 국한되는 질문 

유형인 ‘정의’, ‘사례’, ‘비교’는 만들기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

중(34%)을 차지하였고, 평가 집단은 28.5%였다. 이에 반해 만들기 후 평

가 집단은 8% 정도 로 질문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 ‘원인’, ‘과정’, 

‘결과’의 비중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만들기 집단과 평가 집단, 그리

질문 평가 경험 처치 

만들기(n=28) 평가(n=29) 만들기 후 평가(n=27)

M SD M SD M SD

질문의 개수 5.32 2.42 6.41 2.63 4.63 2.53

질문의 질 5.65 1.13 6.40 1.03 6.93 1.04

표 10 실험 4A : 질문 개수와 질문의 질 수(n=84)



- 108 -

고 만들기 후 평가  집단이 각각 43.6%, 50%, 43.8%를 차지하였다. 마지

막으로 ‘의의’, ‘비판’, ‘응용’은 만들기 후 평가집단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47.9%)을 차지하였고, 만들기 집단은 22.4%, 평가 집단은 

21.5%로 비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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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  의

   

  실험 4A에서는 질문을 평가하기만 했던 집단의 질문 개수가 질문 만

들기와 평가를 함께한 집단보다 더 많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질문의 개수 측면에서는 질문 만들기와 평가를 함께 하는 것

보다 질문 평가만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질문을 평

가하게 되면 여러 질문 사례를 경험하게 되는데, 후속 학습에서 질문을 

만들 때 그 형식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의 개수가 증가하는 것이

라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질문 만들기와 평가를 함께 했을 때 질문의 

개수가 줄어든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질문 만들기와 평

가를 함께 함으로 인한 인지적 부하가 클 가능성이 있다. 질문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난 뒤에 평가를 하게 되어 평가 과정에서 각 질문 

사례들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후속 질문 활동에

서 사례들을 떠올리며 질문 만들기에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둘째, 

자기 자신의 질문이나 생각을 중심으로 평가에 임했을 가능성이 있다.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본 후 평가를 하게 되면, 중립적으로 평가에 임하

기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가 만든 질문을 중심으로 평가에 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나와 비슷한 생각인지 아닌지, 내가 해본 생

각인지 아닌지, 내가 한 질문보다 좋은지 나쁜지와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될 수 있다. 타인의 질문을 경험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증거로서 활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평가를 

통해 다른 학생들의 질문의 형식적 특징들은 간과될 여지가 있고 이 때

문에 다음 학습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 게 된다. 

  질문의 질 측면에서는 질문을 만들기만 했던 집단보다 질문을 평가해

보거나 질문을 만들고 평가했던 집단의 수행이 각각 더 높게 보고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질문 평가를 해보도록 하는 것이 질문의 질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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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질문 내용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질문을 평가하기만 했던 집단에 비해 만들기와 평가를 함께 

했던 집단에서 ‘의의, 비판, 응용’ 유형의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경향

을 보였다. 이는 질문을 만들기만 하는 것보다 만들고 평가하는 활동을 

함께 하였을 때 학생들을 더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도록 이끌어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 

즉, 더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질문의 질 점수가 높아졌을 

수도 있지만, 질문 평가를 통해 안 좋은 질문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

게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질문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의나 

비교 대조 등의 단순한 질문의 비중이 매우 낮았으며, 이는 질문을 만들

고 평가해보았던 질문이 좋지 않은 질문의 특징에 대해 파악하고 그 질

문들을 의식적으로 제거해나갔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Schwarz(1980)의 연구결과는 두 해석 가능성을 통합해볼 수 있게 해준

다. 이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구조의 학습 자료를 제시하고 질문을 하도

록 했을 때 거시적인 수준의 질문이 많아지면, 미시적인 질문이 표현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차단되거나 추론에 의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고 보았다. 이로부터 실험 결과에서 질문을 만들고 평가한 집단이 높은 

수준의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질문 만들기와 평가라는 두 활

동으로 인해 더 깊이 사고하고 좋은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좋지 않은 질문들을 표현하지 않게 된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실험 4A의 결과는 질문의 개수와 질문의 질 측면에서 어느 한 집단이 

가장 뛰어나다는 결론으로 이끌어주지는 못한다. 다만, 질문을 만들고 

평가하도록 하면 질문을 만들기만 하는 것보다는 높은 수준의 질문을 만

들 수는 있지만, 질문을 평가하기만 하는 것보다는 적은 개수의 질문을 

만들도록 하였다. 질문 만들기와 평가라는 활동을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 질문의 개수와 질에는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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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도 있다. 

  그러나 실험 4A의 결과는 단 한 번의 활동을 통한 효과를 확인한 것

이며,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에서 경험해본 적이 별로 없는 질문 활동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좀 더 확장된 탐색을 필요로 한다. 특히 질문을 만들

고 평가하는 집단의 경우, 질문 만들기와 평가라는 생소한 두 가지 활동

을 모두 해야 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과도한 인지 부하가 발생했을 가

능성이 있으며 충분한 반복을 통해 익숙해졌을 때 그 활동의 효과를 보

다 분명히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이에 실험 4B에서는 총 4

번의 학습회기를 두고 앞의 3번은 집단별로 다른 활동을 하며 각 활동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네 번째 학습 회기에서 동일하게 질문을 만들어보도

록 하여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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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실험 4B : 회기 반복 

실험 4A에서는 질문을 만들고 나서 평가하는 집단이 질문의 질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질문의 개수에서는 평가 집단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질문을 만들고 평가하는 집단은 생소한 두 활동을 수행해야 

하므로 높은 인지부하를 경험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질문의 개수를 감

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인지부하를 낮추는 한 방법은 동일한 

활동을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하여 학생들에게 익숙해지게끔 만드는 것이

다. 따라서 실험 4B는 질문 만들기와 평가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도록 했

을 때 집단별 질문 수행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그리고 만약 질문 만들기와 평가가 모두 익숙해진다면, 질

문 만들기만 하는 것보다는 평가를 해보는 것이, 그리고 질문 평가를 해

보는 것보다는 질문 만들기와 평가를 모두 하는 집단의 질문 수행이 양

과 질 측면에서 다른 집단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 예상하였다.  

1. 방 법

실험 참가자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서 심리학 수업을 듣는 57명의 학부생이 실

험에 참가하였다. 실험 참여에 앞서 두 번에 걸쳐 참여해야 참가점수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만 21.82세(SD=1.94)였으며, 이 중 남성이 24명, 

여성이 33명이었다. 집단별로는 질문만들기 집단 19명, 질문평가 집단 

18명, 질문 만들기와 평가 집단 20명이었다. 집단 간 연령이나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상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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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과 흥미는 질문 만들기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주요한 변인이다. 이에 실험에서 사용하고 있

는 학습 자료에 대해 배경지식과 흥미를 측정한 결과, 배경지식, 흥미 

모두에서 유의미한 집단 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실험 설계  

  본 실험은 집단 간 설계로 여러 번에 걸쳐 질문을 평가하거나, 질문을 

만들면서 평가하는 경험이 질문을 만들기만 하는 것보다 후속 질문 만들

기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질문 만들기 집단은 질문

을 네 번에 걸쳐 만들도록 하였고, 질문 평가 집단은 학습 후 다른 학생

들의 질문을 세 번에 걸쳐 평가하고 마지막에 질문을 만들도록 하였다. 

질문을 만들면서 평가하는 집단은 세 번에 걸쳐 학습 후에 자기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나서 다른 학생들의 질문들을 평가하였고, 마지막 학습이

후에는 질문을 만들도록 하였다. 모든 집단은 네 번에 걸쳐 학습했으며, 

세 번의 학습에서 질문을 만들기만 하는지, 질문을 평가하기만 하는지, 

그리고 질문을 만들면서 평가하는지에 따라 나누어졌다. 

  종속변인은 네 번째 학습에서의 (1) 질문 개수와 (2) 질문의 질이었다. 

재료  도구

  학습 자료는 실험 1과 2에서 사용했던 ‘고소’와 ‘화학결합’, ‘게

놈프로젝트’였고, 추가적으로 예비연구에서 사용한 ‘경제통계’였다. 

각 학습 자료를 통제된 환경에서 학습한 후 학생들이 만들어 준 질문들

이 15개씩 선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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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실험은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모니터 앞에 학습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실험실에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선호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컴퓨

터가 설치된 실험실에 방문하였다. 하루 간격으로 두 번 실험실에 방문

해야 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첫 번째 실험을 진행하였다면, 수요일에 

두 번째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1  일차

기  정보 수집

1 분

↓

배경지식과 흥미 측정

5 분

↓                        ↓                        ↓

      [만들기 집단]            [평가 집단]         [만들기&평가 집단]  

A 주제 학습 & 질문

교재 5분 이상, 질문

A 주제 학습 & 질문

교재 5분 이상, 질문 

A 주제 학습 & 질문

교재 5분 이상, 질문

↓                        ↓                        ↓

C 주제 학습 & 질문

교재 5분 이상,질문 

C 주제 학습 & 질문

교재 5분 이상, 질문 

C 주제 학습 & 질문

교재 5분 이상, 질문 

 ↓                        ↓                        ↓

2 일차 

↓                        ↓                        ↓

      [만들기 집단]            [평가 집단]         [만들기&평가 집단]  

D 주제 학습 & 질문

교재 5분 이상, 질문

D 주제 학습 & 질문

교재 5분 이상, 질문

D 주제 학습 & 질문

교재 5분 이상, 질문

↓                        ↓                        ↓

B 주제 학습 & 질문

교재 5분 이상, 질문

B 주제 학습 & 질문

교재 5분 이상, 질문

B 주제 학습 & 질문

교재 5분 이상, 질문

그림 16 실험 4B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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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들은 세 집단 가운데 한 집단에 무선배정 되어 첫 번째 실험에

서 약 35분, 두 번째 실험에서 약 25분의 시간동안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을 완료한 학생들은 참여 점수를 인정받았다. 

  총 4번의 학습이 이루어졌다. 학습 자료의 분량과 시간을 조금씩 단축

시켰고 학습 주제는 첫 번째 실험에서는 ‘고소’, ‘화학결합’의 두 

주제를 학습하였고, 두 번째 실험에서 ‘경제통계’와 ‘게놈 프로젝

트’가 선택되었다. 다만, 학습 시간은 최소 시간을 정해주되, 제한시간 

없이  충분히 학습한 후 넘어가도록 안내하였다. 

  전체 실험 과정은 퀄트릭스(qualtrics)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컴퓨터 자

판을 통해 반응하도록 안내되었다. 모든 지시는 컴퓨터 화면에 큰 글씨

로 전달되었고, 중요한 처치의 경우 두 번에 걸쳐 한 페이지씩 확인하고 

클릭하거나, 다 읽은 후에 “진행”이라는 글씨를 타이핑해야만 다음 페

이지로 넘어가도록 설정하였다. 주어진 안내 메시지에 따라 학습 자료를 

읽고 질문을 하도록 하였으며, 학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노트를 제공하

였다. 

  실험은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으며, 집단은 실험 4A와 

동일하되 그 반복 회기만 더해졌다는 특징을 가진다. 모든 집단은 공통

적으로 첫 번째 학습 후 평가 기준에 대해 안내하였고, 마지막 학습 후 

질문을 만들도록 하였다. 

  질문 만들기 집단은 첫 번째에서 세 번째 학습 후 질문을 만들기만 하

였고, 질문 평가 집단은 동일한 세 번의 학습 후 다른 학생들의 질문을 

평가하기만 하였다. 그리고 질문을 만들고 평가하는 집단은 학습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되 질문을 만들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세 집단 모두 학습

할 때 질문을 만들고 메모할 것을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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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  과 

질문의 평가 경험에 따른 처치는 후속 질문에 개수와 질 측면에서 유

의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질문의 개수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2, 54) =5.926, p<.01, η 2=0.180. 사후검정에 따르면 평

가집단(4.7개)은 만들기 집단(3.3개, p<.01)과 만들기 후 평가집단(3.6개, 

p<.05)에 비해  더 많은 질문을 만들어내었다.

질문의 질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F(2, 54)=0.129, p>.05. 질문의 질을 평가한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만들기 

집단은 6.5점, 평가집단은 6.7점, 만들기 후 평가집단은 6.6점이었다. 

집단 간 질문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그림 21), 자료에 국한되는 질문 

유형인 ‘정의’, ‘사례’, ‘비교’는 세 집단 모두 비슷하였다(각각 

24.2%, 24.7%, 23.9%). 그러나 질문 만들기를 반복한 집단에서는 ‘원

인’, ‘과정’, ‘결과’ 유형의 비중이 45.2%로 매우 높았고, 평가 집

단은 36.5%, 질문 만들기 후 평가집단은 22.5%였다. 마지막으로 ‘의

의’, ‘비판’, ‘응용’은 만들기후 평가집단에서 매우 높은 비중

(53.5%)을 차지하였고, 만들기 집단은 30.6%, 평가 집단은 38.8%를 차지

질문 평가 경험 처치 

만들기(n=19) 평가(n=18) 만들기 후 평가(n=20)

M SD M SD M SD

질문의 개수 3.26 0.45 4.72 2.20 3.55 0.89

질문의 질 6.46 1.37 6.66 1.07 6.62 1.33

표 11 실험 4B : 질문 개수와 질문의 질 수(n=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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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두 집단에서는 비슷한 정도의 비중임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실험 4B에서는 집단별로 총 3번의 학습과 질문 관련 활동

을 반복했고, 마지막 4번째 학습 이후에는 공통적으로 질문을 만들어보

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든 집단에 공통적으로 학습시간을 최대로 제한하

지 않고, 최소 5분 이상 학습하도록 지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4번의 

학습이 이루어졌는데, 집단별 학습 시간의 평균이 서로 다른 패턴으로 

나타났다. 최초의 학습 세션과 최종적인 학습 세션에서는 집단 간 학습 

시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집단별로 서로 다른 활동을 반복하게 

되었던 두 번째, F(2, 54)=6.346, p<.01, 와 세 번째, F(2, 54)=6.505, p<.01, 

학습 세션에서는 집단 간 학습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각 그림 19과 그림 20). 첫 번째 학습 세션에서는 추후 어떤 활동이 

있을지를 예고한 상태에서 학습을 하도록 했고, 만들기 집단이 평균 737

초(SD=461), 평가 집단이 평균 614초(SD=263), 만들기후 평가 집단이 평

균 681초(SD=333), 두 번째 학습 세션에서는 만들기 집단이 평균 678초

(SD=193), 평가 집단이 평균 462초(SD=214), 질문 만들기 후 평가 집단이 

평균 649초(SD=201)였다. 사후검정 결과 질문 평가만 했던 두 번째 집단

이 만들기를 했던 두 집단에 비해 학습 시간이 유의하게 짧음을 알 수 

있었다(만들기 vs. 평가 p<.01, 만들기후 평가 vs. 평가 p<.05). 이와 더불

어 세 번째 학습 세션에서는 만들기 집단이 만들기 집단이 평균 871초

(SD=234), 평가 집단이 평균 581초(SD=196), 만들기후 평가 집단이 평균 

770초(SD=309)로 두 번째 세션과 동일한 패턴의 학습 시간이 보고되었다

(만들기 vs. 평가 p<.01, 만들기후 평가 vs. 평가 p<.05). 세 번째 학습 세

션의 자료가 경제통계였기 때문에 고소를 주제로 하는 두 번째 학습 세

션에 비해 전체적으로 좀 더 긴 학습시간이 소요되었을 뿐이다. 마지막 

학습 세션에서 질문 만들기를 해야 함을 예고하고 학습하도록 했을 때는 

다시 집단 간의 차이가 없어지고, 평가 집단이 오히려 두 집단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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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간을 학습하는 경향을 보였다{만들기 집단 597초(SD=209), 평가 

집단 655초(SD=334), 만들기후 평가 집단 632초(SD=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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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  의

  실험 4B의 결과를 살펴보면 질문의 개수에서는 질문을 평가하도록 하

는 집단이 가장 우수했다. 질문을 평가하기만 했던 집단에서 질문의 개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실험 4A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질문 개수를 증가시키고자 할 때는 질문을 평가해

보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질문의 질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단순히 질

문 활동의 생소함이나 반복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음을 예상

해 보게 한다. 오히려 질문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배우

고 익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본 실

험에서는 앞선 세 번의 학습과 질문 활동에서 질문 평가를 왜 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질문을 평가할 때 점수를 매기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질문 사례들을 유심히 보거나 기억하

려 하지 않을 수 있다. 연구들에서는 다른 학생들의 과제물을 평가하도

록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 과제의 내용이나 형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설명하지만, 학습 활동의 의미나 목적을 분명히 설명해 줄 

필요는 있어 보인다. 후속 연구를 통해 질문 평가를 하도록 하되, 평가 

과정에서 점수를 매김과 동시에 각 기준과 사례에 대해 충분히 익히도록 

안내할 때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하겠다.   

  본 실험에서 부수적으로 측정된 학습시간을 분석해본 결과, 질문 평가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짧은 시간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4

번의 학습회기 가운데 질문 활동을 하기 전인 첫 번째 학습 회기와, 모

두 동일하게 질문을 만들어야 했던 네 번째 학습 회기에서는 세 집단 간 

학습 시간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집단별 학습 활동이 구분되어 자신

이 학습 이후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명확하게 아는 두 번째 세 번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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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회기에서 평가만 하도록 한 집단의 학습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다른 두 집단보다 짧았던 것이다. 이는 학습 시간을 효율적으

로 활용했다고 해석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평가만을 해야 하는 상황에

서는 상대적으로 학습의 수준이 깊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워도, 그 결

과물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Sykes, 1978). 따라서 장기적으로 학습과 질문에 모두 깊이 있게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질문 만들기와 평가를 적절한 비율과 빈도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후속 연구에서 더 확인되어야 할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질문만

들기와 평가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반복할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인지 확

인하는 것이다. 매번 두 가지의 활동을 모두 수행하도록 하면 시간적으

로도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수업 내에서 

각 활동이 어느 정도로 포함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질문 활동을 반복했다고는 하지만 짧은 학습 자료로 3번에 그친 

연습 회기를 가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보다 긴 시간동안 더 많은 양의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반복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본 실험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만들기와 평가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비율과 빈도를 다

르게 하여, 어떻게 했을 때 후속 질문 생성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탐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평가하는 질문 리스트의 구성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후속 

연구들도 필요하다. 본 실험에서 학생들에게 평가를 목적으로 제공한 질

문 리스트는 비교적 다양한 수준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만약 질문의 질이 모두 좋거나 나쁜 경우에도 질문 평가의 효과가 그대

로 유지되는지, 혹은 질문자의 기본 수준에 따라 더 적합한 질문 리스트 

수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좋은 질문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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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이 경험하고 평가하는 것이 좋다면, 일차적으로 이상한 질문들을 

걸러내고, 소수의 좋은 질문들에 대해서만 학생들이 직접 평가해보도록 

할 수 있다. 혹은 나쁜 질문들만으로 구성된 질문 리스트를 평가하는 것

이 좋다면, 오히려 좋은 질문들은 수업에서 활용하고 좋지 않은 질문들

만 학생들에게 평가해보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도는 실용적인 맥

락에서 큰 의의를 가질 것이라 예상하며, 다양한 구성의 질문 리스트를 

가지고 실험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학생 개인별 질문 능력의 개인차를 다루는 것이다. 질문 

능력이라고 정의하기에 막연한 부분이 있지만, 별다른 처치가 없는 상태

에서 질문을 더 잘하는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학생별 개인차에 따라 질문을 이미 잘 만드는 학생들은 평가를 

해보기보다, 질문 만들기만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질문을 잘 만들지 못하는 학생들은 만들기를 반복하는 것보다 평

가를 우선 많이 해보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개

인차와 함께 질문 관련 처치와 훈련을 차별적으로 고려한다면,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실제 수업 장면에 적용하기에 더 유용한 결

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예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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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종합논의

오랜 세월 우리는 선생들에 의해, 권 자들에 의해, 책과 성

인들에 의해 마치 숟가락으로 떠먹여지듯 양육되었다. 우리 

안에는 아무 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 독창 이고도 원래 모

습 그 로인. 그리고 명징(明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탐색적 질문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자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

로, 관련된 지식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며, 생각의 결과물을 언어적으

로 구성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만들어진 질문은 새로운 탐구의 시작점이 

되어 주기도 한다. 각각의 질문은 생각의 범위나 깊이를 확장시켜주는 

계기가 되므로, 높은 수준의 탐색적 질문은 가능한 많이 던져질수록 좋

다. 만들어내는 모든 질문이 높은 수준의 것이면 가장 좋겠지만, 많이 

만들어내도록 할 때 높은 수준의 질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한

다. 따라서 학생들의 탐색적 질문은 높은 수준으로, 가능한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학습 상황에서는 탐색적 질문이 매우 낮은 빈

도로 관찰되며, 어떻게 해야 질문을 잘할 수 있고, 만들어진 질문을 어

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탐

색적 질문을 평가 대상으로 삼아, 학생들이 더 좋은 질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질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

결시켜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전반부에서는 질문 평가를 예고하는 것의 

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세 개의 질문 평가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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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평가의 방법을 제안하고, 그 평가 결과와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질문 평가를 예고했을 때 질문은 물론 이해 수준도 향상되

었고(실험 1), 깊은 이해는 좋은 질문으로 이어졌다(실험 2). 질문 평가를 

예고하여 질문을 더 열심히 만들도록 하면, 질문은 물론 주어진 내용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는 학습 목표가 이해일 때 

질문을 활용하게 하면 이해도가 향상됨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 

대신 질문을 학습 목표로 했을 때, 이해는 물론 질문의 양과 질까지 향

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험 1과 실험 2의 결과는 종합적으로 이해

와 질문의 순환적인 관계를 방증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질문은 

이해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도록 하려면 사고가 활성화되

고 이는 더 깊은 이해로, 더 깊은 이해는 다시 더 좋은 질문으로 선순환 

되도록 한다. 

  질문의 내용과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이해 수준이며, 질문의 결과를 

통해 다시 이해가 확장되거나 심화되도록 하려면, 세심한 질문 평가 기

준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질문 줄기(question stem)와 같이 

질문의 형식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질문 수행을 일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질문이 깊은 이해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 질문을 통한 사고나 탐구를 유지하고 지속하기 어렵다. 이를 고려하

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세 개의 평가 기준은 깊이, 명료성, 그리고 생산

성이었다. 깊이는 질문 이전의 이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며, 명료성

은 언어적 구성의 완결성을 높인다. 그리고 생산성은 이 질문이 질문으

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나 탐구로 나아갈 것을 강조한다. 이 

세 가지 기준은 학생들이 질문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실험 3의 결과 이 세 기준을 사용하여 동료평가를 시행했을 때, 그 결

과가 학생들 간에 서로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일련의 실험은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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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인상을 근거로 평가하는 것보다 일치도나 안정성 면에서 세 기준을 

활용한 분석적 평가 방법이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험 4의 결과

는 질문 평가가 질문의 개수를 늘리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 동료평가는 평가 도구이자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질문 생성 시 고

려되어야 할 내적 기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문을 동료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제안했는

데, 이는 아직 수업에서나 연구에서 도입한 사례가 거의 없다. 따라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점수를 수집하며, 다시 학생들

에게 피드백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략적인 방법을 제시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현재 주로 글쓰기에 적용되고 있

는 웹기반 동료평가 시스템을 질문 평가에 도입하는 것이다. 웹기반 동

료평가 시스템을 사용하면 전체 과정이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고 

점수의 수집과 확인이 쉬워진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시스템을 중

심으로 간략히 그 절차를 설명하고자 한다. Classprep(Park, 2016)은 서울

대학교를 비롯하여 몇 몇 대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웹기반 동료평가 시

스템으로서, 현재는 글쓰기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Classprep을 활용하여 질문을 평가하는 과정은 그림과 같이 다섯 단계

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질문을 업로드 하는 단계이다. 수

업 전에 자료를 읽고 지정된 시간까지 몇 개의 질문을 업로드 한다. 두 

번째는 다른 친구들의 질문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질문 리스트를 보고 

세 개의 기준으로 각각 점수를 매긴다. 웹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트

북은 물론 핸드폰을 눕히면 큰 어려움 없이 질문을 보거나 평가할 수 있

다. 교수자의 설정에 따라 학생들마다 몇 개의 질문을 평가하도록 할 것

인지 결정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익명의 질문리스트를 보면서 세 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를 매기거나 코멘트를 입력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질문들에 대한 평가 결과가 수합되는 단계이다. 설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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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세 기준을 평균 낼 수도 있고, 기준마다 가중치(weight)를 주어 최

종점수를 도출할 수도 있다. 네 번째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질문이 받은 

점수를 알려주는 단계이다. 세 기준에 따라 각각 몇 점인지 알려줄 수도 

있고, 평균 점수만을 알려줄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알려줄 점수 정보의 

양은 교수자의 설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다섯 번째는 필요에 따라 점

수에 따라 질문들을 필터링 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높은 점수를 받

은 점수들만 따로 추출해내면 수업에서 토론 주제나 보고서 거리로 활용

할 수 있다. 그리고 점수대별로 추출하여 학생들에게 질문 샘플로 제공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질문을 만들고 평가하여 점수로 산출하는 과

정이 쉽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며, 학생들 또한 자기가 만든 질문의 점수

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이후에 질문을 만들 때 보완할 여지가 생긴다. 

  실험 4의 결과는 동료 평가를 해보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질문을 향

상시킨다는 강력한 근거를 제시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료 평가의 잠재적인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현재의 설계와 

결과를 고려하여 그 한계를 보완하는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흔히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면 자연스럽게 질문을 잘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하지만, 권위적으로 지식을 가르치고 그 지식을 암기해야 하는 평가

가 유지되는 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질문을 잘하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질문을 평가할 때 학생들의 질문을 향상시

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료평가라는 구체적인 평가 방법도 함

께 제안하고 있다. 제안된 방법은 수업에서 바로 적용해볼 수 있으며, 

1 단계
→

2 단계
→

3 단계
→

4 단계
→

5 단계

질문 업로드 질문 평가 수 도출 질문 피드백 질문 필터링

그림 22 질문의 동료평가 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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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학생들의 질문은 물론 이해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여전히 많은 한계점과 확장 가능성을 가진다. 가장 먼저 본 

연구는 실험의 방법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학습하고 질문을 만들도록 하

였다. 성적으로 직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질

문을 만들어내기는 하였지만, 실제 수업 상황과는 다른 특징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학습 분량이 늘어나

고, 학습 회기가 반복됨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그리고 실

제 수업 환경에서 동일한 방식을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지에 

대한 고민과 경험적인 확인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재를 읽고 학습하는 집단이 우수한 질문 수행을 보임

에 주목하고, 실험 2부터는 교재 읽기 조건을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

다. 그러나 현재 대학 수업의 과반수가 강의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고

려할 때, 강의식 수업에서 학생들의 질문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또한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보다 현실적인 강의 조건에서 학

생들의 질문 만들기 활동을 고찰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실험 1에서 사

용한 동영상 강의는 18분의 짧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교수자의 

존재감이 학생들에게 크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실

적인 강의 조건을 좀 더 반영하고, 질문 만들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

안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강의식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예습이나 질문 만들기를 함께 병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

다. 강의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그 이전에 학생들이 교

재를 읽고 질문을 만들도록 한 다음 웹기반 동료평가시스템을 사용하여 

질문을 업로드하고 서로 평가해보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강

의 시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강의는 학생들의 질문 내용을 

구체화하고 분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될 때 큰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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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편으로, 평가는 학생들의 학습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크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학생들에게 큰 압력을 

주는 것으로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일종의 평

가불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질문을 하는 행위 자체를 더 어렵게 느끼게 

될 가능성도 있다. 즉, 학생 입장에서 질문 평가를 부담스러워 하게 될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장기적으로 질문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질문에 대한 평가가 교수자에 의

해 이루어지지 않고 동료들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할 때 상당 부분 해소

될 수 있다. 자신도 평가자가 되어 보면서, 평가라는 절차가 권위적이고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피평가자

로서 자신의 수행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평가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우려는 질문의 생성 요인에 대한 관념

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질문은 흥미와 자유로

운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학습자 질문은 단순히 

발산적인 사고 그 자체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으며 인지적인 노력을 바탕

으로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동원했을 때 더 좋은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어려운 과정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

생들에게 많은 질문 기회를 주거나 수용적인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며, 평가와 같이 학생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서도 

점수라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규교육과정에서 탐색적 질문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여러 측면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오

히려 자유로운 시공간의 학습 상황에서는 평가를 이용한 탐색적 질문의 

생성과 활용이 훨씬 쉬워진다. 크고 작은 학습 상황,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나 학습 커뮤니티, 스터디 등 새로운 생각과 탐색을 필요로 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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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상황에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탐색적 질문을 만들어보도록 하고, 그 

질문을 서로 평가해보도록 할 수 있다. 일련의 자료를 정해 서로 읽고 

탐색적 질문을 만들도록 한 후, 서로 그 질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선

정된 질문으로 토론을 진행하거나 글쓰기를 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 

활동과 함께 서로 궁금해 하는 내용들이 모아지면, 그 내용에 대한 이해

를 도울 수 있는 짧은 강의를 들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굳이 시간

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질문 만들기를 목표로 학습을 해볼 수 있게 되

며, 질문이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지므로 학습 성과도 확인할 수 있게 된

다. 질문을 만들고 평가하는 활동이 아직 생소할 수 있으나, 여러 학습 

자료를 대상으로 연습을 반복할수록 점차 익숙해질 수 있고, 더 좋은 질

문을 만들어 낼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옥스퍼드대학교, MIT미디어랩과 같은 명문학

교들은 질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토론 활동을 강화하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다. 이들이 질문과 소통의 공부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

고를 폭넓게 확장시키고, 결과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

이다. 특히 지식정보사회이자 창의성과 혁신이 강조되는 현재 사회에서

는 어떤 것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논리로 비판하고, 서로 생각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고려하면, 탐색적 질문을 통한 

상호적인 교육은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암

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라는 말로 압축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과잉된 교육열과 낮은 지식생산성에 문제를 제기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앞으로 더 나은 

지적 성취를 이뤄가고자 교육적 변화를 모색한다면, 질문과 소통 그리고 

교류와 협력의 공부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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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 of student-generated questions constitutes a learning activity 

that deserves attention in contemporary society, which requires the 

application and expansion of knowledge. Student-generated questions 

help students to deepen their learning and thinking on their own by 

prompting them to create new ideas from given materials or to search 

for information. Such impact cannot but depend considerably o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questions generated by students. However, 

in the current learning environment in South Korea, the absolute 

frequency of questions is low and even those that are raise are  often 

limited to superficial one’s on the contents of given learning 

materials.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devise ways of deepening 

students’ questions to include the application, critique, and 

improvement of knowledge. To achieve this goal, the first half of the 

present study examined changes to not only learning but also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questions generated when students were 

oblized to summit questions being  informed beforehand that those 

questions would be evaluated. The result showed that the fore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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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question evaluations was effective for learning. When notified in 

advance that their questions would be evaluated, students not only 

presented more and better questions but also better understood the 

contents learned. To apply these results to education, question 

evaluations must actually take place.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a 

peer assessment, which simultaneously can evaluate questions and helps 

students to pose questions. Peer assessment refers to  activities that 

prompt students to evaluate one another on the results of their 

learning activities. The latter half of the present research proposed the 

question evaluation criteria for peer assessment and examined changes 

that ensued i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questions when these criteria 

were used to make evaluations. More specifically, experiment 1 

explored whether the quantity and quality of students’ questions could 

be enhanced in an alternative learning environment (question 

evaluations and reading textbooks) in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learning environment (comprehension evaluations and listening to 

lectures). The result revealed that not only the quantity and quality of 

questions but also the degree of students’ comprehension improved 

under the alternative condition. Experiment 2 explored whether 

students, likewise learning by evaluating questions and reading 

textbooks, created better questions when the degree of comprehension 

(learning once vs. learning repeatedly vs. essay writing) was deepened. 

The results of Experiment 2 showed that questions both increased in 

quantity and were enhanced in the contents as learning deepened 

through repeated learning or essay writing. When combined, results of 

Experiments 1 and 2 showed that advance notification of question 

evaluations were useful for not only students’ learning but also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questions. Experiment 3 simultaneously 

proposed analytical criteria for question evaluations and compared the 

degree of agreement in the results of students’ peer assessment when 

three criteria were used and when holistic evaluation criteria were 

used. According to the results, regardless of the learning materials, 

evaluation sequence, or information on the evaluation criteria, the 

evaluations using the analytical evaluation criteria proposed ex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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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er agreement than did those using holistic evaluation criteria. 

Experiment 4 explored whether having students evaluate their peers’ 

questions with the analytical evaluation criteria from Experiment3 

helped them to create questions lat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evaluating questions improve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students’ questions more than having them simply create more 

questions. The results of Experiments 3 and 4 imply that providing 

convergently appropriate evaluation criteria and having students 

evaluate can be one way to enhance students’ questions. In 

conclusion, students’ questions improved when they were graded and 

when the material on which they were based were studied in greater 

depth, and when others’ questions in advance using analytical 

evaluation criteria. These research results have considerable practical 

value in that they can be applied directly to actual classroom sessions. 

When the use of student-generated questions is implemented using the 

methods proposed in the present study, it will be possible to provide 

education that promotes students’ active learning and enhance their 

thinking skills.

keywords : student-generated question, question assessment, assessment 

anouncement peer assessment, analytic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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