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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수업에서 학습자 질문과정과 해요인 탐색 연구*1)

황청일(黃淸一)**

임호용(林浩龍)***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수업에서 학습자 질문과정과 이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서울에 소재한 4년제 2개 대학과 3년제 1개 대학, 총 3개 대학의 학습자 210명을 대상

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대학 수업에서 학습자들

은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수자에게 질문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인지적 갈등(CC)은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HQ)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

며, 학습자의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HQ)은 금지와 주저함(IH)과 실제 질문행동(AQ)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대학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 질문에 교수자 지지(PTSQ)와 환경적 지지(PESQ)가 높을수록 금지와 

주저함(IH)이 감소하여 실제 질문행동(AQ)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수업에서 학

습자 질문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학습자 질문, 질문과정, 대학 수업, 질문저해 요인, 질문촉진 요인  

Ⅰ. 서론

정보와 지식의 변화가 빠르고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한 시  상황 속에서 학습자들이 수동

인 학습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보다는 주체 이고 능동 으로 문제를 형성하고 해결

하는 능력이  그 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수업은 많은 연구들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기존 개념이나 경험에 근거하여 새로운 개념을 능

  * 이 논문은 2011년 제1 자 박사학  청구논문  일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 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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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으로 재구성해가는 구성주의 교수이론을 좋은 수업의 개념 인 틀로 하고 있다(권낙원, 민

용성, 2004; 정미경, 2007). 학은 ‧ 등교육기 과 같이 단순히 정보와 지식을 달하는 곳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용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이 상 으로 강하다(박완희, 1996; 

Boud & Falchikov, 2006). 이러한 학의 기능 인 면을 고려할 때, 학에서는 학습자들이 보다 

능동 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  사고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

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자 질문은 구성주의를 실 할 수 있는 하나의 교수 략으로 자율 이고 능동 인 수업참

여와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자의 개념에 한 이해, 반성   비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 상호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진시킨다(양미경, 2007; Toledo, 2006; 

Yu et al., 2003). 뿐만 아니라, 학습자 질문은 재 학습자의 수업 내용에 한 개념과 논리에 

한 이해, 학습자의 지  갈등과 사고 수 , 학습자의 흥미와 호기심 등을 교수자들에게 알려

으로써(이성호, 2004; Barlow & Cates, 2006; Chin & Brown, 2002), 학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수 있다.

이 게 학습자 질문은 교육  가치가 상담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에서 질문에 한 연구는 주

로 교수자 질문빈도와 질문유형에 한 실태조사(임호용, 황청일, 2010; 정민수, 미란, 채희권, 

2007; Wimer et al., 2001), 그리고 교수자 질문빈도와 질문유형에 따른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사고력 계에 한 연구(임선빈, 1996; Phillips & Duke, 2001)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학습자 질문에 한 연구는 상 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 게 학습자 질문이 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교수자 질문에 비하여 

학습자 질문은 질문에 한 내용  가치가 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교수자들은 수업

에서 교수자의 질문이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고, 개념의 이해를 도모하고, 지식의 확장을 도와

주는 등 효과 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학습자 질문은 비체계 이며, 단순히 교수자가 설명했던 

내용에 하여 학습자의 잘못된 개념, 원리, 주제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해 사용되는 것으

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류지헌, 조형정, 윤수정, 2007; Dillon, 1980). 즉 학습자 질문은 불완

한 학습의 징표로서, 이미 정해진 정답에 의해 메워질 수 있는 부차 이고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제기하는 질문은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는 

개방 이고 확장 인 질문보다는 지식의 단순한 재생, 이해와 련된 폐쇄 이고 수렴 인 질문

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박철웅, 2004; Sellappah et al., 1998; Wimer et al, 2001), 학습자

에게 개방 이고 확장 인 질문을 하 을 경우에도 학습자 사고를 자극한다는 결과도 일 된 

견해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학습자 질문은 자신의 사고과정을 통하여 당혹감이나 정보

에 한 욕구 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기 하기 해서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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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던져주는 질문보다 학습자 스스로가 제기한 질문이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할 가능성이 더 

높다(양미경, 1992; Cuccio-Schirripa & Steiner, 2000). 사고는 학습자 본인의 문제의 인식과 함께 

시작되며, 스스로 질문을 하는 것에 의해서만 발되기 때문에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

로 제기하는 학습자 질문은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의 질문이 매우 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학습자 질문

에 한 연구자들의 심이 어서가 아니라, 수업에서 제기되는 학습자의 질문이 교수자 질문

에 비하여 거의 일어나지 않아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학습자들

이 수업시간에 질문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양미경, 2007; 임호용, 황청일, 

2010; Buseri, 1987; Michelle, 2001), 보통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수자는 평균 1분에 2번의 질문을 

한 반면, 학습자는 1시간에 약 2회 정도 질문을 하고 있다(Dillon, 1982).

그러나 학습자 질문이 다는 것은 다시 두 가지 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학습자들

이 정말로 아무런 질문 거리가 없어 질문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마음속에서 질문할 것이 

있음에도 실제로 교수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다. 지 까지 많은 연구들은 학습자 질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보는 질문생성 훈련에 련된 연

구들(김은숙, 2000; 김정자, 2001; 정 란·배재희, 2002; Costa, Gallastegui, & Otero 2000; 

Cuccio-Schirripa, 2000)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

습자는 자신의 도식(schema)에 따라 여러 종류의 불일치를 포함하는 인지  갈등이나 당혹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학습자 마음속에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 다. 즉, 학습자에게 

질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학습자의 언표화(speaking)된 질

문만을 연구 상으로 삼은 것이다. 

재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 질문을 해하는 요소들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지만, 주로 ․
등학교 학습자를 상으로 이루어졌으며(김 식 외, 1993; 김진만, 1995; Buseri, 1987; 

Cuccio-Schirripa, 2000; Dillon, 1990; Graesser & Person, 1994; Scardamalia & Bereiter, 1992), 

학습자 질문 해 요인을 체계 이고 객 인 에서 분석하기보다는 사회학 인 에서 

주로 분석되었다. 특히 ․ 등학교와는 다른 수업 상황의 학 학습자를 상으로 학습자 질문

과정과 해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 교수-학

습 상황에서 학습자 질문과정과 학습자 질문을 해하는 요인들을 실증 이고 총체 인 에

서 심도 있게 밝히고자 한다.

첫째, 학 교수-학습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자들의 질문행동 실태와 질문존재 여부를 분

석한다. 

둘째, 학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질문행동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지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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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다.

셋째, 학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 질문과정에 교수자 지지와 환경  지지가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를 밝힌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학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의 질문행동 차와 련된 요소들은 학습자의 질문에 한 

행동 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Ajzen & Fishbein, 1980; Newman, 1990). 우선 연구자는 선행

연구와 문헌을 토 로 학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네 가지 단계를 통하여 질문행동

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의 이론  가설 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본 연구의 이론  가설 모형

 

첫째, 학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는 교수자가 수업을 하는 동안 자신의 도식(schema)에 

따라 여러 종류의 불일치를 포함하는 인지  갈등(cognitive confusion: CC)을 경험할 것이다. 둘

째, 이러한 인지  갈등이나 당혹감은 학습자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having questions: HQ)을 가

져온다. 셋째, 학습자는 이러한 인지  갈등이나 당혹감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는 여러 가지 이유, 특히 학습자 질문에 향을 주는 교수자 

지지(perceived teacher support of questions: PTSQ)나 환경  지지(perceived environmental 

support of questions: PESQ)로 인하여 교수자에게 실제로 질문하는 것을 지하거나 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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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inhibition & hesitation: IH)에 향을 다. 마지막으로 학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는 마

음속에 생성된 질문을 교수자에게 실제로 질문(asking questions: AQ)을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

면, 학 교수-학습 상황에서 생성되는 학습자의 인지  갈등이 마음속의 내재된 질문을 가져오

며, 이는 교수자 지지와 환경  지지의 향을 받는 지와 주 함의 요인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학습자 실제 질문행동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 상자의 인구학  변인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학습자의 경우에는 서울에 

소재한 4년제 2개 학과 3년제 1개 학, 총 3개 학의 학습자(N=210)를 상으로 하 다. 각 

수업의 교수자의 통제 하에 연구자가 직  설문을 실시하 으며, 설문에 응한 학습자  성실하

게 응답하지 않은 상자 10명을 제외한 총 20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상으로 하 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 에서 남학생은 22명(11.0%), 여학생은 178명(89.0%)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은 72명(36.0%), 2학년은 83명(41.5%), 3학년은 27명(13.5%), 4학년은 18명(9.0%), 공계열로는 

인문‧사회 93명(46.5%), 이‧공학 7명(3.5%), 의학/간호 95명(47.5%), 체능 5명(2.5%)이었다. 

<표 1> 연구 상자의 인구학  변인 

변인 구분
인원

(N)

백분율

(%)

성별
남 22 11.0

여 178 89.0

학년

1학년 72 36.0

2학년 83 41.5

3학년 27 13.5

4학년 18 9.0

전공계열

인문․사회 93 46.5

이·공학 7 3.5

의학/간호 95 47.5

예체능 5 2.5

성적 

상 50 25.0

중 54 27.0

하 4 2.0

결측치 92 46.0

전체 2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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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의 구성과 내용 

학습자 질문과정을 측정하기 하여 Karabenick & Sharma (1994)가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

다. 학습자의 지  혼란을 나타내는 인지  갈등(CC), 인지  갈등을 통해 학습자 내면에 질문이 

생성되어 있지만, 아직 교수자에게 표출하기  단계를 나타내는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HQ), 

학습자가 마음속에 질문이 생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 교수자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지와 주 함(IH), 학습자가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을 교수자

에게 실제로 언표화하여 질문하는 것을 나타내는 실제 질문행동(AQ)의 네 가지 변인으로 구성

되었다. 학습자의 설문문항은 10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각 변인은 2개 문항으로 총 8개 문항

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로 재구성하 으며, 신뢰도(Cronbach's ɑ)의 경우 

인지  갈등 .742,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 .808, 지와 주 함 .809, 실제 질문행동 .690 으로 양호

하게 나타났다.  

학습자 질문에 한 교수자 지지(perceived teacher support of questions)를 측정하기 하여 

Karabenick & Sharma (1994)가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 다. 학습자 설문문항의 경우, 5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6개의 역으로 구성되었다. 학습자 질문행동에 한 특별한 설

명(specific instructions), 학습자 질문에 한 정보  반응(informative responses), 학습자 질문

에 한 감정  반응(emotional response to question), 학습자 질문에 한 교수자의 가치인식

(value of questions), 학습자 질문에 한 보상(reward),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

(opportunity)으로 각 역은 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

수자 지지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ɑ)는 .912로 나타났다. 

학습자 질문에 한 환경  지지(perceived environment support of questions)를 측정하기 

하여, 연구자는 우선 선행연구와 참고문헌, 그리고 개방형 설문지를 활용한 비조사를 실시

하여 환경  지지의 문항을 개발하 다. 학습자 질문에 한 환경  지지(perceived 

environmental support of questions) 척도는 크게 수업분 기, 수강인원 성, 동료학습자의 

반응, 수평  수업 계의 네 가지 역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하 다. 이 연구도구의 양호도 검

증을 해 교육학을 공한 박사학  소지자 2인, 박사과정 학원생 1인에게 의뢰하여 내용타

당도 검증을 받았다.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s ɑ)는 .875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학습자 질문에 향을 주는 교수자 지지와 환경  지지의 각 잠재변수를 문

항의 형태에 따라 정  문항과 부정  문항의 두 가지 측변수로 나 었다. 이는 학습자들의 

반응은 반  방향의 문장보다는 같은 방향의 문항에 해 일 된 반응을 보이므로, 문항 형태로 

변수를 나 어 정의하는 것이 더 합하기 때문이다(Carmine & Zeller,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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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의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변수에 한 기본정보와 분석 모형을 결정하기 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

분석, 구조방정식을 실시하 다.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 분석은 SPSS 18.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구조방정식은 AMOS 18.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구체 으로 첫째, 학 교수-학습상황에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질문행동 실태를 조사하기 

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각 문항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학습자들의 질문

행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지를 조사하기 하여, 기술통계, 상 분석,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 질문행동과 련이 있는 인지  갈등(CC), 마

음속에 생성된 질문(HQ), 실제 질문행동(AQ), 지와 주 함(IH), 교수자 지지(PTSQ), 환경  

지지(PESQ)가 얼마나 학습자 질문행동에 향을 주는지를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모형의 합도(goodness of fit)를 평가하기 해서 χ2검

증과 다양한 합도 지수를 함께 사용하 다. 우선 χ2검증은 구조방정식모형이 개발된 기, 

모형의 합도를 단하기 한 방법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이다. 그러나 χ2검증은 표본 크

기에 민감하고, 가설이 상당히 엄격하여 모형을 무 쉽게 기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단 이 있

다(김주환 외 2009). 이를 보완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합도 지수 에서 표본 크기

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 으며, 합도 평가 지수의 기 이 확립된 비표 부

합치(TLI), 비교부합지수(CFI), 근사 평균 오차 제곱근(RMSEA)을 통해 모형의 합도를 평가하

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학습자 질문빈도 및 질문존재 여부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수업시간에 거의 질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수자에게 궁 한 질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질문이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교

수자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학습자 1인당 교수자에게 던진 질문빈도를 살펴보면, 학습자들은 교수자에게 1학기(14

주) 동안 수업시간 에는 54개, 수업시간 외에는 141개로 총 191회의 질문을 하 다(N=200). 

이는 학습자 1인당 1시간 수업상황(50분)에서 수업시간 에는 0.009개, 수업시간 외에는 0.025

개, 총 0.034개의 질문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교실에서 학습자가 1시간에 

약 2회의 질문(Dillon, 1990)을 한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학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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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의 질문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김진만, 1995; 양미경, 2007; 임호

용·황청일, 2010)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체 학습자  130명(65%)의 학습자들은 마음속에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질문을 하지 못한다고 하 다. 실제 으로 학습자들의 질문은 수업시간 외에 질문

한 빈도(141회)가 수업시간 에 질문한 빈도(54회)보다 약 2.6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수자의 행동  태도와 련된 교수자 변인과 동료학습자, 수강인원, 

수업분 기, 교수자와의 계와 련된 환경  변인 등 다양한 변인들이 학습자의 질문을 억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교수자 지지와 환경적 지지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교수자 지지와 환경  지지 모형에 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교수자 지지 모형의 

χ2검증 값은 94.605(df=46, p=.000<ɑ=0.05)로 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χ2 검증

은 모형이 변인사이의 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무 엄격한 가설을 설정하고 있어, 가설

을 아주 쉽게 기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 과 표본 크기에 매우 민감하다는 제한 이 있다(홍

세희, 2000; Cudeck & Henly, 1999). 이러한 χ2검증의 제한 으로 인하여, 모형검증에 유용한 

지표로 알려진 TLI, CFI,  RMSEA 의 세 가지 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수자 지지 

모형은 TLI = .953, CFI = .967, RMSEA = .073 로 나타나 비교  합한 모형임을 검증하 다.  

보통 TLI와 CFI의 경우 1부터 0의 연속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 값이 .90 이상이면 좋은 

합도라고 할 수 있으며(Bentler, 1990; Tucker & Lewis, 1973), RMSEA 값은 .05 이하면 좋은 

합도, .05～.08 사이면 괜찮은 합도이며, .10 이상이면 부 한 합도이다(Browne & 

Cudeck , 1993). 교수자 지지 모형의 요인 재치는(factor loading)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제

공=.965, 학습자 질문행동에 한 특별한 설명=.944, 학습자 질문에 한 교수자의 가치인식

=.879, 학습자 질문에 한 감정  반응=.848, 학습자 질문에 한 보상=.718, 학습자 질문에 

한 정보  반응=.582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  .05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환경  지지 모형의 확인  요인분석 결과, 수평  계 변인에서 오차분산이 음수로 나타나

는 Heywood case가 발생하 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오차 분산

값을 0.005로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하 다. 환경  지지 모형의 χ2검증 값은 

24.945(df=16, p=.071>ɑ=0.05), TLI = .989, CFI = .994, RMSEA = .053 로 나타나 비교  합한 

모형임을 검증하 다. 환경 지지 모형의 요인 재치는(factor loading)은 수업분 기=1.000, 수

강인원의 성=.976, 동료학습자의 반응=.552, 수평  수업 계=.329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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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05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2]과 

[그림 3]과 같다.

[그림 2] 교수자 지지 모형과 표 화된 계수 추정치

[그림 3] 환경  지지 모형과 표 화된 계수 추정치

3. 학습자 질문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간의 상관관계

학습자 질문행동에 향을 주는 변인 간의 상 계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학습자의 인지

 갈등(CC)과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HQ) 간의 상 계수는 .324, 인지  갈등(CC)과 지와 주

함(IH)의 상 계수는 .286로 나타났다. 지와 주 함(IH)과 교수자 지지(PTSQ) 간의 상 계

수는 -.357, 지와 주 함(IH)과 환경  지지(PESQ) 간의 상 계수는 -.385로 나타났다.  지

와 주 함(IH)과 학습자의 실제 질문행동(AQ) 간의 상 계수는 -.498로 나타났고, 실제 질문행

동(AQ)과 교수자 지지(PTSQ), 그리고 실제질문행동(AQ)와 환경  지지(PESQ) 간의 상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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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측정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인지적 갈등

(CC)

갈등1 2.910 1.099 -.072 -.847

갈등2 2.935 1.107 -.116 -.807

마음속에 내재된

질문 (HQ)

내재1 2.889 .949 -.060 -.932

내재2 2.950 .906 .227 -.569

금지와 주저함

(IH)

금지1 3.296 .955 -.417 -.390

금지2 3.335 .998 -.377 -.528

는 .342, .249로 각각 나타났다. 인지  갈등(CC),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HQ), 지와 주 함(IH), 

실제질문행동(AQ), 교수자 지지(PTSQ), 환경  지지(PESQ) 간의 상 계는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HQ)과 실제질문행동(AQ), 교수자지지(PTSQ), 환경 지지(PESQ)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수

 .05에서 유의하 다. 

 

<표 2> 학습자 질문행동의 주요 변인 간의 상 계

 
인지적 갈등 

(CC)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 

(HQ)

금지와 

주저함

(IH)

실제 

질문행동

(AQ)

교수자 

지지

(PTSQ)

환경적 

지지

(PESQ)

인지적 갈등 

(CC)
1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 

(HQ)
.324(*) 1

금지와 주저함 

(IH)
.286(*) .428(*) 1

실제 질문행동

 (AQ)
-.200(*) .044 -.498(*) 1

교수자지지 

(PTSQ)
-.172(*) -.132 -.357(*) .342(*) 1

환경적지지 

(PESQ)
-.261(*) -.159 -.385(*) .249(*) .535(*) 1

 

*p<.05

4. 학습자 질문행동 구조모형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각 변의들의 정상분포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왜곡된 결과가 도출

될 수 있기 때문에(Hong, Malik, & Lee, 2003),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기에 앞서 각 변인들의 

정상분포조건이 충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

조방정식모형을 용하는 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2<왜도<2, -4<첨도<4)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각 변인들의 평균, 표 편차, 편포도와 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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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질문행동

(AQ)

실제1 2.660 1.024 .184 -.651

실제2 2.240 .978 .608 -.310

교수자 지지

(PTSQ)

교수1 3.335 .690 -.490 .394

교수2 3.625 .671 -.385 .396

환경적 지지

(PESQ)

환경1 3.294 .805 -.345 -.103

환경2 3.304 .748 -.159 -.356

연구모형을 통해 추정된 경로계수를 살펴보기에 앞서, 연구모형의 합도를 분석하 다. χ2

검증 값은 51.369(p=.238>ɑ=0.05), TLI = .993, CFI = .995, RMSEA = .027 로 나타나  합

지수와 상  합지수를 통하여 살펴본 본 연구모형은 다음의 <표 4>와 같이 좋은 모형임이 

검증되었다.

<표 4> 연구모형의 합도

χ2 df P TLI CFI RMSEA

모형 51.369 45 .238 .993 .995 .027

학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의 인지  갈등(CC)은 학습자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HQ)에 

정 으로 향을 주었으며,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냈다. 이는 교수-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인지  갈등이 증가할수록 학습자의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이 증가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  갈등이 학습자가 질문을 갖는 데 정 인 향을 

다는 선행연구들(Newman, 1990; Karabenick & Sharma, 1994; van der Meij, 1988)의 결과와 

일치하 다. 이 게 학습자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HQ)은 학습자의 실제 질문행동(AQ)과 질문

에 한 지와 주 함(IH)에 정 인 향을 주었으며,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

한 값을 나타냈다. 이는 학습자의 마음속에 질문이 존재하지만, 학습자가 교수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강하게 지하거나 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습자가 교수자에게 질문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표출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다. 교수자 지

지(PTSQ)와 환경  지지(PESQ)는 지와 주 함(IH)에 부정 인 향을 주었고, 학습자의 질문

에 한 지와 주 함(IH)은 실제 질문행동(AQ)에 부정 인 향을 주었으며, 모두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냈다. 이는 학습자의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을 실제 질문

행동으로 높이기 해서는 학습자 스스로가 질문에 한 지와 주 함의 행동을 낮추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의 질문에 한 지와 주 함은 교수자 지지  환경  지지

와 한 계를 갖고 있는데, 학습자 질문에 한 교수자 지지와 환경  지지가 정 일수록, 

학습자들은 질문에 한 지와 주 함이 감소하여, 학습자들의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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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으로 교수자에 한 학습자 실제 질문행동으로 언표화 할 수 있다. 이는 교수자가 학습자 

질문에 한 정  지지가 높을수록 학습자의 질문에 한 지와 주 함을 감소시켜 학습자 

실제 질문행동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 다(Karabenick & Knapp, 1994; 

Maskill & Pedrosa de Jesus, 1997; Schwager & Newman, 1991). 한 환경  변인을 구성하는 

수업분 기, 교수자와의 수평  계, 수강인원의 성, 동료학습자의 반응에 한 정  지

지가 높을수록 학습자의 지와 주 함을 감소시켜 학습자 실제 질문행동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실증 으로 분석하여 밝 내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 [그림 4]와 같다.

<표 5>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

구조 모수 추정치

인지적 갈등 →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 .388(.407)*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 → 실제 질문행동 .610(.597)*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 → 금지와 주저함 .473(.463)*

환경적 지지 → 금지와 주저함 -.333(-.305)*

교수자 지지 → 금지와 주저함 -.206(-.176)*

금지와 주저함 → 실제 질문행동 -.997(-.997)*

주. 숫자는 비표 화 계수이고 표 화 계수는 호 안에 제시 * p<.05 

[그림 4] 학습자 질문과정  해요인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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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모형 변인들의 효과 분석과 매개모형 검증

매개효과(meditation effect)를 검증하기 해서 Amos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부트스트랩 

차에 따라 간 효과를 검증하 다. Mackinnon, Krull, & Lockwood (2000)는 간 효과를 검증

하는 기존의 14가지 방법을 1종 오류와 통계  검증력의 에서 평가하 는데, 가장 많이 사

용되는 Baron & Kenny (1986)의 방법이 약한 통계  검증력을 지니고 있어 Sobel (1982)의 차

를 추천하 다. 그러나 Sobel 차의 경우에도, 간 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할 때, 표 오차의 문

제가 제기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Shrout와 Bolger (2002)가 표 오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

법으로 제안한 부트스트랩 차를 활용하 다. 부트스트랩 차는 통계  추정치의 유의도를 결

정함에 있어서 경험 인 방법을 제공하는 차인데, 본 연구에서는 Shrout와 Bolger의 제안에 

따라 1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200)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 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 다. 즉 간 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유의수  .05에서 유의한 것으

로 단하 다. 학습자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HQ)과 실제 질문행동(AQ) 간에 직 효과의 경로

계수는 .597, 학습자의 질문에 한 지와 주 함(IH)의 간 효과의 경로계수는 -.462로 나타나 

총효과의 경로계수는 .135 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학습자 질문행동 구조모형 변인들의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

구조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인지적 갈등 →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
.388(.407)* .388(.407)*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
→ 실제 질문행동 .610(.597)* -.471(-.462)* .139(.135)*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
→ 금지와 주저함 .473(.463)* .473(.463)*

환경적 지지 → 금지와 주저함 -.333(-.305)* -.333(-.305)*

교수자 지지 → 금지와 주저함 -.206(-.176)* -.206(-.176)*

금지와 주저함 → 실제 질문행동 -.997(-.997)* -.997(-.997)*

주. 숫자는 비표 화 계수이고 표 화 계수는 호 안에 제시 * p<.05

학습자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HQ)이 학습자의 실제 질문행동(AQ)에 향을 미칠 때, 학습자

의 질문에 한 지와 주 함(IH)에서 부분매개모형(partial mediation model)의 간 효과가 

발생하 다. 그러나 질문에 한 지와 주 함(IH)의 매개변인은 직 효과와 간 효과에 한 

경로계수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 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 효과와 간 효

과가 정반 의 부호를 지닐 경우 억제효과(suppression effect)가 존재한다(Mackinno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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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Tzelgov & Henik,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억제효과를 확인하 다. 

첫째, 변수 간 상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개모형 검증 시 계가 유의하게 나타나거나 는 

계의 방향이 정반 로 나타날 때 억제효과가 있다고 단할 수 있다(Cohen, Cohen, Aiken, 

& West, 2002). 이를 확인하기 해 측정모형 검증 시 확인된 독립변수(마음속에 생성된 질문, 

HQ)와 종속변수(실제 질문행동, AQ) 간에 상 계수와 매개모형 검증에서 나타난 직 효과의 

경로계수를 비교하 다. 유의수  .05에서 상 계수는 .044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직

효과의 경로계수는 .61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상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개

모형 검증시 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HQ)이 실제 질문행동(AQ)

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지와 주 함(IH)이 억제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결과를 지지하 다. 

다음으로 지와 주 함(IH)라는 억제효과를 확인하기 해 MacKinnon et al. (2000)이 제안

한 차를 따랐다. 일반 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변수를 설정하면 매개변수가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계를 일부분 는 부를 설명하기 때문에, 결과 으로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의 상 의 크기는 어든다. 그러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제 3의 변수를 투입했을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 이 오히려 커질 수 있는 데, 이 경우 억제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Conger, 1974; MacKinnon et al., 2000). 따라서 지와 주 함(IH)의 억제효과를 검증

하기 하여 지와 주 함(IH)의 매개변수를 투입하기 과 후에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HQ) 

변수의 상 계수가 증가하는지를 확인하 다.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HQ)이 실제 질문행동(AQ)

에 향을 미치고 있을 때, 지와 주 함(IH)의 매개변수를 투입 보다 투입 후에 상 계수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  .05에서 유의하 다. 이는 학 교수-학습 상황에서 질

문에 한 지와 주 함(IH)의 변수가 억제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지지하 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지와 주 함 변수의 억제효과 검증

구조
금지와 주저함 변수 

투입 전

금지와 주저함 변수 

투입 후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 → 

실제 질문행동
.044 .597*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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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 질문의 존재여부, 학습자 질문과정, 그리고 학습자 

질문을 해하는 요인을 실증 으로 분석하 다. 학 수업에서 학습자의 질문행동을 높이기 

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 수업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질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업에 임해야 한다. 둘째, 학 수업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인지  갈등을 자극하여 질문을 

생성하게 유도하고, 이러한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은 실제로 표출할 수 있도록 극 인 교수자 

지지와 환경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교수자는 수업에서 학습자 질문행동을 진 혹은 

감소시킬 수 있는 심  주체로, 매우 높은 상 을 보이는 교수자 지지와 환경  지지의 두 가

지 요소들에 해 정 인 심과 태도를 가지고 학습자들이 질문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발 인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한 3개 학교 인문․사회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 210명(여학생 178명, 남

학생 22명)을 상으로 편의표집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학생에게 일반화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학습자 질문행동에 향을 주는 변인을 교수자 변인과 

환경  변인의 두 가지 변인들만을 고려하여 연구를 실시하 다. 그러나 학습자 질문행동은 자

신감, 동기, 성격, 의사소통능력 등 학습자 내  특성과 수업과목, 교수방법, 수업풍토, 친 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결과를 일반화하기 해서는 이를 고려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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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Study on Students' Questioning Behaviors Process 

and Hinderance Factors in University Class
 

Hwang, ChungIl*

Lim, HoYong**1)2)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analyze students' questioning process and 

hinderance factors in university class. Data were collected from 200 students through a 

questionnaire in university. It was analyzed with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students engaged in almost no questioning even if they had questions in their mind. 

Second, the student’s cognitive confusion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having questions, 

and the student’s having questions had a positive effect on inhibition and hesitation, and asking 

questions. Third, perceived teacher support of questions and perceived environmental support 

of questions decreased inhibition and hesitation and inhibition and hesitation decreased asking 

question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based in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with some 

sugges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Key words: Student question, Student questioning, Questioning behaviors, University class, 

Question hinderance, Question fac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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