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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 연구는 학생 질문 중심의 문학 감상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한 선행
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로, 수업에 참여했던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설문과
면접한 내용을 토대로 수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학생 질문 중
심의 수업은 배워야 할 지식을 교사가 설명하고 학생이 그 내용을 이해하
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방식 대신에 학생이 배워야 할 내용
에 관해 스스로 질문을 제기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방식의 수
업을 의미한다. 학생 질문 중심 수업은 학생이 제기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수업의 내용이 결정되고 학생이 교과의 본질적인 질문에 도달하는 것을
학습의 목표로 삼는다.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문제의 답을 아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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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 교육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는 문제의
식이 담겨있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대화에서 질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관
찰 결과는 100년 전의 논문에서 이미 다루어지기 시작했다(Gall, 1970:
707). 물론 교실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질문은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이

응답하는 것이고, 이 사실에는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큰 변화가 없다. 그
래서 교육에서의 질문 연구는 교사의 질문에 대한 연구에서 먼저 시작되
었다. 질문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블룸의 ‘교육목
표분류학’이 등장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제출된 여러
가지 인지 분류 체계들이 교사의 질문을 유형화하는 데 기준으로 활용되
면서 교사 질문의 양상과 그 효과를 분석하는 1960년대의 여러 연구를 가
능하게 했다. 대표적인 예로 타바의 연구는 교사의 질문이 학생의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데, 가장 단순한 인지 유형에 해당하는 회상 질문에서부터
추상의 정도가 높은 질문까지 다양한 유형의 질문을 단계적으로 제시하
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Taba, 1964: 524-534).
1970년대에는 교사의 질문을 유형화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이전의

연구를 이어받아 학생에 의해 제기되는 질문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고, 갈
은 학생의 질문을 유형화하는 것을 넘어 학생이 물어보도록 독려해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Gall, 1970:
707-721). 이어서 이후 1980년대에는 인지심리학의 영향에 힘입어 정보를

탐색하는 질문(information question)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는
질문(comprehension monitoring question)이 학생이 익혀야 할 질문으로 새
롭게 부각되었다(Bean, 1985: 335-358). 이 시기의 연구를 참조하면 학생이
생성한 질문들은 학생이 글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들어 이해와 기
억을 돕고, 스키마를 활성화시켜 기존 지식과 글에 제시된 새로운 정보의
연결을 촉진하고 독해 과정을 학생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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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정리되고 있다(Wong, 1985: 227-268).
박정진(2006)의 지적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는 교육에
서의 질문 연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질문에 대한 인지적 관점
에서의 접근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새로운 관점으로의 전환
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관련 연구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1990
년대 질문 연구는 인지심리학적 접근보다는 듀이의 ‘탐구(inquiry)’ 개념에
따른 접근이 부각되었다는 설명이 있다. 이 새로운 관점에 따르면 학생들
로 하여금 특정한 질문을 생성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대신에 학생들이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는 호기심을 살려내어 수업의 중심으로 삼는 인식
의 전환이 요청된다(Commeyras, 1995: 101-106).
국내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질문 관련 연구
가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들은 주로 질문의 유형에 따른 효과나
질문 생성 전략 또는 질문을 중심으로 한 교과별 수업 사례를 다루고 있
다. 그 중에서도 학생의 질문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을 살펴보면 질문을
학습 기술이나 전략의 하나로 보고 질문이 학습효과나 학업성취도, 텍스
트의 이해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런 연구들은
대개 학생 스스로 제기하는 질문이 학습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수연, 1990; 이윤옥, 2003; 범선경, 2009 등). 하지만
그간의 국내외 연구 성과를 두루 검토해 볼 때, 질문 교육이 뚜렷한 효과
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한 연구도 있었다(조재윤, 2005). 그렇
다면 학생들에게 질문을 훈련시키는 수업은 방법의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보다는, 학생들의 수준이나 수업의 내용에 맞추어 설계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국내외의 많은 관련 연구들이 질문의 유형, 효과, 생성 전략에 대해 주
의를 기울여온 가운데 질문의 방법이 아니라 질문의 교육적 본질을 재조
명한 연구들이 눈길을 끈다. 양미경(1992)은 교육의 본질과 질문의 속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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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으로 동일하므로, 교육이란 높은 수준의 질문을 추구해 가는 활동
이며 질문은 곧 교육의 목적이자 원동력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더해
이혜진(2009)은 교육적 질문이란 학습자가 교과 지식을 배움으로써 이전
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해 온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와 삶을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개념화했다. 이러한 연구는 가르쳐야할 지식이 따로 정해져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거나 습득하기 위한 기술로 질문을 바라보는 관
점과는 구분되는 위치에 서 있다. 대신 앞서 언급한 듀이의 탐구 개념으
로 접근하는 질문 교육과 통한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학생 스스로가 질문을 제기하고 그 질
문에 답을 모색하는 과정이 수업의 중심이 되는 문학 감상 수업을 구상하
고 실행하였다.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수업에서 학생들은 작품을 읽는 동
안 발생하는 일차적이고 비교적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하여 질문을
해결해 나가며 보다 심층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질문에 대한 답을 동료 학생들과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협력하여 찾아나감으로써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축하는 배움이 일어
나기를 기대하였다.
이 수업의 목표는 학생이 텍스트가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 언
어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며, 문학 작품의 감상이 당장의 정보를
구하는 것보다 삶과 연관되는 질문을 얻는 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문학 작품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
주고 그 질문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작품을 읽는 동안은 물론, 작품 읽기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긍정적인 경험은 문학 작품에 대
해 스스로 질문하는 태도와 능력을 강화하는 데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기존의 연구들 중에는 질문을 분류하고 연습하는 방법을 통해 질문 생
성 능력을 함양하는 수업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연구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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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연습보다는 충분히 질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스스로 다루어 보는 경험
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질문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중, 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춘향전>을 감상하는
수업을 학생 질문 중심으로 설계하여 수행하였고, 수업에서 제기되었던
학생들의 질문을 유형화하였다. 수업을 학생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
하다보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지 못했을 경우에 교사가 각각의 질
문들에 대해 적절하게 또는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각 학교급별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의 예시와 함께 유형을 분
류함으로써 교사가 미리 교육 내용을 준비하고 학생들의 질문이 갖는 의
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심화시킬 수 있는 안내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
다.
이번 연구에서는 수업을 실행한 후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실시하여 학생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수
업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검토해 보았다. 수업 참여자들의 소감을 종
합해 보았을 때 교사와 학생 모두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서 스스로 질문을
떠올리는 활동 자체가 평소의 수업과 다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
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서로 다른 다양한 질문들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
정에서 즐거움을 맛보기도 했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과 교사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학생 질문 중심의 문학 감상 수업에 대해 반성적인 고찰을 해보
고자 한다.

Ⅱ. 학생 질문 중심 수업의 실행 사례
학생 질문 중심의 수업은 ‘배움의 공동체 수업’의 원리를 참조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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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였다. 배움의 공동체 수업은 만남과 대화를 통해 의미를 구축하는 활
동을 강조하여, ‘텍스트와의 만남’, ‘타자와의 만남’, ‘자신과의 만남’을 수
업의 요소이자 배움의 과정으로 설정하고 있다(손우정, 2012). 이에 따라
수업은 크게 학생들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질문을 동료 학생들
과 교류하여 해결하는 단계와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선별된 질문에 대해 논
의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가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던
지는 질문에 대해 생각하는 단계로 구성하였다. 수업의 세부적인 절차와
자료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수업을 통해 점검을 거쳐 확정하였
고, 이후에 중학교 2학년 6개 학급과 고등학교 1학년 4개 학급을 대상으
로 실제 수업을 실행하였다. 실제 수업은 2013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진
행되었고, 세 명의 교사가 각각 자신이 맡은 학급의 수업을 이끌었다.
설계된 수업은 (1) 질문 생성과 교류 (2) 질문 선별 (3) 질문 공유와 탐
구 (4) 질문 성찰의 단계로 진행하였다(송지언, 2014). 실제 수업은 질문
성찰 이후 학생 설문조사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졌고 학습 시간은 학급마
다 조금씩 다르게 진행되었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아래의 표는 수업의
전개를 일반화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3차시 동안 진행된 수업의 차시
사이사이에는 교사가 학생들의 활동지를 검토하여 질문을 검토하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표 1> 학생 질문 중심 문학 감상 수업의 단계

수업 단계
도입

학습 시간
1차시 10분

활동 유형
일제 학습

질문 생성

1차시 30-40분

개별 학습

질문 교류 및
선별(1)

2차시 20분

조별 학습

질문 선별(2)

2차시 25-30분

일제 학습

수업 내용
수업 안내 및 동기 유발
독서 과정에서 떠오르는 질문을
활동지에 정리
모둠원들과 활동지를 돌려보며 서
로의 질문에 교차 응답한 뒤 모둠
대표 질문 선정
모둠 대표 질문을 칠판에 적어 반
전체와 공유하고 교사와 함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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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후 반 대표 질문 2개 선정
2차시 수업 후 교사는 선정된 대표
질문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여 수
업 준비
질문 공유와
탐구

3차시 30분

일제 학습

반 대표 질문에 대한 충분한 논의

질문 성찰

3차시 15-20분

개별 학습

텍스트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한 생각 정리

수업은 중, 고등학교 모두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춘향전> 텍스트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1) 수업에 사용된 텍스트는 예비 수업을 진행한 중
학교에서 선택하여 가르치는 교과서였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아직 <춘향
전>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이 읽은 대목은 교과서에 수록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몽룡이 어사또를 제수 받고 남원으로 돌아와 월매
가 치성 드리는 광경을 목격하는 대목부터 <춘향전>의 마지막까지였다.
학생들이 제기했던 질문들을 질문 생성 요인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송지언, 2014).
<표 2> <춘향전>에 대한 학생 질문의 예

학생 질문의 유형

불완전한 독해
1차
질문

배경지식의 부족

학생 질문의 예
－이몽룡이 거지가 된 이유는? (중학생)
－춘향의 아버지는 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나? (고
등학생)
－이몽룡이 벼슬한 것이 장모 덕이라고 말하는 이유
는? (고등학생)
－사위를 백년손님이라고 한 까닭은? (중학생)
－이몽룡이 장모에게 반말을 하는 이유는? (중학생/
고등학생)
－향단이는 왜 자꾸 말을 반복할까? (예：마오 마오
그리마오) (중학생)
－춘향모가 담배를 피우는데, 당시에는 여자들도 담

1) 남미영 외, 뺷중학교 국어 3-2뺸, 교학사, 2012. 교과서에 수록된 춘향전 판본은 조현설
역, 뺷사랑 사랑 내 사랑아뺸, 나라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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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추론

기대의 불일치

해석의 종합

감상의 확장

심미적 질문
2차
질문

평가적 질문

배를 피울 수 있었나? (중학생/고등학생)
－충성 충자 완연터니 가운데 중자는 어디 가고 마
음 심자만 남은 이유는? (중학생/고등학생)
－춘향이는 왜 유언으로 이몽룡에게 선산발치에 묻
어 달라고 하였는가? (중학생/고등학생)
－변사또는 왜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었을까? (고등
학생)
－향단이는 왜 그렇게 이몽룡에게 잘 해줄까? (고등
학생)
－어사또는 왜 춘향이를 바로 구하지 않고 뜸을 들
일까? (중학생/고등학생)
－춘향이는 수청을 들지 않으면 죽인다고까지 하는
데 왜 수청을 들지 않았을까? (중학생)
－춘향이는 왜 거지꼴로 돌아온 이몽룡을 보고도 화
내지 않았을까? (중학생/고등학생)
－왜 이몽룡은 과거 공부를 하면서 춘향이에게 소식
을 전하지 않았을까? (중학생)
－이몽룡은 춘향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중학생
/고등학생)
－왜 <이몽룡전>이라고 하지 않고 <춘향전>이라고
할까? (왜 이몽룡이 주인공 같은가?) (중학생)
－이 소설은 실화인가? (고등학생)
－사람들이 <춘향전>을 많이 사랑해서 지금까지 이
야기가 전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생)*
－과연 나는 어떤 것을 이루거나 지키기 위해 어떠
한 모진 고통과 고난이 와도 계속 지킬 것인가?
(중학생)
－만약 나라면 변사또가 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고등학생)
－<춘향전>이 고전이 된 동력이 무엇일까? 시대는
계속 달라지고, 우위에 두는 가치도 계속 달라지
기 마련인데, 계속 고전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세
부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대학생)*

1차 질문은 학생들이 질문 생성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제기했던 질문들

이며 이 질문들 중에서 모둠 대표 질문과 반 대표 질문이 선정되었다. 1
차 질문을 생성할 때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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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뜻에 대해서는 되도록 질문하지 말고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유
롭게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보라고 요청하였다. 2차 질문은 반 대표 질문
에 대한 논의가 끝난 후 다시 개별학습으로 돌아와 학생 각자가 <춘향
전>이 나에게 남긴 질문을 떠올려 자신의 생각을 간략하게 서술한 내용
이다. 2차 질문에서 학생들은 한 단락 내지 두 단락 정도의 짧은 글을 써
서 제출하였으나 위의 표에서는 요지만 제시하였다. 단, 위의 표에서 ‘감
상의 확장’이나 ‘평가적 질문’에 해당하는 질문은 중, 고등학생들의 수업
에서는 많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던 대학생의 수업
에서는 제시되었던 사례가 있어 참고로 소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중,
고등학교 수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위에서 정리한 학생 질문들의 사례들을 볼 때, 학생들은 미숙한 읽기와
지식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낮은 수준의 질문에서부터 작품의 주제를 겨
냥하는 중핵적인 질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질문을 스스로 제기
할 수 있다. 그런데 ‘불완전한 독해’에서부터 ‘불완전한 추론’까지에 해당
하는 질문들은 수업에서 일일이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지엽적이고 수준이
낮아 보이기도 하지만 작품에 대한 충분한 감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학생들
은 1차 질문 단계에서 그와 같은 수준의 질문들을 많이 생성해내었고 이
를 통해 교사는 학생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
게 되었다. 이는 교사나 교과서 집필자의 관점에서 수업 시간에 다룰 만
한 의문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학생들이 실제로 궁금해 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보이다.
학생 질문이 중심이 되는 수업이 그렇지 않은 수업에 비해 성과를 거
두기 위해서는 비록 단순하고 수준이 낮은 것일지라도 학생이 모르는 것
을 하나씩 해결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작품에 대한 본질
적인 질문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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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심 수업을 실행해 본 결과와 함께 교사와 학생의 반응을 검토해
보면 학생들로 하여금 질문 자체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의미 있고 좋은 질문을 생성하게 하는 것 또는 학생들이 제출
한 질문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특히 반 대표 질문으로 선정된 최종 질문들의 양상으로
볼 때 학생들이 제출한 질문을 교사가 다루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표 3> 질문 유형별 반 대표 질문의 예

질문 유형

반 대표 질문의 예시
이몽룡은 왜 장모에게 반말을 쓰는가?
닫힌 질문
여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당시의 인식은 어떠했을까?
춘향이는 옥살이를 하면 힘들 것을 알면서도 왜 사또의 수청명령을 거
수 렴 절했는가?
질문 이몽룡은 왜 암행어사 출두 때까지 자신이 암행어사임을 밝히지 않았
을까?
열린
질문
이 소설의 제목이 <춘향전>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주인공이 왜 춘향이
확 산 일까?
질문 춘향이는 왜 이몽룡에게 헌신할까?
춘향처럼 목숨을 버릴 만큼 영원한 사랑이 현실에서는 가능할까?

반 대표 질문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1차 질문 중에서 모둠 활
동으로 해결되지 못했거나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질문을 학급 전체의 논
의를 통해 선별한 것이다. 이는 개별 학습과 조별 학습을 거치고 나서 일
제 학습으로 논의되는 질문인 만큼 학생들의 질문이 심화 발전되는 과정
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닫힌 질문보다는 학생 개인의 사고를 자극하고 학급 전체에서 다양
한 의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열린 질문을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 열린 질
문 중에서도 사건의 원인이나 인물의 행동에 대해 가장 타당한 해석으로
수렴되는 질문이 있는가하면, 주제에 관한 다양한 해석으로 확산될 수 있
는 질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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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업에서 위와 같은 닫힌 질문이 대표 질문으로 남아있었던 이유
는 해당 학급의 경우 교사가 질문 선별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
이다. 모둠 대표 질문으로 저와 같은 닫힌 질문이 나왔을 때는 반 대표 질
문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질문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 질문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열린 질문 중에
서 ‘영원한 사랑이 현실에서 가능할까?’와 같은 질문은 해당 학급의 교사가
질문 선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춘향이의 사랑에 관한 학생들의 질문을
보다 일반화시켜서 바꾸어 준 것이다. 하지만 교사가 질문 생성에 지나치
게 관여할 경우에 그 질문은 더 이상 학생이 제기한 질문이 아니라 교사가
제시한 문제처럼 여겨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수업을 마친 후에 학생들에게는 수업 소감을 묻는 간단한 설문을 했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 3명 중에 연구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과는 인터뷰
를 했다. 이를 토대로 연구자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수업에 참여했던 교
사와 학생의 의견을 통해 학생 질문 중심 수업의 의미를 돌아보고 개선해
야 할 지점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Ⅲ. 학생 질문 중심 수업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반응
1. 학생들의 반응
수업에 참여했던 중학생 105명과 고등학생 120명에게 다음 4개의 설문
에 대한 응답을 간단히 작성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학생 질문 중심 수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
들도 있었다. 학생들에게 익숙한 수업 방식이 아니었던 이 수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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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들의 글을 보면 학생들이 기존의 수업에서 아
쉬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들의 글을 보면 이러한 수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
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학생 설문 항목>
1. 이 수업에서 가장 즐겁게 참여한 활동은 무엇이며, 그 활동이 즐거웠던 이유는 무엇

입니까?
2. 이 수업에서 가장 하기 싫었거나 어려운 활동은 무엇이며, 그렇게 느낀 이유는 무엇

입니까?
3. 이 수업을 통해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4. 학생 질문 중심 수업과 교사 설명 중심 수업 중 배움이 더 잘 일어나는 수업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위 설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의 예를 몇 가지 들면 아래와 같다.
학생들은 1번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자신의 궁금증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감과, 다양한 의견들이 교류되는 소통의 즐거움을
언급하였다. 또 능동적인 배움을 경험했다고 표현한 학생들도 있었다.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감
* 알려 주는 것만이 아닌 진정으로 궁금한 것들을 알 수 있었다.(중학생)
* 직접 참여하는 것이 덜 지루하고 더 잘 기억에 남는다.(중학생)
* 그냥 선생님께 듣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확실히 기억에 남

는다.(중학생)
* 알고 싶은 점을 바로 알 수 있다.(고등학생)

차이의 발견과 소통의 즐거움
* 친구들이 생각하는 질문이 내 예상과 달리 너무 다양해서 놀라웠다.(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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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내가 궁금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궁금해 하는 친구들 덕분에
<춘향전>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즐거웠다.(고등학생)
* 타인의 질문과 그 대답에서 내가 전혀 떠올리지 못했던 것들을 내 것으

로 만들 수 있었고 생각을 넓힐 수 있었다.(고등학생)
능동적인 배움의 경험
* 보통 수업을 하면 그냥 생각 없이 배우고 지나가는데, 이런 수업을 통해

한 작품에 대해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다.(고등학생)
* 나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등학생)
* 질문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등학생)
* 내 삶도 질문으로 만들어 가자.(중학생)
* 질문의 수준이 높으면 재미있는 답이 나온다.(고등학생)

사람은 누구나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찾고 발견할 때는 의욕이 생기고
배움에 도전하게 되지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내용을 들을 때는 집중력
이 오래 가지 않는다(손우정, 2012: 37). 교사 설명 위주의 수업에서 학생
들은 쉽게 지루해하고 잘 모르는 것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
가는 경우가 많은데,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계속 쌓이다보면 아이들은 결
국 배움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학생 질문 중심 수업에서 학생들은 자
신이 수업에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높고’, ‘배움이 잘 일어난
다.’고 말한다. ‘가만히 생각 없이 설명만 듣는 걸로는 발전이 없다는 것,
직접 한 번 더 생각하고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만 더 빨리 발
전할 수 있다는 것, 어떤 것이든지 직접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는
한 중학생의 말에서 배움은 가르치는 만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으로 참여한 만큼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수업에서 많은 학생들이 가장 즐겁게 참여한 활동으로 ‘질문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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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와 ‘대표 질문 선정하기’를 꼽았다. 학생들은 의외로 동료들과 소통하
는 행위 자체에 큰 흥미를 보였다. 교사나 교과서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 학생이 대답하는 방식의 소통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의견이 충분히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 은연중에 ‘정답’을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대부
분의 학생은 오답을 말할 위험 대신에 안전한 침묵을 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자기가 모르는 것을 드러낼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
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또 자신의 질문에 반응하는 동료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는 평소 국어 수업의 담화가 교사 중심의
일방적이고 평면적인 형태에 너무 치우쳐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한다.
물론 이 수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한 학생들도 있었다. 일부 학생들
은 질문을 생성하는 것 자체를 낯설고 어렵게 느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질문에 대한 믿을 수 있는 답을 충분히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
하기도 했다.
질문하기의 어려움
* 막상 질문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떤 걸 질문해야할지 잘 몰랐다.(중학생)
* 물어 보고 싶은 건 너무 쓰잘데기 없어서 조리 있게 쓰기 힘들었다.(중학

생)
* 좋은 질문이 무슨 기준인지, 어떤 질문이 핵심을 찌르는 질문인지 판단하

기 어려웠다.(고등학생)
* 춘향전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려웠다.(중학생)
* 선행 학습을 통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라 질문할 것이 없었다.(고등

학생)
* 작품이 너무나 쉬워 질문하는 게 어려웠다.(고등학생)
* 춘향전의 내용이 그다지 공감가지 않고 거리감이 있어서 쓰기 어려웠다.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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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불만
* 학생들끼리 질문하고 답했던 것은 좋았지만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해 아

쉬웠다.(중학생)
*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뭔지 잘 모르고 효율성도 떨어진다.(중학생)
* 친구들의 설명은 뭔가 신빙성이 일어나지 않고 어설프지만, 교사들은 쉽

게 설명해주고 신빙성이 있다.(고등학생)

질문하기를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시범을 보이거나 연습할 기회를 제공
하여 낯선 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질문 생성 자체를 학생들에
게 훈련시키는 교수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먼저 질문의 유형에
대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다음은 연습을 위해 읽기 자료와 그 자
료로부터 제기된 질문들을 함께 읽고 학생들이 그 질문들을 분류하고 각
각에 답해보게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이 읽은 글에 대해
서로 다른 유형의 질문들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Raphael &
Wonnacott, 1985: 282-296).이 연구에서 설계한 수업은 질문 생성 훈련보다

는 질문이 가지고 있는 탐구와 소통의 본질을 경험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질문 방법에 대한 안내나 연습을 수업 절차에 포함시키
지 않았다. 하지만 스스로 질문을 생성하기 어려워하고 또 좋은 질문이 어
떤 것인지 궁금해 하는 학생들을 고려해서 앞으로의 수업에서는 짧은 텍
스트를 가지고 교사가 직접 여러 층위의 질문을 예로 들어 보이고 학생들
과 함께 답을 찾아보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간혹 스스로 질문 만드는 일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선행학습으로 모든 내용을 알고 있다거나 <춘향전>이 너무 쉬운 텍스트
라 더 이상 질문할 거리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 이런 학생들은 매우 문제
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고 있으며 그동안 능동적인 배움에 대한 의미 있
는 경험을 그다지 하지 못했던 것으로 예상된다. 질문은 자신이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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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한 자각에 그것을 알고 싶은 의지가 더해졌을 때 생겨나는 것이라
고 한다(양미경, 1992: 49).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은 교수자의 질문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이 가진 지식의 허점을 스스로 깨닫게 만든다. ‘무지의 지’
가 최선의 지혜라는 소크라테스의 교육관에 비춰볼 때, 부족함을 스스로
성찰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탐구의 열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
가 가질 수 있는 지혜의 한계는 분명하다.
이런 경우일수록 학생들이 저마다 다양한 궁금증을 표현하고 그러한
궁금증이 동료와 교사와의 소통 속에서 해소되며 질문이 심화되는 과정
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학생 질문 중심 수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을 보면, 학생들이 제기한 질문이 수업의 전
개에 따라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학생들이 제기
한 질문이 제대로 다루어진다는 의미는 교사가 질문의 성격에 따라 닫힌
질문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열린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
도록 격려하며, 동시에 학생의 질문이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제기된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을
알 수 없었던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던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은 설문 문항 4번에 대한 한 학생의 답변인데, 이 문제
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지적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현실적으로 시험을 보면 나의 질문보다는 이론적인 설명이 더 도움이 된다.
부정확한 정보나 빠진 내용을 그냥 넘어가 버린다. 그 상태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정리도 되지 않고 공황상태에 빠진다. 시험을 바란다면 교사 중심 수
업을, 진짜 문학이 무엇인가를 알고 작품을 깨닫고 느끼고 싶다면 학생 질문
중심 수업을 택할 것이다. 우리는 문학을 알고 싶으나 시험이 그걸 막고 있
다. 문학을 알려든다면 암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그 감정은 필요 없다. 고로,
어쩔 수 없이 나는 교사 설명 중심 수업을 택할 것이다.(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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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생은 학생 질문 중심 수업이 시험에 필요한 지식을 정확하게 다
루지 못하거나 빠뜨리고 제대로 정리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
다.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더 좋은 방식이 학생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하
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시험에 유리하기 때문에
교사의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 고등학생을 막론하고 학생 질
문 중심 수업의 경험이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평가에 대한 걱정에서
는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수업의 목표가 문학 감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하나의 질문을 얻는 것이라면 평가 역시 그 목표가 충분히 달성
되었는지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수업에서는 질문을 강조하고 시
험에서는 여전히 정답을 강조한다면 그 수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위 학생의 말처럼 ‘감정은 필요 없고, 암기가 필요한’ 시험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배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 나
름대로의 개념을 정립하게 되었을 텐데, 대부분의 수업이 교사의 지식 전
달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교사가 체계적으로 정리해주는 지식을 잘 전
수받으면 잘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학생 질문 중심의
수업을 했을 때 교사에 의해 전달되는 지식은 없고 전적으로 학생들에 의
해 구성된 지식뿐이니 배운 것이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학교 교육에 더
오래 노출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특히 지식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
한 요구가 컸다.
교육을 통해 학생이 얻게 되는 정보가 정확하고 믿을 만한 것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질문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이라고 해서 다를 수는 없다.
학생 질문 중심 수업에서 특히 닫힌 질문을 다룰 때는 정확하고 믿을 만
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식은 교사의 설명을 통해 알기 쉽
게 잘 정리된 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얻어지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낸 질
문을 탐구하면서 모호하고 복잡한 상태를 견딜 때 비로소 자기의 지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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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구성될 수 있다. 학생 질문 중심 수업은 탐구와 소통을 통해 질문이
해결되고 해결된 질문은 더 심화된 질문으로 진전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배움을 지속하게 하는 질문을 얻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설정한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은 지식의 전달보다는 질문의 발전이어야 할 것이다.

2. 교사의 반응
수업은 현재 중학교 교사인 공동연구자가 다른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수업을 마친 후에는 두 명의 교사들과
면담을 통해 수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수업을 직접 진행해보고 나서
연구자와 교사들이 느낀 가장 긍정적인 경험 중 한 가지는 학생들의 질문
을 통해 작품에 대한 교사의 감상이 확장되었다는 점이다(Commeyras,
1995: 103). 아동의 교실을 참여관찰법을 통해 연구함으로써 잠재적 교육과

정을 발견해낸 필립 잭슨에 따르면 교사의 만족감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
다는 개인적 유용성, 학생들의 진보를 볼 때 오는 성취감, 예기치 않은 일
에서 오는 흥분, 극적인 변화를 보는 데서 오는 스릴 등에서 온다고 한다
(Jackson, 1978: 209-224). 여기에 하나를 덧붙인다면 ‘학생으로부터 배울 때’

이다. 학생 질문 중심 수업을 하면 먼저 질문의 다양성에 한번 놀라고, 교
사가 생각지 못하는 질문이나 답변을 볼 때 깜짝 놀라게 된다.
예컨대, 한 중학생이 “담장 밑의 흰 두루미가 왜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
하는가?”, “이몽룡이 춘향이를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왜 때마침 그때 쇠북이 울렸을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 같
은 모둠의 다른 학생이 “춘향이가 사또에게 잡혔다는 생각 때문에”, “드
디어 때가 됐다는 뜻과 하늘도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 것 같
다.”라는 답을 내놓았다. 교사는 <춘향전>을 가르치는 동안 한 번도 주목
하지 않았던 구절인데 이번에 학생들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새로 보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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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사위인 이몽룡이 왜 장모에게 반말을 하는
가?”라는 질문을 한다는 사실도 놀라웠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시의
신분제도와 관련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 하
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어떤 학생의 질문 중에 ‘변학도는 왜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었을
까?’라는 것이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변학도와 이몽룡을 비교해보게 되었고 탐관오리로서의 변학도
와 직업으로서는 물론 사랑에 대해서도 암행어사인 이몽룡이라는 표면적
인 인물 이해를 넘어서서 두 인물을 새로 볼 수 있었다. <춘향전>의 연구
사를 검토해보면 춘향이라는 인물의 이중성, 즉 솜씨 좋은 기생으로서의
면모와 정절을 지키는 숙녀로서의 면모에 대한 통합적인 해석이 중요한
연구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조동일, 1970). 마찬가지로 이몽룡이라는 인
물도 그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미색에 홀려 글공부는 뒷전인
철부지 도령이 백성의 고통을 보살피고 춘향을 끝내 구해내고 마는 어사
로 변모하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왜 변학도는 이몽룡과 같은 품성을 갖
지 못했는가? 사랑은 춘향이뿐만 아니라 이몽룡도 다시 태어나게 했다.
이 경우에 학생의 질문은 연구자에게 더 많은 질문을 떠올리게 했고, 기
존의 해석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 질문 중심 수업이 꺼려지는
면도 없지 않다. 교사들과의 면담내용을 정리하자면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가장 큰 문제는 ‘평가’이다. 이 수업에서 교사는 수업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좁다. 질문도 아이들이 하고 이에 대한 답도
아이들끼리 내린다. 교사는 이 아이들의 말을 듣고 서로 연결시켜주는 일
을 할 뿐 가르치지는 않는다. 심지어 각 반에서 선정된 최종 질문만 보더
라도 반별 차이가 크다. 수업 내용과 평가가 서로 부합하지 못한다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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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물론 교사도 혼란을 느낄 것이다.
다음으로 수업의 전개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학생들의 반
응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고, 또 예측
하지 못한 반응이 나왔을 때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할지 막막하
고 두렵다. 교사는 수업의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수업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가능하고 익숙한 방
식대로 교사 설명 중심 수업을 계속하게 될 것 같다.
끝으로, 진도의 문제이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아직도 교과서를 금과옥
조처럼 여기며 교과서를 다 나가야 교사로서의 임무를 완수한 것으로 믿
고 있다. 어떤 반에서는 최종질문으로 선정된 두 개의 질문에 대해 생각
하고 공유하는 데만 한 시간이 걸렸다. <춘향전>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
르쳐야할지를 꿰고 있는 교사에게 아이들의 침묵과 더듬거림, 옆으로 새
어 나가는 이야기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일종의 시간 낭비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고등학교 수업을 담당했던 교사가 직접 수업 소감을 기술한 내
용 중 일부이다. 수업의 문제와 함께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교
사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고자 아래에 인용한다.
아이들이 잃어버린 호기심을 되찾게 하는 좋은 방법이 학생들 스스로
질문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의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군요. 따라서 학생 중심 수업의 최종 종착지는 학생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
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앞서 지적했듯이 호기심을 잃은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드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짧은 수업 시간 동안 압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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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되는 교과 내용들 가지고 질문을 만들고 수정하고 답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수업을 진행하다보면 대부분
의 아이들은 대충 질문을 만들고 나머지 시간은 멍하니 보내려고 하거나
자극적인 질문을 만들어 스스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참여하는 아이들을 쉽게 만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의
적나라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둘째,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의 부족입니
다. 아이들의 수준과 기호는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자료가 제공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안타깝
게도 이런 욕구를 충족할 만한 자료는 현실적으로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
니다. 물론 교사의 지적 게으름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질문 생성의 구체적인 지도 방법의 부재입니다. 단순히 자료를 읽
고 궁금한 것을 적어보라는 것은 학생과 교사에게 막연하기만 할 뿐입니다.
마치 글자가 없는 지도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교사가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질문 생성의 사고 과정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
습니다. 평면적인 텍스트를 통한 단순한 질문 생성하기부터 다층적인 텍스
트를 활용한 복합적인 질문 만들기까지와 생성된 질문을 유목화하고 이를
한 단계 더 추상화시켜 다양한 의견을 촉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아직 해결
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질문을 평가하고,
교사가 학생의 질문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역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
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사는 학생들의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학습 태도를 개선하지 못한
기존의 수업에 대해 반성하며 학생 질문 중심의 수업이 교사와 학생 모두
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리고 이 수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되지는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
을 자극할 수 있는 교재 구성과 질문 생성의 지도 방안을 보완할 것을 제
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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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성을 촉진하는 교육 자료의 구성 방안으로는 학생이 자료를 보
면서 인지갈등을 느낄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고 예견되는 학생의 질문
에 대한 답으로서 자료를 선택하여 질문의 위계에 따라 배치할 것을 제안
한 연구가 있다. 그리고 현재 교과서의 방식처럼 ‘생각해 볼 거리’를 교과
서나 교사가 학생에게 던져주는 방식이 학생의 질문을 촉진하지는 못한
다고 지적하였다(양미경, 2008). <춘향전>은 길이가 길고 학생들에게 낯
선 어휘와 표현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질문 생성을 위한 자료
를 추가하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중, 고등학교 수준의 학생
들이 충분히 스스로 제기할 수 있고 또 논의해 보아야 할 핵심적인 질문
을 중심으로 그러한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나는 판본이나 대목을 교재로 선
택할 수 있다(신동흔, 1997).2)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공할 읽기 자료는 <춘
향전>의 경우 질문 생성 단계에 읽을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주로 제기하는 질문에 대한 참고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질문이
제기되었을 때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질문 생성에 대한 지도는 앞서 언급했듯이 선행 연구에서 질문 생성
원인에 따라 학생의 질문을 분류한 예시에 따라서 본격적인 읽기에 앞서
교사가 질문의 사례를 제시하고 시범을 보이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
다. 이번 수업은 학생 질문의 유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진행해본 것이었기 때문에 교사들의 부담이 더 컸을 것이다. 질문의 예시
를 보일 때 특히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중핵적
인 질문을 소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플라톤의 <국가론>의 주제는 ‘정의로운 삶이 왜 부정을 저

2) 이 연구는 춘향의 사랑이 질적으로 성숙해감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얼마나 입체적
이고 풍부하게 그려졌느냐에 따라 <춘향전> 이본의 문학적 가치를 가늠할 수 있다
고 보았다. 이 견해에 따르면 그동안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판본인 완판 84
장본 ‘열녀춘향수절가’가 가장 좋은 자료인지에 대해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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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며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가’하는 한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다.
<성경> 중 욥기는 ‘선한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라는 난제를 다룬다.

이 외에도 많은 문학작품들은 작가가 지닌 인생에 관한 핵심 질문을 소설
적 진실로 바꾸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작품의 일부 특히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품들은 후대의 독자들에게 여전히 삶의 다양한 주제에 관
한 진지한 질문으로 다가온다(김지현, 2004: 123-124). 이와 같은 질문은
텍스트의 주제와 독자의 삶과 텍스트를 둘러싼 세계를 모두 포괄하는 질
문이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감상할 때 중핵적인 질문은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성공하는 것보다 그 과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
요한 때는 언제인가?’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Christenbury & Kelly, 1983).
물론 이 질문들이 절대적이고 명시적인 목표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니지만 고전은 우리의 삶에 던지는 하나의 질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이해하기를 바란다.
작품을 감상하고 질문을 만드는 일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낯
설고 어려운 일이다. 사실 학생들이 자신이 궁금한 점을 저마다 적어냈던
것에 비해보면, 오히려 교사들이 질문 생성에 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
는지도 모르겠다. 질문 생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고 시범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은 질문을 만들었고, 교사는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
생들이 제기한 질문들이 교사가 기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
에서 수업이 끝났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수업 실행 경험과 연구
가 축적되어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면 학생 질문 중심 수업의 장점과 취지
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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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생 질문 중심 수업의 개선 방안
학생 질문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본 다른 사례로 ‘질문공탁’ 강의가
있다. 질문공탁은 장상호 교수가 서울대학교 핵심교양과정 강의인 ‘삶과
교육’을 진행한 방식이다. 이 강의에서 수강생은 교재와 강의를 접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질문을 전체에 공개하고, 공개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수
강생들이 각자의 수준에서 모색해보는 활동을 하였다. 이 강의의 주요 목
표는 질문을 제기한 수강생 개인의 이해구조를 성숙시키는 것이었다. 질
문공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 수강생들은 질문의 전제가 되었던 이해
의 결함을 파악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이해구조를 해체하고 재
구성함으로써 질문과 해답의 수준이 질적으로 격상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이 강의는 교육의 소재가 교재 그 자체라기보다는 교재에
대해 제기되는 학습자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최성욱, 2009).
질문공탁 강의에서 독특한 점은 학부생인 수강생들의 질문이 중층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강의에
는 담당교수 외에 담당교수의 대학원 지도학생들로 구성된 ‘근스승’이라
는 역할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근스승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수강생 모
둠의 질문을 검토하고 일차적으로 학생들과 질문에 대해 논의하는 역할
을 맡는다. 근스승들은 수강생의 질문에 대해 자신이 도달한 이해의 수준
에서 답변하고 지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질문들은 강좌 전
체에 공유되어 담당교수와 함께 토론하게 된다. 이런 수업 구조 덕분에
학생들은 하나의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도 동료와 근스승과 담당교수의
서로 다른 이해의 견지를 접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질문의 ‘품위(品
位, transtalent)’(장상호, 2005: 325)가 높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근스
승은 수강생들과 담당교수 사이에서 자신의 ‘품위’를 가늠할 수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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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가르치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경험을 갖게 된다(김지현, 2004).
질문공탁은 질문을 배움의 가장 본질적인 행위로 보았다. 질문을 통해
서 배우는 자는 자신의 이해의 수준을 돌아보게 되고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오류를 발견하여 현재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도약하고자 하
는 열의를 갖게 됨으로써 진정한 배움의 상태로 나아간다. 이것이 이른바
‘상구(上求, ascending)’(장상호, 2005: 333)이다. ‘삶과 교육’ 강의는 근스승

역할을 통해 수강생들이 이해의 서로 다른 품위를 접할 수 있게 하였는
데, 이때 상위의 품위는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할 정답의 권위
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성장의 방향
이자 가능성의 길잡이로 작용한다. 또한 교수의 품위에 비해 근스승의 품
위를 덜 중요하고 덜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품위가
독서와 탐구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약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수행했던 학생 질문 중심의 문학 감상 수업과 질문공탁
강의를 비교해보면 중요한 시사를 얻을 수 있다. 학생 질문 중심 수업은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대신에 교사는 뒤로 물러나 지극히 제한적인 행위
만을 하는 역할로 비춰지기 쉽다. 하지만 질문공탁 강의의 사례로 비추어
보건대, 학생의 질문을 진전시키는 데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일
반적인 교사 설명 중심의 수업에서 교사가 가져야 하는 전문성에 대한 신
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권위를 사실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품위라는 개념으로 설명된 교사의 권위는 학생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문학 감상의 이상형을 교사가 체현해 보일 때
획득될 수 있다. 교사는 문학 감상의 더 높은 수준이 있음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지
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학생 질문 중심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이 질문을
진전시키는 것에 있다는 말은 교사가 구체적으로 학생의 질문을 잘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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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적절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뜻뿐만 아니라, 교사 스스로가 더 높은
수준의 질문에 도달한 존재로서 학생들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
도 하다.
교사들의 면담을 통해 연구자가 발견한 사실 중에 하나는 교사들이 학
생 질문 중심 수업을 실행하고 반성하는 과정에서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반면에 정작 <춘향전>이라는 제재 자체에 대해서
는 다소 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춘향
전>에 관한 좋은 질문은 질문 생성 전략이나 질문 유형에 의해서만 단순
히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좋은 질문은 객관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제기한 학생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에 따라 결
정되고, 그것이 작품과 학생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의 질문 중에서 좋은 질문을 판별해
내고 미숙한 질문을 더 나은 질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교사의 안목은
결국 작품에 대한 교사의 해석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학생 질문 중심 수업, 특히 문학 감상을 다루는 수업은 단지 새로운 교
수․학습 방법에 대한 제안이 아니라, 배움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고 국어
교육이 문학 작품에 접근하는 자세에 대한 고민이다. 교수․학습 방법으
로서의 학생 질문 중심 수업은 오히려 그다지 어려울 것 없는 일련의 단
계를 제안하고 있다. 이 수업에서 정작 까다로운 부분은 예상되는 학생들
의 질문에 대해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교사의 준비 부분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렇기 때문에 중, 고등학생들이 주로 제기하는 질문들이 어떤 것들
인지에 대한 사전의 정보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 학생 질문의 유형을
질문 생성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춘향전>에 관해 학생들이 제기한 질문
의 사례를 정리하였는데, <춘향전>이 아닌 다른 텍스트를 다루는 수업에
서라면 그 텍스트에 관련한 학생 질문의 사례를 모으는 작업이 선행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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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이몽룡이 장모에게 반말을 하는 이유

는?’, ‘향단이는 왜 자꾸 말을 반복할까?’, ‘춘향모가 담배를 피우는데, 당
시에는 여자들도 담배를 피울 수 있었나?’와 같은 배경지식의 부족으로부
터 유발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몽룡이 손윗사람인
장모에게 반말을 하는 이유는 신분의 차이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사실이 그러하다는 것에 끝낼 것이 아니라 장모에게 반말을 하는 사위라
는 비정상적인 관계에 대해 이야기 속의 주변인물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
라보는지도 작품 속에서 다시 짚어볼 만하다. 향단이가 말을 반복하는 것
은 특유의 판소리 문체 때문이다. 이 내용은 교과서에서 자주 다루고 있
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 질문을 통해 반복의 표현 효과와 판소리의 장르
적 특징에 대해서 다룰 수 있다. 춘향모가 담배를 피우는 문제는 상당히
의외의 질문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언급한 질문이다. 학생들이 왜 그런 질
문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질문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도식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대의 풍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텍스트에 관련된 중핵적인 질문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
요하다. ‘중핵 질문’은 사실 온전히 학생의 호기심과 관심사에만 달려 있
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내포하고 있으면서 독자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
기 때문에 이것이 순수하게 미결정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간주할 필
요는 없다. <춘향전>의 중핵 질문은 <춘향전>의 연구사에서 작품 해석
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문제를 찾아보면 알 수 있다. 물론 연
구자들이 제기했던 질문과 완전히 동일한 질문을 학생들의 중핵 질문으
로 가져올 필요는 없고 그것이 적절하다고도 볼 수 없다. 다만, <춘향전>
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작품이 되는 주제에 대해 연구자들의 작품 해석이
참고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제기한 질문 중에는 연구자들의 문제의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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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는 질문이 이미 나와 있었다. 교사는 그런 질문을 놓치지 않고 학
생들의 탐구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학생 질문 중에 연관되는 질문을 이어주
고 필요하다면 추가 질문하면 된다.
학생 질문 – 1차 질문
* 춘향이는 수청을 들지 않으면 죽인다고까지 하는데 왜 수청을 들지 않았

을까?
* 왜 춘향이는 거지꼴로 돌아온 이몽룡을 보고도 화내지 않았을까?
* 춘향이가 이몽룡이 아닌 사또를 따랐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까?

학생 질문 – 2차 질문
* 과연 나는 어떤 것을 이루거나 지키기 위해 어떠한 모진 고통과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까?
연구자 질문
* 춘향이 정절을 지키는 정신의 원동력은 무엇일까?(김진영, 1993)3)

위는 중학생들이 제기했던 질문과 연구자의 질문을 연결 지어 본 것이
다. 인간다운 삶 즉, ‘인간 해방’을 스스로 성취한 춘향의 영웅적인 행적이
<춘향전>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전으로 남을 수 있는 핵심적인 주제라

고 본다면, 춘향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중학생의 질문은 충분히 중학생
의 수준에서도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이 작품의 핵심적인 주
제에 접근할 수 있는 질문이다. ‘춘향이는 왜 수청을 들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은 반 대표 질문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이몽룡을 더 좋아하니까’, ‘이몽룡이 사또보다 더 잘생기고 젊어서’, ‘자신
3) 이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해 ‘인간으로서 진정한 삶과 고귀한 사랑에 대한 자각이 있
었기에 굴하지 않는 용기와 신념으로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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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수청을 드는 것은 지조 없는 행동이니 춘
향이는 남편을 생각해서 수청을 거절했다.’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질문에
대한 탐구가 여기서 멈춘다면 학생들은 질문의 진전을 경험하기 힘들다.
질문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이 전에는 미치지 못했던 곳까지
확장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사가 추가의 질문을 제기
할 수 있는데, 과연 모진 고문과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이유가 이
몽룡이 더 잘생겨서인지,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인지 학생들로 하여금 다
시 생각하게 해본다면 좋겠다.
학생 질문 중심 수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높은 품위
에 있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중, 고등학교 수업에
서는 현실적으로 근스승과 같은 역할을 설정하기 힘들고, 질문공탁 강의
에 비해 교사의 역할이 조금 달라야 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대학
에서 학문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질문공탁 강의와 중, 고등학교의 국어수
업이 완전히 동일한 교육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
다. 중, 고등학교 교실에서 교사는 학생으로서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
만 같은 높은 수준의 품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문학 감상
이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확장됨을 보여주는 존재, 학생보다 높은 품위를
가진 존재이면서 계속 성장하는 품위를 보여주는 존재로 설정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제기했
을 때 칭찬으로 격려해주고, 학생의 질문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
었을 때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공유함으로써 협력적 탐구의 소
통에 참여하는 방식이 수업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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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연구는 학생 질문 중심 수업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선행 연구에서는 학생 질문 중
심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한 후 수업에서 제기되었던 학생들의 질문을 유
형화하였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는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교사들
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과 설문 결과를 수합하여 학생 질문 중심 수업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였다. 학생 질문 중심 수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한
학생들은 소통의 즐거움과 능동적인 배움에 대한 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
고 했고, 부정적으로 반응한 학생들은 질문하기의 어려움과 정보의 불확
실성에 대해 불만을 느꼈다고 했다. 교사의 경우는 이러한 수업이 학생들
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되살리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
이 된다고 보는 한편 수업 통제와 평가의 어려움을 문제로 지적했고 수업
방식이나 교재 구성의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학생 질문 중심 수업은 학생이 문학 감상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본질적인 질문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 수업은 학생
들이 협력적인 탐구의 과정을 거쳐 처음에 제기되었던 질문이 해결되고
보다 더 심화된 질문으로 진전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기대한다. 사실 이
수업이 처음 설계되고 실행되었을 때, 학생들은 질문 생성에 대해 구체적
인 설명이나 시범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을 만들어야 했고 교사들은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제기할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해
야 했다. 하지만 수업을 실행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질문을
분류하였고, 학생과 교사의 반응을 토대로 보완할 부분들을 점검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학생 질문 중심 수업의 취지를 살려 개
선된 수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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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질문 중심 수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는 학생의 질문이 닫힌 질
문인지 열린 질문인지에 따라 적절하게 다루어야 하고, 중핵 질문으로 연
결될 수 있는 질문들을 파악하여 그 질문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심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다루는 텍
스트에 대해서 학생들이 주로 제기하는 질문의 예시와 그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작품에 대한 연구사나 기존의 해석을 참조하여 작품의 본질적
주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교사 스스로가 문학 작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존재이자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존재임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그동안 국어교육에서는 문학 작품을 주로 문학의 주요 속성을 가르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해 왔다. 이른바 ‘속성 중심 문학교육관’에 따른 것이다.
수업에서 속성을 강조한 결과 작품 자체의 충실한 감상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면이 없지 않다. 가령 <춘향전>은 보통 한국 문학의 전통과 계승
이라는 주제로 국어교과서에 수록되기 때문에 작품의 상호텍스트성에 대
해서 여러 각도로 다루고 있지만 정작 작품의 주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강
조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춘향전>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전으로 인
정받고 다양한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데는 그 주제가 독자에게 던
지는 질문이 여전히 호소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작품의 중
핵 질문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학생 질문 중심 수업은 속성보다는
*

실체를 강조하는 수업으로 기존의 수업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4)

* 이 논문은 2014. 4. 30. 투고되었으며, 2014. 5. 13. 심사가 시작되어 2014. 6. 4. 심사가 완
료되었고, 2014. 6. 5.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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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질문 중심 수업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의 반응 고찰
송지언․권순정
이 연구는 학생 질문 중심의 문학 감상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한 선행 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로, 수업에 참여했던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설문과 면접한 내용을
토대로 수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학생 질문 중심 수업에 대해 긍정적
으로 반응한 학생들은 소통의 즐거움과 능동적인 배움에 대한 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고, 부정적으로 반응한 학생들은 질문하기의 어려움과 정보의 불확
실성에 대해 불만을 느꼈다고 했다. 교사의 경우는 이러한 수업이 학생들의 잃
어버린 호기심을 되살리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
는 한편 수업 통제와 평가의 어려움을 문제로 지적했고 수업 방식이나 교재 구
성의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학생 질문 중심 수업은 학생이 문학 감상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본
질적인 질문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 수업은 학생들이 협력적인
탐구의 과정을 거쳐 처음에 제기되었던 질문이 해결되고 보다 더 심화된 질문으
로 진전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학생 질문 중심 수업
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교사는 학생의 질문이 닫힌 질문인지 열린 질문인지에 따라 적절하게
다루어야 하고, 중핵 질문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질문들을 파악하여 그 질문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심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주제어] 학습자 질문 중심 수업, 질문 중심, 수업, 문학 감상 수업, 중핵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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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esponses of Teachers and Students in
Questioning-Centered Class
Song, Ji-eon․Gwon, Sun-jeoung
The study is a follow-up study of the previous study on the design and
execution of student-centered questioning class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ek how to improve teaching, based on contents of the survey and
interview of the teachers and student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classes.
Student who had positively responded to the question-centered classes
reported their satisfaction, such as leasure of communication and active
learning, while those who had negatively reported their dissatisfaction for
difficulty of asking questions and uncertainty about information. Teachers
responded that these classes would help revive students’ lost curiosity and
promote their self-directed learning, but pointed out that control of classes
and difficulties of evaluation were problematic.
The questioning-centered classes are aimed to allow students to reach for
the essential questions which are meaningful to their lives. Also, these
classes are expected to help students solve the question through their process
of collaborative inquiry and than make a progress toward deeper questions.
Teachers should adequately deal with students’ questions depending on open
or closed types and lead the questions to be discussed or deepened in various
aspects by figuring out the questions that can be connected to the core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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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ing

class,

questioning-centered

teaching, literature appreciation class, the core ques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