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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구성주의 읽기관에 따라 ‘전략적 읽기가 가능한 독자’는 자기주도적 독자로서,
스스로 자신의 읽기 과정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독해 과정의 조정까
지 포함한 질문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고, 7차 및 2007 읽기 단원과 2009 읽기
단원 중 비문학 제재의 ‘중심 내용 파악’ 단원을 대상으로 읽기 단원 체제와 질문
분포 양상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세 시기의 질문 분포 양상을 분석한 결과, 이해학
습보다는 적용학습에 읽기 질문이 주로 배치되었고, 읽기 전 질문은 전혀 제시되
지 않고 읽는 중 질문은 일부 제재만 제시되어서 읽기 후 질문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질문의 수준도 제재 명시적 질문(글에 명시된 질문, 사실
적 질문)이 대부분이었고, 읽기 과정의 조정하기 관련 질문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
다. 질문의 형태(문장 표현)도 폐쇄형 질문(‘무엇’형, ‘어디’형)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 차례 개정 동안 읽기 단원의 읽기 질문이 일정한 준거에 의해
통일성 있게 관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현재 읽기 지도가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정 중심의 읽기 전략 지도와는 무관하게, 제재 학습과 관련된 질문을
제시하여 내용교과 학습과 차별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 연
구가 제시한 읽기 단원 질문의 분석 결과는 향후 읽기 단원 개발이나 읽기 수업
교사용 질문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읽기 단원 체제, 읽기 교과서 질문, 초인지, 질문 전략, 자기 주도적
독자, 전략적 독자

* 이 논문은 2014년도 부산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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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구성주의 관점1)의 읽기 지도는 독해 과정에서 학습자(독자)의 능동적 의
미 구성에 주목하고, 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읽기 전략을 지도하여
학습자를 ‘전략적 읽기가 가능한 독자’로 양성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절’을 명시하여 읽기 과정의 초
인지(meta-cognition)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초인지 과정은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박용휘, 2003 참조).
Alvermann, Swafford & Montero(2004)는 글을 읽으며 질문을 한다면 ‘전략적
독자(strategic reader)’라고 규정하였다. Lanning(2009)은 ‘요약하기, 관련짓기, 자
기조정하기, 추론하기’를 가장 강력한 읽기 전략으로 제시하였는데, 이 네 가지
전략의 하위요소에 ‘질문’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일찍이 Robinson (1961)의
SQ3R이나 Palincsar & Brown(1984)의 상호교수법(Reciprocal Teaching)에서 질
문이 중요한 구성요소로 제시된 바 있다. 이 연구가 자기주도적인 독자의
양성을 위해 질문2)의 가치와 기능에 주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 20세기 후반에 대두된 구성주의는 지식을 중시하는 객관주의(구조주의)에 반하여, 학습자
개인이 능동적으로 정보를 발견하고 변형하는 특성을 보이는 자기 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에 주목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
하며 자신이 성취한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주체적으로 주도하며 진행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2) 질문에 관한 여러 분야의 선행 연구와 일관성을 보이기 위하여 ‘질문’이란 용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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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주체가 교사3)이든 학생이든, 궁극적으로 읽기 학습과 관련하여 학
생의 질문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읽기 수업 중 질문에 관한 효과적인
모델링이 요구된다. 현재 읽기 수업 중 질문은 교사가 사전에 계획하여 따로
준비하기보다는 교과서 질문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교과서 구성 요소로서
작동하는 질문의 형태와 기능이 지닌 효과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학
이나 과학 교과(김재춘, 박소영:2006;허만규, 허홍욱, 문두호, 문성기: 2006;류
재인, 한광래, 김효남, 박국태:2006;허만규, 임채성:2005)에서는 교과 특성의
관점에서 교과서 질문 방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 연구는 7차와 2007 읽기 교과서 읽기 단원, 2009 국어 교과서 읽기 단원
중 읽기 학습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비문학 제재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단원을 대상으로 읽기 질문의 분포 양상과 수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읽기
단원 개발이나 읽기 수업 교사용 질문 매뉴얼 개발과 관련하여 읽기 단원
체제 내 읽기 질문 제시 방식의 기준과 개발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자 한다.

2. 읽기 단원의 특성과 질문 전략
2.1 질문의 유형과 수준
질문 연구는 내용교과 학습에서 교사 질문에 따른 학생의 사고기능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질문의 효과는 질문을 생성하는

사용하는데, 이 때 질문은 물음, 발문과 같은 의미도 포함한다.
3) 질문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질문은 독자의 주의집중과 흥미를 유발시켜 능동적인 태도를 지니게
하고,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글의 이해를 깊이 있게 하며, 기억을 오래하게 해 준다.
그래서 질문은 소크라테스 이래 가장 일반적인 교수법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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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와 수준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 독해력, 사고 기능 등에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변홍규, 1994).
일반적으로 교사 질문의 효과에 관한 연구(곽병선, 김홍원, 서혜경 역,
1979; 윤지중, 1993; 신종호, 장유진, 2008; 홍경선, 김동익, 2011; Palincsar &
Brown, 1984; Pressly & Woloshyn, 2000, Robinson, 1961)가 많이 이루어졌다.
최근 교육의 초점이 학습자로 이행됨에 따라 학생이 생성하는 질문에 관한
연구(김수연, 1990; 조재윤, 2005; Davey & Mcbride, 1986; Miciano, 2002; King
& Bigs & Lipsky, 1978; O’malley & Chamot, 1990; Singer & Dolan, 1982;
Taboada & Guthrie, 2006)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이 생성하는 질문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에 적극적인 주체가 될 수
있고, 호기심과 탐구심이 증대되어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기능이
발달하며 비판적인 의식자로 성장할 수 있고, 자신의 이해 여부, 질문과 관련
된 다양한 정보원 파악, 자신의 지식 수준의 적절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유능한 정보처리자가 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변홍규, 1994, 참조). 이는
자기주도적 학습자에 초점을 둔 구성주의 학습관의 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질문 주체와 관련한 연구는 대개 질문의 수준을 핵심 내용으로 구체화
된다. 내용교과 학습에서 질문의 수준은 학습자의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학
습 전략으로서 질문은 시험 전이나 시험 중 질문 둘 다에서 질문에 제시된
구체적 사실들의 인지나 회상을 증진시키지만, 문면 이해(literal level)에 기반
한 질문은 오히려 학습자로 하여금 개념의 통합이나 고급한 사고 판단을 저해
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고급 수준에서 요구되는 개념 기반 질문은, 글의
개념 인지를 증진시키고 나름의 방식으로 글을 재구성하게 돕는다(King, Biggs,
& Lipsky, 1984). 또, 학생의 개념 이해의 수준에 따라 질문의 위계가 구분되었
고, 질문의 수준이 학생의 이해 수준과 일치하였다(Taboada & Guthrie, 2006).
현재 읽기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질문 유형들은, 학업성취보다는
글의 이해 여부를 파악하는 질문과 응답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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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표적으로 Pearson & Johnson(1978)의 질문 유형은, 질문의 답을 읽은
글에서 찾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명시적 질문(textually explicit
question), 암시적 질문(textually implicit question), 함축적 질문(script implicit
question)’으로 구분한다. 이 질문 유형을 질문의 수준과 관련하여 재정리한
것이 ‘사실적(factual) 질문, 해석적(interpretive) 질문, 적용적(applied) 질문’이
다(Meyer, Greer & Crummey, 1987).
또한, ‘QAR(question-answer-relationship)’도 대표적인 읽기 전략이다.
Raphael(1982, 1986)이 독자의 배경지식과 글 속의 정보, 질문의 관계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돕는 전략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는 질문의 답을 찾는 방법
에 따라, ‘바로 거기에(right there), 생각하고 찾기(think and search), 내 힘으
로(on my own)’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처럼 질문 자체가 읽기 과정의 수준과 연계되며 하나의 읽기 전략으로
개발된 것도 있지만, 초인지 특성 때문에 읽기 과정 속에서 다른 읽기 전략과
도 연계되기도 한다. <표 1>은 읽기 과정의 수준과 단계에 따라 가능한 질문
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질문 유형

질문의 예

예시 문장

이해하기

글의 내용에 대해 열거하기

어느 공룡이 가장 큰가?

조직하기

정교화
하기

조정하기

중심생각을 구성하고 확인하기
분류하기
순서짓기
요약하기
추론하기
이미지 만들기
분석하기
평가하기
판단하기
이해 과정 점검하고 수정하기

공룡들 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마음 속으로
아르젠티노사우루스를 연상해
보면 무엇처럼 보이는가?
어떤 혼란스러운 부분을
발견했는가?

<표 1> 질문 유형의 구분(독서교육사전, 2006 : 452~45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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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내용 이해에 초점을 둔 내용교과 학습과 달리, 국어과 읽기 학습에
서는 학습자의 이해 과정을 수행하는 읽기 전략으로서 질문의 기능에 주목한
다. 읽기 과정에 관여하는 질문은 질문의 수준과 유형 별로 독자의 의미 구성
과정을 성찰하게 하고, 글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2.2 교과서 질문의 특성
질문 주체가 구체적 상황에서 질문 전략을 수행한다면, 이는 다시 ‘질문하기
(묻고 답하기, question-answer)’와 ‘질문 만들기(질문생성, question generation)’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최근 구성주의 읽기관이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
하면서, 후자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는 추세이다4).
이런 맥락에서 교과서 내 전자의 수가 많으면 학습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는 우려(이용, 2003 참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여전히 학습
에서 유효한 것으로 권장되고 있다(Tobias, 2008 참조). 국어 교과서 읽기 단
원에서도 교육과정 개정에 상관없이 교과서 구성요소로서 질문이 지속적으
로 제시되고 있다.
사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 수업에서 질문을 할 기회보다는 질문에 답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질문의 주체가 교사이든 학생이든, 읽기 수업에서
질문과 관련한 모델링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들이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
는 과정은 학습자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글을 읽게 만들고, 체계화된 교과서

4) 능동적인 정보 처리 이론(active processing perspective)은 독자가 질문을 생성하기 위해 글을
더 오래 좀 더 깊이 읽으면서 상호작용할수록 독자의 깊이 있는 이해와 오래 기억하는 파지
가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초인지 이론(meta-cognitive theory)에서는 질문을 초인지 전략으로
규정하고, 질문은 독자로 하여금 독해 과정에서 스스로 인지 과정을 인식하고 자기조절(self
regulation)을 하도록 만든다고 본다. 스키마 이론(schema theory)은 독해를 독자의 배경지식
과 글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질문을 만드는 것은 독자의 스키마를 활성화시키고 독자의 기존
지식과 글에 제시된 새 정보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Wong,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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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보고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학습자의 독해 과정 수준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다양한 교과에서 교과서 제시 질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대표적
으로 과학 교과서 제시 질문 연구(허만규, 임채성:2005; 허만규, 허홍욱, 문두
호, 문성기: 2006; 류재인, 한광래, 김효남, 박국태:2006)에서는 캘리포니아 대
학에서 1975년 협동적 교사 준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된 교과서 질문
전략 평가 도구(Text Questioning Strategy Assessment Instrument: TQSAI,
1975)를 사용하여, 과학 교과서에 나타난 질문의 위치, 빈도 및 형태 등을
탐구 과정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허만규, 임채성(2005)은 질문의 위치가 학습의 초기에는 학습 목표
관련 집중 기능을 하는 질문, 중간 단계에서는 사고 수준을 높여주는 질문,
마지막이나 정리 단계에서는 확산적 사고를 요하는 질문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류재인 외(2006)는 초등학교 과학 수업 시간에 교사의 효율적인 발문을
위한 준거 자료로 초등학교 3~6학년 과학 교과서의 질문의 빈도, 형태와 질
문이 요구하는 탐구 과정 요소 분포, 그리고 단위 차시 과학 수업 단계에
위치한 과학 교과서의 질문 유형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질문의 수나 다양성
면에서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찾고 수업 단계에 따라 발문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준거틀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김재춘, 박소영(2006)은 한국, 싱가폴, 영국, 독일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에 제시된 질문 장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내 질문의 수와 문장식 질문의 비중을 늘리고 질문의 위치를 다양하게 제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유경희(2006)는, 영어 교과서의 질문은 교과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질문의 분포는 교과서간 수평적 연계성과 교과서 내 수직적 연계성을 확인시
켜준다고 하였다. 질문을 참고형 질문(모르고 있는 정보를 요청하는 질문)과
전시형 질문(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질문)으로 구분하고,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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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교사가 사용하는 질문은 후자(79%)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교과서가 다양
한 질문을 제공해야 하고, 학습 내용의 반복보다는 학습자의 의견이나 경험
과 연관된 질문이나 학습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질문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상 교과별 교과서 질문 연구의 공통점은 모두 해당 교과의 특성과 관련
하여 교과서 질문 양상(질문의 위치와 다양성)을 분석한다는 점이다. 국어
교과서 질문과 관련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이수진, 2003; 임선
미, 2007; 안은주,2008; 안미경, 2009), 특정 시기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대한
양적 분석에 그치고 있다.

2.3 읽기 단원 질문의 성격
교실 수업에서 교사의 질문이 학습 상기용이나 교과서 의존 응답을 요구하
는 경우가 많다5). 그런데 교사와 학생이 구두로 질의응답을 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제재와 함께 문어로 제시하면 읽기 과정의 수행과 점검에 도움을 준
다고 한다(양미경, 1992. 참조). 읽기 과정에서 질문은 학습자로 하여금 읽기
과정의 단계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독해의 깊이를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교과서에서 글에 관한 정교화 질문의 제시 방식은 학습자의 특성 중 주제
흥미, 읽기 성취와 각각 유의미하게 상호작용하여 텍스트의 이해와 흥미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글의 주요 정보에 대해 질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글을 구조화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글 안에서 자연스럽게 제시되는 방식
으로 글을 전개시킨다면, 독자가 중요한 정보에 초점을 두고 글을 보다 효과
5) 교사들이 수업 중 질문을 사전에 계획하고 문항을 준비하는 데 소홀하다는 지적(박철웅,
2004)이나, 교사 질문의 대부분이 전시형 질문(79%, 학생이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질문)이
차지한다는 보고(유경희, 2006), 교사의 질문이 고차적 사고력을 활용하는 개방적 질문보다
는 기억을 상기하거나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판단하여 응답할 수 있는 폐쇄적 질문으로 주로
나타났다는 논의(조다운, 201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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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신종호, 장유진, 2008).
현재 국어과에는 과정 중심의 읽기 지도가 도입되면서, ‘읽기 전 활동, 읽
기 중 활동, 읽기 후 활동’으로 학습 과정을 구분하여 읽기 전략을 지도하도록
안내되고 있다. 읽기 과정에 따라 구분된 읽기 전략은 <표2>와 같다.
<표 2> 읽기 과정에 따른 읽기 전략 (박수자, 2001)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

미리보기, 예측하기, 연상하기, 건너뛰며 읽기, 빈칸메우기
글자 인식하기, 단어 지식 늘리기, 제목과 중심 생각 찾기, 글 조직
유형 찾기
빨리 읽기, 훑어보기, 묶어보기, 정교화하기, 요약하기, 연결짓기,
빈칸메우기, 자기점검하기,

과정 중심의 읽기 지도에 따라 읽기 단원 내에서 읽기 질문의 위치도 제재
전후로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다. 읽기 과정별 읽기 전략과 연계한다면, 질문
위치에 따라 세 범주의 읽기 질문의 개발이 가능하다. ‘읽기 전 질문’은 글의
내용을 예측하거나,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읽는 중 질문’은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거나, 추론하거나 비판이나 상상을 촉발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읽은 후 질문’은 글의 이해 결과를 정리하고 점검
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읽기 단원의 질문 개발이 내용교과 학습을 위한 질문
개발과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내용교과 교과서
질문 분석 연구와 차별화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읽기 전략을 학습하는 읽기 단원의 경우, 제재의 관점이 아니라 능숙한
독자가 읽기 과정에서 생성하는 의문에 착안하여 구현된다. 그래서 내용교과
학습에서 제재 이해나 학습 효과에 기여하는 질문 수준에 초점을 둔다면,
읽기 단원에서는 학습자의 이해 과정 수행에 수반되는 전략 학습용 질문과
제재 이해 수준에 관여하는 질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읽기 학습 목표가 ‘중심 내용 찾기’인 단원은 ‘중심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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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방법을 알고(이해학습), 중심 내용을 찾는(적용학습)’ 학습이 전개된다.
그래서 읽기 단원 질문은, ‘읽기 단원 체제(이해, 적용 학습), 읽기 학습목표
(읽기의 초점), 읽기 과정(전, 중, 후)’에 따라 질문 제시 위치와 수준의 분포가
서로 타당하게 연결되며 구현되어야 한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읽기 단원이 개정되었다. 읽기 수업이
읽기 단원을 매개로 이루어지므로, 읽기 단원 내 질문의 분포 양상에 대해
질문의 유형이나 수준에 관한 양적 분석보다는 단원 체제와 연동하여 그 실
효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읽기 단원 체제와 읽기 학습의 특성을
반영한 질문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준거틀을 구안하였
다. 읽기 단원 체제와 읽기 학습, 읽기 과정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 연구가
구안한 읽기 단원 질문 분석 기준은, 읽기 단원 개발 지침인 동시에 교사용
질문 매뉴얼(질문 분석, 질문 작성, 질문 제시 방법, 질문 사례 등 수록)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표 3> 질문 분포 양상 분석기준과 읽기학습
구분

질문의 기준

읽기 학습 목표는 읽기 과정과 전략의
위 학습이다. 이해학습(아는 것)과 적용학습
치 (하는 것)에 사용된 질문의 위치와 종류가
달라야 한다.
읽기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질문의수준
수 을 조정해야 한다.
읽기 과정의 비계화 정도를 반영하여야
읽 준
한다.
기
질
∙ 질문의 의미가 명료하게 드러나야 한다.
문
- 의문사형 질문의 기능(개방형, 폐쇄
형
형6))은 통일되어야 한다.
태
- 한 문장에 여러 개의 질문을 제시해서
는 안 된다.

읽기 학습의 의의
국어과 읽기 수업의 특성을
구현하고, 전략적 독자로서 읽
기 학습의 조정이 가능하게 한
다.
읽기 전략의 수준과 학년별
중점 읽기 능력을 반영하여 위
계화한 읽기 학습이 가능하다.
모범적인 질문의 형태는, 읽
기 과정의 시연을 통해 읽기 전
략을 내면화하고, 교사의 발문
이나 학습자 질문 생성의 모델
과 자원이 되며, 나아가 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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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며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한 전략으로서 교과 전반의 학습
다.
능력 및 사고력 개발에 기여한
- 제재 이해 없이도 바로 답을 찾을 수 다.
있으므로, 제재 속 문장을 그대로 인용
하면 안 된다.
- 학습자의 사전지식으로 답할 수 있는
단답형의 질문은 피해야 한다.

3. 읽기 단원 체제와 질문 양상 분석
3.1 연구 대상과 방법
이 연구는 과정 중심의 읽기 지도 관점이 반영된 비문학 읽기 단원을 대상
으로 하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둔 단원을 선정하였다.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대표적인 읽기 목적으로서 초등학교 읽기 지도
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7차 읽기 교과서, 2007 교육과정 읽기 교과서, 2009
국어 교과서 중 ‘중심 내용 파악’ 단원은 각각 1개씩 출현(4학년 1학기)하였고,
이 세 단원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질문 양상 분석을 위해 해당 단원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추출하였다.
첫째, 단원 체제 내 규칙적으로 일정한 위치에서 출현하되 ‘의문문의 형태를
보인 물음’을 선정하였다. 둘째, 단원 체제(단원도입, 이해학습, 적용학습, 단

6) 폐쇄적 질문은 ‘인지기억 질문, 수렴적 질문’으로서 이미 질문의 답이 정해진 경우이다. 대개
‘무엇, 어디, 누구, 언제’형의 의문사가 이 유형에 해당되는데, 글의 이해를 돕는다. 개방적
질문은 ‘확산적 질문, 평가적 질문’으로서,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사고의 확산을 도모
한다. 주로 ‘어떻게, 왜’ 형의 의문사를 사용한다. 학습 목표에 따라 학습자가 답할 수 있는
적정한 범위(수준)가 있겠지만, 대개 폐쇄적 질문에서 개방적 질문을 이행하는 것이 권장된
다(조다운,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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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리)와 질문 위치를 연계하여 구분하였다. 셋째, 추출한 질문 사례를 질문
의 위치(단원 체제/제재 전후), 수준(이해 수준, 읽기 과정 단계), 형태(제시방
식, 의문문의 표현 방식)에 따라 분류하였다.
<표 4> 연구 대상
구분

가(7차)
국어 읽기 4-1
첫째 마당 소단원1

나(2007)
2007 국어 읽기 4-1
단원명
7단원
기행문의
학습목표 글의 내용 간추리기
중요한 내용 정리하기
선암사(시, 여행 소재)
만 권의 책만큼 값진
제재종류7) 유관순(전기문)
것(여행기)

다(2009)
2009 국어 4-1 가
4단원
글의 중심 생각 찾기
새(설명문)
하늘을 나는 꿈(설명문)

3.2 분석 기준
읽기 단원의 질문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독해 과정에 대해 다시 검토
할 기회를 제공하고, 질문을 통해 독해 과정의 처리 깊이를 더할 수 있다.
특히 질문의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새로운 시
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읽기 단원 질문은 우선적으로 읽기 학습 목표와의 관련성을 따져
적합성 여부를 살펴야 하며, 독해 과정에서 학습자의 의미 구성(독해 깊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세 시기의 읽기 단원 질문을
분석하기 위하여 앞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분석 기준을 구안
하였다.

7) 세 시기 모두 4학년에 제시하여 그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선정한 제재의 종류가 ‘중심
내용 파악’ 학습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제재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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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읽기 수업의 특성(읽기 과정과 질문 위치)에 부합하는가?
2) 읽기 질문의 수준(제재 이해 수준)이 균형적으로 제시되는가?
3) 모범적이고 다양한 질문 표현 형태(독해 수준을 반영)를 보이는가?

이와 같은 분석 기준으로 7차, 2007, 2009 읽기 단원에 제시된 질문의 양상
을 비교분석하면, 세 차례 교육과정 개정이나 교과서 개발과 관련하여 시기
별로 변화된 읽기 질문의 추이 과정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향후 개선
사항에 대한 시사점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3.3 분석 결과
3.3.1 읽기 단원 체제와 질문의 위치
수업 내용 생성 질문에 비하여 사전지식 생성 질문이 학습자의 정보 이해
와 언어적 상호작용 수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고등 정신 능력 개발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학습 전략이라고 한다(장언효, 이윤옥, 2000).
읽기 학습에서도 읽기 전에 질문을 하는 것은, 학습 동기 유발이나 읽기
목적의 명료화, 스키마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읽는 중 질문은 독자의
읽기 과정에 대한 수행이자 점검 행위일 수 있다. 전략적 독자의 경우 이와
같은 질문에 능하다고 본다. 읽은 후 질문의 경우는 읽기 결과를 종합하고
정리하게 해 주는 기능을 한다.
내용교과의 학습은 곧 제재 학습으로서 해당 글의 이해와 기억에 초점을
두지만, 읽기 단원의 학습 목표는 읽기 과정의 학습이 목표이다. 그래서 읽기
질문이 제재 내용 파악에 집중하기보다는 읽기 과정 수행과 연관되기 위해서
읽은 후 질문보다 읽기 전이나 읽는 중 질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는 특히
읽기 단원 체제의 수업 실행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172 한국초등국어교육 제54집

<표 5> 읽기 단원 체제 내 읽기 질문의 위치 분포 양상
위치
단원도입

가(7차)
o

나(2007)
o

이해학습

x

x

다(2009)
o
설명문1
설명문2
읽은후(2) 읽는중(5)

전기문
시
여행기
읽는중(5), 읽은후(3) 읽은후(3) 읽은후(3)
(보충학습)
시
단원정리
읽은후(4)
읽은후(3)
읽기 초점 일의 차례(전기문) 여정,견문,감상(기행문)
적용학습

x
x
문단(설명문)

단원 체제 및 읽기 과정(전, 중, 후)과 관련한 질문의 위치를 살펴본 결과,
모두 단원 도입의 첫 면에 질문을 제시한 것은 공통적이나 다른 질문의 위치
와 종류는 각기 다르게 나타나 일관성을 찾기 어려웠다.
먼저, 단원 도입 질문이 세 종류 모두 단원 학습 목표와 연관된 질문을
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고 이는 단원 도입의 기능(스키마 활성화, 동기유
발, 학습 목표 확인)에 충실한 질문의 내용이자 위치라고 생각된다. 특히 ‘다’
의 경우, 도입 면 자체가 ‘문제 상황’으로 연출되고 문제를 찾는 방식으로 질
문을 제시하여 ‘가,나’에 비해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다음으로 단원 체제와 관련하여, ‘가’형은 적용학습에서 제재 1개에 대하여
읽는 중 질문(5)과 읽은 후 질문(3)을 같이 제시하여 질문의 수가 많은 편인
데, 전기문의 중심 내용을 찾는 방법으로 제시된 ‘일의 차례’에 관한 질문은
전무하였다. 특히 읽은 후 질문에 연이어 제시되는 읽기 목표 활동은 ‘일의
차례’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학습자들이 중심 내용을 찾을 때 기준이 읽기
질문의 답인지 아니면 일의 차례인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렇듯 읽기 질문
제시 방식이 내용 이해와 방법 학습(목표 활동)을 분리한 이원화 양상을 보여
주고 있었다. 또한, 단원 정리에 사용된 제재는, 전기문의 일의 차례(적용학
습)와 상관없이 설명문(우리의 질그릇)을 제시하고, 읽은 후 질문이 문단 별
로 중심 내용을 찾는 질문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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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형은 ‘적용학습’에서 제재 2개를 제시하고 각각 읽은 후 질문을 제시하
는데 읽은 후 질문의 성격이 달랐다. 제재1의 읽은 후 질문은 ‘기행문의 구성
요소’에 초점을 두고 제시되고, 제재2의 읽은 후 질문은 내용에 초점을 둔
질문이었다. 특히, 목표 활동은 두 제재 모두 해당 읽기 목표와는 다소 거리
가 먼 ‘학습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해 보자’는 매우 불분명한 활동을 제시하
고 있는데, 이는 두 제재 모두 기행문 구성 요소를 확실히 찾을 수 있는 전형
적인 기행문이 아니라 ‘시. 감상 중심의 여행기’이어서 애초에 목표 활동이
불가능한 제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단원 정리의 읽은 후 질문은 기행
문 구성요소(읽기 목표)에 맞게 ‘여정, 견문, 감상’을 묻는 질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당 제재의 종류가 짧은 시여서, 적절한 답을 찾기에는 부적
절하였다는 데 있다.
‘다’형은 ‘가, 나’형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단, ‘이해학습’에서
만 읽기 질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단원의 경우 2009 국어 교과서 통합
단원 내 읽기 차시가 이해 학습에 배정되어서이다. 문제는 이해학습 전개상
연이어 제시되는 제재1과 제재2의 글의 종류 및 읽기 질문의 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
제재1은 읽은 후 질문으로 제재의 중심 소재를 묻고, 다음으로 문단 별
중심 내용 찾는 목표 활동을 한 후, 중심 내용을 묻는 질문이 제시되었다.
제재1은 소재도 ‘새’로 분명하고 중심 문장을 두괄식으로 제시한 4개 문단
구성의 전형적인 설명문으로, 읽은 후 질문에 답하기 용이하며 읽기 질문
제시 방식에서 내용 이해보다는 방법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읽기 목표
활동과 일치한 경우였다. 반면, 제재2는 중심 문장이 불분명하고 호흡이 긴
문장으로 표현된 6개 문단의 글로서, 전체 글의 중심 내용을 찾기도 쉽지
않은 서사적 설명문이다. 제재2는 읽는 중 질문만 제시되는데, 해당 질문은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되기보다는 제재 세부 내용과 관련한 독자의 생각을
활성화하는 수준의 질문을 제시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읽기 단원 체제와 관련하여 읽기 질문은 주로 적용 학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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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되고 있었고, 읽기 과정 학습과 관련하여 ‘읽기 전 질문’은 세 시기 읽기
단원 모두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8) 특히, ‘읽은 후’ 질문이 ‘읽는 중 질문’에
비해 거의 두 배 정도 많았는데, 읽은 후 질문의 읽기 질문 제시 방식도 세
시기는 물론 한 단원 내에서도 일관되지 않은 방식을 보이고 있었다. 읽은
후 질문의 제시 방식이, 내용 이해에 초점을 두어 읽기 학습 목표 활동과
이원화한 경우와, 방법 학습으로 읽기 목표 활동과 일치한 경우가 함께 발견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세 시기 모두 읽기 단원 개발 과정에서 읽기
학습의 특성을 반영하는 질문 개발 원리가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읽기 단원의 체제는 읽기 수업을 구조화하기 위하여 구안된 체계이다. 만
일 읽기 단원 체제가 읽기 학습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고 제재 배치 과정에서
질문을 형식적 장치로만 구현하고 있다면, 제재 학습을 가중시키고 국어과
읽기 학습의 본질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읽기 후 질문이 제재 학습을
가중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고려할 때, 읽기 질문 위치의 균형적
안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3.3.2 읽기 질문의 수준
읽기 단원에서 제재 전후로 제시된 질문은 읽기 전략의 수행과 이해 수준
을 반영한 질문이어야 한다. 읽기 학습의 특성에 따라 글을 읽고 전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잘 익힐 수 있는 질문의 유형과 수준이 제시되는 것이 타당
하다. 이에 따라 세 종류 모두를 대상으로 읽기 질문 유형과 수준의 분포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8) ‘읽기 전 질문’ 대신, 제재 바로 앞에 차시 학습 목표를 재진술한 어구를 통해 읽기 방향을
안내하는 지시 문장을 제시하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생각하며, 유관순을
읽어봅시다.’(가), ‘글쓴이가 여행한 곳, 보고 들은 것, 생각하거나 느낀 것을 알아보며 ,<선암
사>를 읽어 봅시다./글쓴이의 여행 경험을 생각하며 <만 권의 책만큼 값진 것>을 읽어 봅시
다.’(나),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새‘를 읽어 봅시다./글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며 ’하늘
을 나는 꿈‘을 읽어 봅시다.’(다)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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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읽기 질문의 수준 분포 양상
구분

도입
TE
.
Pearson &
TI
.
Johnson
SI
1
RT
.
TS
.
Raphael
OO
1
이해
1
읽기과정 조직
.
(수준) 정교화 .
조정
.

가(7차)
적용 보충
2 2 3
3 .1 1
. . .
2 2 3
3 1 1
. . .
2 2 3
2 1 .
1 . 1
. . .

나(2007)
계 도입 적용 정리
7
.
2 2 3
5
.
1 1 .
1
1
. . .
7
.
2 2 3
5
.
1 1 .
1
1
. . .
8
.
2 2 3
3
.
1 1 .
2
1
. . .
.
.
. . .

다(2009)
계 도입 이해 계
7
.
1 2 3
2
.
1 . 1
1
1
. 3 4
7
.
1 2 3
2
.
1 . 1
1
1
. 3 4
7
.
1 2 3
2
.
1 . 1
1
1
. 3 4
.
.
. . .

※ TE(textually explicit question, 명시적 질문), TI(textually implicit question, 암시적
질문), SI(script implicit question, 함축적 질문)/RT(right there, 바로 거기에),
TS(think and search, 생각하고 찾기), OO(on my own, 내 힘으로)

<표6>에 의하면, 세 종류 모두 제재에 관한 질문을 제시할 때 질문의 수준
이 ‘쉽고 단순한 수준에서 어렵고 복잡한 수준’으로 이행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 개정에 상관없이 ‘명시적 질문(TE)과 제재에
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RT)’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해당 분석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다’형이 학습량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학습
자의 추론을 상대적으로 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2009 개정
교육과정 읽기 학습에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학습’이 3학년 중점 성취기준
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4학년 읽기 수준을 상대적으로 상향 조정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세 가지 유형의 기준에 의한 분석 결과, 세 시기의 읽기 단원 모두 질문
수준은 거의 동일한 분포 양상을 보이지만, 국어과 읽기 학습의 특성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 간과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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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읽기 중 질문과 읽은 후 질문의 수준 분포 양상

이해

읽는 중 질문
7차
2009
계
적용
이해
2
2
4

7차
적용
2

읽은 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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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을 보면, 국어과 읽기 학습의 특성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읽기 과
정의 구현과 관련하여, 초인지 학습에 관여하는 ‘조정하기’ 수준의 읽기 질문
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또, 읽는 중 질문과 달리 읽은 후 질문에서 ‘정교화’
수준이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 선정한 세 시기의 읽기 단원은 학습 목표가 모두 ‘중심 내용
찾기(혹은 내용 간추리기)’로서, 글의 종합적 이해를 의도한다. 읽기 지도에
서는 구체적으로 글의 종류(형식, 특징)와 관련하여 중심 내용을 찾는 방법
(전기문-일의 차례, 기행문-구성요소, 설명문-문단 중심 내용)을 학습하게 하
는데, 중심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앞서 제시한 질문 수준 세 가지
가 모두 사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읽기 질문은 읽기 과정의 시연 및 내면화와 관련이 있으므로,
질문의 수행과 질문 수행을 관리하는 초인지 기능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질문
수준을 설계해야 한다. 이 때 이해학습의 경우 읽기 전략을 배우기 위한 읽기
과정의 전략 시연 기능에 충실하도록 읽는 중 질문이 제재 내용보다는 해당
읽기 전략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적용학습에서는 글의
이해 결과를 확인하고 학습자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는 질문 수준이 제시되어
야 한다고 본다. 단원 도입과 정리에 사용된 읽기 질문은 특정 제재 내용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단원 전체 읽기 학습 목표를 개관하고 정리하는 관점
에서 해당 읽기 전략의 수행에 초점을 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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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읽기 질문의 형태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할 때 학습자는 중심 내용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 읽기 단원에 제시된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은, 2차적으로 학습자의 읽기
과정을 정제하고 독해 깊이를 더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제시되는 질문의
형태나 문장 표현은 학습자의 독해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해야 한다.
질문은 의문문 형태이고, 의문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질문의 답을
제재 문면에서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경우를 ‘폐쇄형 질문’이라 하는데, 대개
‘무엇, 어디, 언제, 누구’등의 의문사를 사용한다. 이와 달리 제재 속에서 여러
문장에 걸쳐 답을 찾아야 하거나 학습자의 추론이 요구되는 경우는 ‘개방형
질문’이라 하고, 대개 ‘어떻게, 왜’ 등의 의문사를 사용한다(Blosser, 1973 참조).
어떤 질문 형태에 노출되는가에 따라 학습자들의 답을 찾는 방식이 달라진
다. 폐쇄형 질문을 접하면 답을 찾기 위해 제재의 문면(literal level)에 집중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에 사용된 단어가 그대로 사용된 제재 문장에
서 이해하지 않고서도 곧바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질문
의 형태를 읽기 이해의 수준과 연계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표 8> 읽기 질문 형태의 분포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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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읽기 질문은 단연 ‘무엇’형을 선호하고 있었다. ‘어떻게’형은 대개
개방형 질문에 속하지만, 교과서 읽기 질문에서는 등장인물의 행위를 묻고
있어서 독자의 별다른 사고 개입이 필요 없는 형태였다. 이는 ‘어떤’형도 유사
한데, 피수식어가 그대로 문면에 제시되면서 질문의 답이 그대로 나오는 상
황이었다. 가령, ‘어떤 신념’이라는 질문에 대해 교과서에서 바로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한다는 유관순의 신념’으로 명시되어서 딱 한번 나오는 ‘신념’이라
는 낱말을 찾기만 하면 되었다. 결국 <표8>에서 읽기 질문의 대부분이 폐쇄
형 질문에 집중되고 있다는 결과는 앞서 읽기 질문의 수준이 대부분 사실적
이해에 집중된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교과서 읽기 질문 형태는 의문사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질문을 만들 때에는 의문사형 질문보다는 ‘~한 것은?’의 표현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박수자, 2013).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대부분 성취도 평가
문항의 문형을 모방하여 즉각적으로 답하기 쉬운 형태의 질문을 만든 것이
다. 가령, 인명이나 숫자를 묻는 ‘~한 것은?’이 가장 대표적인 질문 형태였다.
특히, 제재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되 문장의 끝만 의문형으로 만들어 질문을
작성한 사례도 있었다. 학생들에게 질문은 생각거리가 아니라 시험 문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만큼 생각하는 질문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질문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묻는지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질문 의도와 의문사형의 연결이 지나치게
피상적이거나 작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읽기 질문 형태로 자주 등장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인 경우, 원인 분석을 요구하는 고급한 질문으로 인
식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 답은 해당 제재에 ‘때문이다’로 나오는 부분만
찾으면 된다. 또, ‘선암사까지 어떻게 갔나요?’의 경우 답은 ‘기차를 타고’이므
로, ‘어떻게’형의 질문 특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질문 형태를 ‘무엇을 타고
갔나요?’로 수정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된다. 반대로, ‘무엇’형이나 ‘어떤’
형의 경우, 피수식어가 ‘생각, 느낌’ 등의 단어가 되면, 개방형 질문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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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도 발견되었다(* 표시).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읽기 질문의 형태는 의문문이면 된다는 단순한 논리에
서 탈피하여, 질문의 목적(의도)과 의미가 질문 형태와 일치하도록 명료하게
표현하고, 읽기 과정 숙달에 적합한 다양한 질문 형태가 계열화하여 제시되
어야 한다.

4. 결론 및 제언
2003년 OECD 보고서 이후 21세기 미래형 교육으로 핵심 역량(core
competencies)9) 개발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이광우, 2009 참조). 현
재 우리나라는 2009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에 핵심 역량 요소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최승현, 곽영순, 노은희, 2011), 향후 온전한 핵
심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연구는 핵심 역량 기반 교육의 대표적 수업모델인 읽기 수업에서 자기
주도적 독자의 초인지 특성까지 반영하는 질문의 가치와 기능에 주목하고,
7차, 2007, 2009 국어 교과서 읽기 단원에 제시된 질문 양상을 비교하여 검토
하였다.
현재 세 차례 개정된 읽기 단원의 질문 분포 양상을 비교분석한 결과, 읽기
질문의 분포 양상이 교육과정 시기마다 달랐다. 적용학습에 읽기 질문이 주
로 나타난 것, ‘읽기 전 질문’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점, ‘읽는 중 질문’도 7차와
2009 읽기 단원에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또한, 읽기 질문이 ‘읽은 후 질문’에 집중되어 내용교과 학습과의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읽기 질문의 수준도 제재 내용을 그대로 답하는 명시적

9) 핵심 역량은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하고, 이질 집단 내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독자적으
로 행동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학문 지식에 근거한 종전의 학력 개념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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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에 명시된 질문, 사실적 질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읽기
과정의 점검과 관련된 질문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질문의 형태(문장 표현)
도 정답이 정해져 있고 글에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폐쇄형 질문(‘무엇’형,
‘어디’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읽기 단원 질문이 읽기 학습보다는 제재 학습의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읽기 단원 내 질문이 그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기보다는 교과서의
부속 장치로서 형식적 기능만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읽
기 학습의 특성을 구현해내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읽기 단원의
질문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읽기 단원 질문은 읽기 과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치를 안배하여야
한다. 현재 읽기 지도는 과정 중심의 읽기 지도를 하고 있으며, 제재보다는
제재를 통한 읽기 전략의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읽기 단원 체제
(단원 도입, 이해학습, 적용학습, 단원 정리)의 구성요소로 질문이 고정된 경
우, 읽기 과정의 각 단계(전, 중, 후)의 목적과 특성을 반드시 반영하여 기능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내용 이해 질문과 방법 학습 질문의 제시 방식을
일관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읽기 단원 질문은 학습자의 독해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준별로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Bloom의 질문 수준(지식/기억, 이해,적용/전이,
분석/관련짓기, 종합/창조, 평가/판단, 홍경선, 김동익, 2011, 참조)이 주로 내
용교과 학습에서 기여한다면, 국어과 읽기 질문의 수준은 읽기 학습을 용이
하게 하는 질문의 유형과 수준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제재 내용 파악
질문보다는 읽기 과정의 수준별 학습에 초점을 둔 질문으로서 독해 깊이를
더하는 질문이어야 한다.
셋째, 읽기 단원 질문은 질문 목적과 의미가 질문 형태와 일치하여 명료하
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응답의 결과가 발산적일지 수렴적일지는 질문의
문장 표현에서 이미 전제가 된다. 해당 단원의 읽기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질문 형태가 다양한 방식(‘무엇’형, ‘어떻게’형, ‘왜’형 등)으로 명료하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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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이는 교사 발문의 자원이나 학생들이 생성할 질문10)의 모델이
될 것이다.
넷째, 읽기 단원 질문 이외에 학습자가 질문을 생성하여 기입할 수 있는
여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업 중 교사 발문의 부담을 덜고 학습자의
능동적인 읽기 참여를 유도하며, 학습자의 독해 과정에 대한 교사의 구체적
피드백이 가능하게 해 준다.
읽기 질문은 성취도 평가의 자원으로 사용되거나 수업 중 답하기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 발문의 자원이자 학생 질문 생성의 모델이 다.
읽기 수업에 요구되는 읽기 질문의 조건, 구성주의 읽기관에서 권장하는 자
기 주도적 독자의 질문 생성 기능의 가치, 현실적으로 성취도 평가와 관련하
여 질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읽기 단원에 제시될 질문의 ‘위치, 유형, 수
준, 형태’ 등의 분포 양상은 교과서 개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가 제시한 읽기 단원 질문의 분석 기준과 결과는 향후 읽기 단원
개발에 참조가 되며, 읽기 수업 교사의 읽기 질문 설계에 대한 준거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10) 질문 만들기 전략은 능숙한 독자가 독해 중에 머릿속에 생성하는 질문을 모델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능숙한 독자처럼 내재화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읽기 단원에 제시된 질문을 모델로 삼아 지속적으로 질문 생성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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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 analysis of reading uint system and
question strategies’ distribution in Korean
elementary textbooks
Park, Soo-Jah(BNUE)

Reading theory based on constructive paradigm, have been focus on learners’
strategic thinking possible as self-directed reader. This Paper focus on the
strategic values of questions, and analysis on the relations between reading
textbook’s unit system and reading textbook’s questions distributions in 7th~2009
curriculum.
This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E/RT questions focus on text content
comprehension were mainly presented. And they were generally presented after
reading, meta-cognitive question characteristics of reading lessons was not found,
also most of questions were ‘what & where’ types.
So this paper proposed question presentation maxims for reading process
depth. expecting that next 2009 korean reading textbook will be changed, and
help reading teachers to make their question manuals for effective reading
lessons.
【Key words】: reading unit system, reading textbook questions, metacognition, questioning strategy, self-directed reader, strategic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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