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교육이란 교육의 내용, 교수자, 학습자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하나의 장

을 일컫는다. 다음의 의도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하기 해서 교사는 다양한 학습 자료를 매개로 하여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한다. 오늘날 교사가 활용하는 

학습 자료는 매우 다양하게 개발  보 되고 있다. 그

러나 교수자와 학습자가 다루는 교육의 내용이 담긴 

매개체는 교과서이며, 통 으로 교과서와 교사용 지

도서는 수업의 내용을 핵심 으로 포함하는 교육의 주

된 도구가 된다(최윤미와 이형철, 2012). 따라서 교사

가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하는데 교과용 도서는 기본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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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발문은 학교 수업에서 핵심 인 기술로 

교육 인 연구 상으로서(구순란, 2000) 이에 한 꾸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발문에 한 여러 학자

들의 의견을 종합하 을 때 발문은 단순히 답을 묻는 

물음이 아니라 학습자를 수업에 참여하게 하고, 학습

자의 사고를 자극하며, 나아가 발문으로 학습자의 

재 상태에 한 평가까지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발문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학생

의 반응, 참여도, 성취도 등이 달라질 정도로 발문이 

학생에게 미치는 향은 크다(노 진, 2017). 그러므로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발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는 기본 으로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여 수업을 

하고 있으며, 교과서는 교사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사용되는 교사의 

발문도 교과서로부터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우

리의 수업 장에서 교과서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교과서 내에서 제기하고 있는 발문이 학습자의 

사고력 함양에 어떤 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김다 , 2007). 더구나 교사의 재량

에 따라 다양한 학습 교재를 사용하는 외국과 달리 우

리나라의 경우 국가 수  교육과정에 따라 동일한 과학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교과서에 제시된 발문에 

한 연구는 더욱 필요하다(박주 과 권 순, 2007).

이에 따라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 마다 과학 교과를 

비롯하여 여러 교과에서 교과용 도서에 제시된 발문에 

하여 끊임없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07 교육과

정의 과학 교과서의 발문 분석을 한 최윤미와 이형철

(2012), 등학교 과학과 교수･학습 과정에 따른 발문

유형 분석을 한 이상균(2014), 2009 교육과정 과학 교

과서의 발문 분석을 진행한 임태규(2015)의 경우 학습

자에게 조작활동을 안내하는 유형의 발문이 가장 많았

다고 분석하 다. 한 2007 교육과정과 2009 교육과

정을 비교 분석한 서혜진(2014)의 경우에도 실험을 안

내하고, 찰 결과를 확인하는 발문이 가장 많이 제시

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 다. 그리고 Kewley 

1998)와 Koufetta(2000)의 경우에도 발문의 요성을 

인지하고 교사의 발문에 한 연구를 진행하 으며, 

Turner(1989)는 교과서에 제시된 발문을 분석하 다.

따라서 본 연구를 진행하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 교과서는 2009 교육과정의 과학 교과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2009 교육과정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발문과 

2015 개정 교육과정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발문을 비

교 분석하여 교수･학습 활동에 하게 활용될 수 있

도록 기  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교육과정의 교과서 

개발에 도움이 될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9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등 과학과 

3∼4학년 교과서의 발문 유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2009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등 과학

과 3∼4학년 교과서의 발문 유형은 학년별로 어떤 차

이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등 과학과 교과서의 발문

유형을 비교 분석하기 한 연구 차는 Fig. 1과 같다.

주제 선정  연구 문제 발견

⇓

문헌 연구  선행 연구 고찰

⇓

발문 분류 체계 선정

⇓

교과서 발문 분석

⇓

통계 처리  결과 분석

⇓

결론 도출

Fig. 1. Study procedure

2. 연구 대상 

2009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등 과학과 교과서

의 발문유형을 비교 분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연

구 상을 선정하 다. 본 연구를 해 사용된 교과서

는 2009 교육과정의 등 과학과 3～4학년 1･2학기 교

과서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등 과학과 3～4

학년 1학기 교과서와 2018년 9월 장에서 사용될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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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교과서이다.

한 본 연구에서 발문은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

도록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고 학습의욕을 불러일으

키는 물음”으로 정의하 다. 따라서 과학과 교과서에 

제시된 물음  의문문 형태의 물음뿐만 아니라 학습

자의 사고를 자극하고 학습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 ～이야기해 시다.”, “～ 찰해 시다.” 등의 청유문 

한 연구 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주사 를 던져 

나온 숫자만큼 말을 이동합니다.”와 같이 학습자의 사

고가 개입되지 않는 단순한 지시문은 제외하 으며, 

매 차시 반복되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할까

요?”, “생각해 볼까요?”와 같은 문장 한 학습자의 사

고를 자극하기 보다는 단순히 학습을 안내하기 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박주 과 권 순(2007)의 발문 분류 

체계와 김민정 등(2014)의 발문 분류 체계를 참고하여 

만들어진 최윤미와 이형철(2012)의 발문 분류 체계를 

기 으로 하여 발문을 분석하 다. 최윤미와 이형철

(2012)의 발문 분류 체계의 경우 크게 폐쇄  발문과 

개방  발문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를 통하여 등 

과학교과서의 목 에 부합하는 “인문학  상상력, 과

학 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

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한 발문의 비 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Bloom의 발문 분류 체계는 인지  역의 발문 분

석에 있어서는 효과 이지만 폐쇄  발문을 통하여 학

습자의 수렴  사고를 이끌어내는지, 아니면 개방  

발문을 통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사고와 창의성을 이끌

어 낼 수 있는 발문인지 구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

므로 사용하지 않았다.

임태규(2015)의 선행연구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Blosser 

(1973)의 발문 분류 체계의 경우 운  발문과 수사  

발문은 실제 수업 상황에서 교사가 토의를 진시키거

나 요 을 강화할 때 사용하는 발문으로써 교과서 분석

에는 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able 4에 나와 있는 최윤미

와 이형철(2012)의 발문 분류 체계를 선정하여 사용하

다. 한 발문 유형의 분석에 있어서 모호한 것은 5

인의 과학 교육 문가들에게 문의하여 결정하 다. 

4. 발문 유형 분석의 실제

본 연구에서 2009와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등 

과학과 교과서의 분석 사례는 Table 1과 같다.

㉠은 지층 모형을 만들기 하여 구체  조작 활동

을 안내하는 발문이므로 제안  발문이다. ㉡은 다른 

모둠에서 만든 모형을 보고, 어떤 순서로 만들어졌는

지 보이는 그 로를 이야기하게 하는 발문이므로 재생

 발문이다. ㉢은 지층에서 에 있는 층과 아래에 있

는 층 에서 어느 것이 더 먼  만들어진 것인지 추

측하는 발문이므로 상  발문에 해당된다. ㉣은 고

사리가 살았던 지역을 상상해서 말하도록 하는 발문인

데, 학습자의 반응을 한정할 수 없고 자유로운 의견 표

출을 의도하고 있으므로 확산  발문이다. ㉤은 지층

과 화석에 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사 박물

을 꾸며보도록 하는 발문이다. 자연사 박물 을 꾸미

Table 1. Analysis example of textbook

학년 학기 단원번호 발문

폐쇄 개방

인지기억 수렴
확산 평가

재생 제안 상 용

4 1 2 ㉠
2의 투명한 라스틱 원통에 자갈, 모래, 진흙을 넣는 순서를 자유롭게 하여 

지층 모형을 만듭니다.
○

4 1 2 ㉡ 다른 모둠에서는 어떤 순서로 지층 모형을 만들었는지 이야기해 시다. ○

4 1 2 ㉢
지층에서 에 있는 층과 아래에 있는 층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먼  만들어진 

층일까요?
○

4 1 2 ㉣ 화석 속 고사리가 살았던 지역의 환경을 상상하여 이야기해 시다. ○

4 1 2 ㉤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사 박물 을 꾸며 시다. ○

4 1 2 ㉥ 다른 모둠이 만든 시실에서 잘된 과 개선할 을 이야기해 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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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서는 이 에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야 하므로 

이는 용  발문이다. ㉥은 다른 모둠이 만든 시실

을 비 으로 분석  평가해보도록 하는 발문으로서 

평가  발문에 해당된다.

와 같은 방식으로 2009 교육과정 3, 4학년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1320개의 발문과 2015 개정 교육과정 

3, 4학년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1391개의 발문을 상

으로 유형별 분석을 실시하 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2009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과 

3∼4학년 교과서 발문 분석

가. 2009 교육과정 과학과 3∼4학년 교과서 발문 

분석

2009 교육과정 과학과 3∼4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발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체 발문 1,320개  3학년은 669개, 4학년은 651

개로 3학년의 발문 개수가 18개 많았으나 체 으로 

비슷한 양의 발문이 제시되었다. 이는 3학년과 4학년

의 단원 개수가 같으며, 학습의 양이 비슷하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2009 교육과정 과학과 3∼4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유형별 체 발문에 한 분석 결과는 Fig. 2와 같다.

Table 2에서 보면 체 발문  재생  발문은 7.5%, 

제안  발문은 54.2%, 상  발문은 22%, 용  발

문은 2.9%, 확산  발문은 8.5%, 평가  발문은 4.9%

로 조사되었다. 체 발문  제안  발문이 반을 넘

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과학 교과 특성상 “돋보기로 

알갱이를 찰하여 시다.”,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

물을 분리하여 시다.” 등과 같이 다양한 조작활동에 

한 안내가 많은 탓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확산  발문

이 학습자의 창의력 신장에 더 효과 인 만큼(남화경, 

Table 2. Analysis result of the grade 3 and 4 science textbooks in 2009 curriculum

유형

상

폐쇄  발문
개방  발문

계인지 기억 수렴

재생 제안 상 용 확산 평가

3학년
48 352 160 21 55 33

669
7.2% 52.6% 23.9% 3.2% 8.2% 4.9%

4학년
51 363 130 17 58 32

651
7.8% 55.8% 20.0% 2.6% 8.9% 4.9%

계
99 715 290 38 113 65

1,320
7.5% 54.2% 22.0% 2.9% 8.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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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문 유형 비율

Fig. 2. Analysis results of question by type on the grade 3 and 4 science textbooks in 2009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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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제안  발문이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과학 

교과서는 학습자를 단순히 안내된 차를 따라가도록 

하는 교육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과학과 3∼4학년 교과서와 비교하여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나. 2015 개정 교육과정 과학과 3∼4학년 교과서 

발문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 과학과 3∼4학년 교과서에 제

시된 발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을 살펴보면 체 발문 1,391개  3학년은 

707개, 4학년은 684개로 3학년의 발문 개수가 23개 많

았다. 2009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15 개정 교육과

정에서도 3,4학년 간 발문의 개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한 2009 교육과정과 비교하 을 때 총 발문의 개수

가 71개 증가하 는데, 이는 발문의 개수가 한 단원 당 

평균 3.5개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2015 개정 교

육과정에서는 학습량을 정화하면서 2009 교육과정 

성취 기   내용의 80% 선으로 내용을 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문의 개수가 늘어난 은 바람직

하지 않으므로 향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3∼4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유

형별 체 발문에 한 분석 결과는 Fig. 3과 같다.

Fig. 3에서 보면 체 발문  재생  발문은 6.3%, 

제안  발문은 44.8%, 상  발문은 28.8%, 용  발

문은 2.9%, 확산  발문은 9.7%, 평가  발문은 7.5%로 

조사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체 발문  

제안  발문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 으며, 그 다

음으로 상  발문에 한 비 이 높았다. 이는 최미

숙과 김용권(2012)의 연구에서 학생들의 창의성 향상

을 해서는 개방  발문을 좀 더 고려해야한다고 한 

것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연 상과 사물에 

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의 핵심 개념에 

한 이해와 탐구 능력의 함양을 통하여,”라는 목표를 

제시하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하여 학습 내용에 한 추측과 탐구 

Table 3. Analysis result of the grade 3 and 4 science textbooks in 2015 revised curriculum

유형

상

폐쇄  발문
개방  발문

계인지 기억 수렴

재생 제안 상 용 확산 평가

3학년
50 295 217 19 71 55

707
7.1% 41.7% 30.7% 2.7% 10.0% 7.8%

4학년
37 328 183 22 64 50

684
5.4% 47.9% 26.8% 3.2% 9.4% 7.3%

계
87 623 400 41 135 105

1,391
6.3% 44.8% 28.8% 2.9% 9.7%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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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alysis results of question by type on the grade 3 and 4 science textbooks in 2015 revised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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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의 상  조작활동의 결과에 한 분석과 

련된 상  발문이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배운 것을 새로운 상황에 응용해보도록 하

는 용  발문이 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단순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을 실제로 다양하게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생 ･제안

･ 상  발문의 비율을 이고 용  발문의 비율

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2009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년별 발문 

유형 분석

가. 2009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3학년 교과서의 

발문 유형 분석

2009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3학년 교과서에 제시

된 발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를 살펴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2009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발문의 개수가 증가하 다. 

학습 내용을 정화한다고 하 음에도 발문의 개수가 

증가한 까닭은 서혜진(2014)의 연구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2009 교육과정에 제시되었던 스토리텔링 부분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시 발문의 형태로 나

타났기 때문이다.

2009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3학년 교과서에 제시

된 발문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Fig. 4에서 보면 가장 큰 특징은 제안  발문의 감소

와 상  발문의 증가이다. 제안  발문의 경우 무려 

10.9%가 감소하 는데, 조작 활동을 안내하는 발문이 

어든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 상

 발문은 6.8%가 증가하 고, 개방  발문에 해당하

는 확산  발문과 평가  발문도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 소폭 증가하 다. 이러한 변화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비 인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목 과

도 부합한다. 재생  발문과 용  발문은 두 교육과

정 모두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서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강조하는 만큼 용  

발문이 차지하는 비 이 낮아 향후 교과서 개정 시 충

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Table 4. Analysis results of questioning type on the grade 3 science textbook between 2009 curriculum and 2015 revised curriculum

유형

상

폐쇄  발문
개방  발문

계인지 기억 수렴

재생 제안 상 용 확산 평가

2009

교육과정

48 352 160 21 55 33
669

7.2% 52.6% 23.9% 3.2% 8.2% 4.9%

2015

개정 교육과정

50 295 217 19 71 55
707

7.1% 41.7% 30.7% 2.7% 10.0%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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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alysis of questioning type on the grade 3 science textbook between 2009 curriculum and 2015 revised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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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9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4학년 교과서의 

발문 유형 분석

2009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4학년 교과서에 제시

된 발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를 살펴보면 4학년 교과서도 3학년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 발문의 개수가 

증가하 다. 4학년의 경우에도 서혜진(2014)의 연구에

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2009 교육과정에 제시되었던 

스토리텔링 부분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시 발

문의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내용 정화를 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발문의 개수가 늘어났다는 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2009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4학년 교과서에 제시

된 발문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4학년 교과서를 분석한 서혜진(2014)의 연구에 따르

면 2009 교육과정의 경우 2007 교육과정에 비하여 사

실을 묻는 발문이 고, 찰한 것을 자신의 생각 로 

표 하는 발문이 늘었다고 하 다. 이러한 흐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4학년 교과서의 경우 재생 , 제안  

발문 유형은 감소하고, 나머지 발문 유형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

재 양성을 목 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습자의 창의  

사고를 진하기 하여 개방 인 발문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2009 교육과정에서 탐구 활동 이후에 더 생각

해 볼 문제가 나오는 차시는 한 단원에 3∼4개 밖에 

없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매 차시마

다 “생각해 볼까요?”, “더 생각해 볼까요?”라는 물음을 

던져 학습자들이 과학 으로 심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다. 이로 인하여 상  발문이 

20.%에서 26.8%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평가  발문도 4.9%

에서 7.3%로 2.4%가 증가하 다. 최미숙과 김용권

(2012)은 우리 생활과 련된 학습 내용이 많은 단원

에서 평가  발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 다고 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과 생활’ 단계에서 실생활 

문제와 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평가  발문이 증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Table 5. Analysis result of questioning type on the grade 4 science textbook between 2009 curriculum and 2015 revised curriculum

유형

상

폐쇄  발문
개방  발문

계인지 기억 수렴

재생 제안 상 용 확산 평가

2009

교육과정

51 363 130 17 58 32
651

7.8% 55.8% 20.0% 2.6% 8.9% 4.9%

2015

개정 교육과정

37 328 183 22 64 50
684

5.4% 47.9% 26.8% 3.2% 9.4% 7.3%

0

10

20

30

40

50

60

70

(%)

재생적 제안적 예상적 적용적 확산적 평가적

5.4

47.9

26.8

3.2

9.4 7.37.8

55.8

20

2.6

8.9
4.9

2009 2015

Fig. 5. Analysis of questioning type on the grade 4 science textbook between 2009 curriculum and 2015 revised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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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은 인지 기억  사고

를 자극하는 폐쇄  발문보다는 수렴 , 개방  발문

이 증가하는 바람직한 변화를 보 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과학과 교과서에 제

시된 발문과 2009 교육과정 과학과 교과서에 제시된 

발문을 비교 분석하여 교수･학습 활동에 하게 활

용될 수 있도록 기  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교육과정

의 교과서 개발에 도움이 될 시사 을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 한 어떤 발문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학

습자의 흥미 는 성취도가 달라진다는 은 여러 연

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제 아래 본 연구에서 2009와 2015 개정 교

육과정의 등 과학과 교과서 발문 유형을 비교 분석

하 고,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 3∼4학년 과학과 교과서

의 발문은 제안  발문이 4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이 28.8%의 상  발문이었으며, 용  발문이 

2.9%로 가장 게 나타났다. 3∼4학년 수 을 고려하

을 때 여러 가지 차를 안내하는 제안  발문의 비

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으나, 행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 으로 하고 있는 만큼 

용  발문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 3∼4학년 과학과 교과서

의 발문은 2009 교육과정의 발문과 비교하 을 때 재

생  발문은 1.2%, 제안  발문은 9.4% 감소하 고, 

상  발문은 6.8%, 확산  발문은 1.2%, 평가  발

문은 2.6% 증가하 다. 학습자가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개방  발문의 비율이 늘어난 

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학습자의 창의 인 사고를 자극하기 하여 

지시  성격을 지닌 제안  발문의 비율을 인 은 

바람직하나, 교과서에 과학과 생활 단계가 도입되며 

용 , 확산  발문은 해당 차시에서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모든 차시에서 “생각해 볼까요?”라는 발문

을 던진 것처럼 배운 내용을 용할 수 있고, 확산 , 

평가 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발문의 비 을 높일 필요

가 있다.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2009 교육과정 등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발문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등 과학 교과서

에 제시된 발문을 비교 분석하여 교수･학습 활동에 

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  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교육과정의 교과서 개발에 도움이 될 시사 을 제시하

고자 한다. 따라서 2009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등 

과학과 교과서 발문 유형을 비교 분석하 고,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을 목 으로 하고 있는 만큼 용  발문의 비율을 높

일 필요가 있으며, 둘째, 학습자가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개방  발문의 비율이 늘어난 

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배

운 내용을 용할 수 있고, 확산 , 평가 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발문의 비 을 높일 필요가 있다.

주제어: 등과학교과서, 2009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

과정, 제안  발문, 상  발문, 용  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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