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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Questions are known to be an important teaching technique. And, waiting for the 

answers is essential in making questions effective and valuabl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status of the use of questions during lectures and to survey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professors regarding the questioning method including waiting time in one medical college.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42 medical college professors who have been lecturing to 

second year medical students from February to June 2004.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28 

items on the questions used during their lectures. The lecturers were observes by an appointed 

student to get data on the characteristics of questions used. 

  Results: Most of the professors observed in this study used questions during lectures, 

predominantly questions requiring answers. The waiting time, however, for answers was too short 

than reported in the literature. About 50% of the professors answered that their usual waiting 

time is between 6 to 10 seconds but the results of the observation showed that the average 

waiting time was 0.6 second. 

 Conclusion: There was significant discrepancy about waiting time between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and the data from the observation. Because the average waiting time was much 

shorter than expected, follow up studies after feedback and education would be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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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  소크라테스 이 부터 질문하기는 가장 흔하

고도 효과 인 교수방법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오늘

날에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 교사의 질문이 학생의 

사고와 학업을 증진시키는 핵심도구라고 생각되고 

있다 (Banks, 1998; Martorella, Beal, & Bolick, 2004; 

Woolever & Scott, 1988). 교수의 질문은 학생들로 

하여  학습에 한 참여도를 높이고, 질문에 올바

른 답을 하기 해 다양한 정보를 분석, 합성 

는 평가해 나가기 때문이다 (Myrich & Yonge, 2002; 

Profetto-McGrath, Smith, Day, & Yonge, 2004; 

Wink, 1993). 그러나 이러한 질문의 요성에도 불

구하고 학에서 수업  질문하기를 활용하는 비

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llner와 

Barnes (1983)의 연구에 의하면 형 인 학교 수

업에서 교수들이 강의하는 시간이 체 수업시간의 

70%를 차지하며, 교수들이 학생에게 질문하는 시간

은 약 4%에 불과하며, 특히 질문하 던 교수  1/3

은  학생들로부터 답을 얻지 못하며 학생으로

부터 답을 기다리는 신 교수 스스로가 답을 말해

버림으로써 학생들이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하 다. Rowe (1974)의 연구에서는 

학교육에서 평균 질문 후 기시간은 1  미만이라

고 보고하며, 질문에서 학생의 응답까지 기시간을 

3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학생과 교수의 태도는 

물론 언어와 논리의 활용이 더욱 개선될 수 있음을 

지 하 다. 이러한 1  미만의 기시간은 거의 불

변하는 것처럼 보여지며, 문화  차이에도 거의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Chew-

precha, Gardner & Sapianchi, 1980). 그러나 아직 국

내에서는 특히 의학교육에서는 수업  질문하기 

 질문  기시간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한 실태

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의과 학의 강의에서 질문하

기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를 알아보고 교

수들 자신은 강의에서 질문을 얼마나 하고 답하

기까지 얼마나 기다려 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상  방법

가. 연구 상

  부산 역시 소재 B 학교 의과 학의 임교수

로 2004년 2월 26일부터 2004년 6월 7일까지 한 학

기동안 의학과 2학년의 강의를 어도 1회 이상 담

당한 총 42명을 연구 상으로 하 다.

나.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자료수집방법에 따라 설문지와 찰

기록지로 구성하 다. 

  본 연구와 동일한 목 의 자료수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설문지가 없어 연구자가 새로이 작

성하 다. 1단계로 문헌고찰을 통해 일차 연구목

과 련한 설문항을 구축하 으며, 2단계로 연구

상은 아니지만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11명에

게 사 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수정 보완하 다. 

총 5차에 걸쳐 문항 수정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으

로 인구사회학  특성, 수업  질문여부, 질문을 하

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질문의 특성 는 바람직

한 질문의 특성 등 총 28문항으로 구성하 다. 인구

사회학  특성은 성, 연령, 소속, 교육경력, 직 , 의

학교육 련 로그램 참여여부 등 6문항이었다. 질

문여부는 질문하기의 요성, 질문에 한 계획, 질

문한 경험 등 3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이  질문

한 경험여부에 따라 질문을 한다고 응답하는 상

자용 설문지와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상

자용 설문지로 구분하 다. 질문을 한다고 응답한 

자에 해서는 질문시기, 질문유형, 응답요구 유형, 

질문 후 기여부, 기시간 등에 해 응답자가 실

제로 하고 있는 사항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

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 고, 이외에도 기하지 

않는 이유를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여 총 11문항으

로 구성하 다. 이에 비해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응

답한 자에 해서는 질문하지 않는 이유 외에 바람

직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시기, 질문유형, 응답요구유

형, 질문 후 기여부, 기시간 등 8문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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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찰 기록지는 실제로 수업시간 의 질문특성을 

악하기 한 것으로, 찰일, 교수명, 강의명, 질

문여부, 질문유형, 질문 후 기여부, 기시간, 응

답요구  응답이 없을 때의 교수 반응 등을 기록하

도록 하 다.

다. 자료수집방법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 수집은 2004년 6월 1일부

터 2004년 7월 31일까지 수행되었다. 자료를 수집하

기 해 먼  2004년도 1학기 강의에 참여하 던 

교수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 교수에게 화 는 

직  방문을 통해 연구목 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되는 로 회수하 다. 설문지의 회수

율을 높이기 해 설문지 배부 후 5일이 경과한 후 

화 는 직  방문을 통해 설문지 작성을 의뢰하

다. 총 47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으며, 이  42

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89.4%의 회수율을 보 다. 

회수되지 않는 5부  4부는 응답거부 고, 나머지 1

부는 상자가 외부 출장 이었다. 

  한편, 찰을 통한 자료 수집은 2004년 2월 26일

부터 2004년 6월 7일까지 수행되었는데, 의학과 2학

년  학생들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선

정하여 수업시간  찰 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연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 다. 연구보조원으로 

선정된 학생에 해서는 본격 인 자료수집에 앞서 

1주일간 비 찰을 하고 찰 기록지를 작성하도

록 하 다. 작성된 찰 기록지는 매일 연구자와 연

구보조원이 함께 검토하면서 찰상의 어려움에 

해 토의하여 문제 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 다. 

기시간은 스톱워치(stop watch)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한편, 찰을 담당한 연구보조원은 한 명이었

기 때문에 찰자간의 일치도에 한 평가는 요구

되지 않았다. 수업시간  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해서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이외에는  

모르게 함으로써 호오돈 효과 (Hawthorn effect)를 

최소화하도록 하 다. 총 42명의 연구 상자로부터 

155회의 찰기록지가 작성되었다.

라.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딩 후 엑셀 (Microsoft Excel
Ⓡ)에 

입력하 으며, Windows SPSS (version 10.0)를 이용

하여 분석하 다. 모든 자료의 분석은 설문조사와 

찰조사 둘 다 이루어진 연구 상자 42명에 국한

하 으며, 찰조사의 경우 연구 상자 1인이 1회 

이상 수업을 한 경우가 있었으나 자료의 분석은 수

업수가 아닌 상자수에 기 하도록 하 다. 따라서 

연구 상자  1회 이상 수업을 한 경우 평균값을 개

별 연구 상자의 표값으로 활용하 다. 구체 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고, 분석에서의 유의수  α는 

0.05로 양측 검정하 다.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질문 련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는 평균

과 표 편차를 구하 고, 인구사회학  특성  소속 

 경력별 질문 련특성은 X
2검정을 실시하 고, 

성별 질문 련특성분석은 여성의 비율이 낮아 제외

하 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찰에서 얻어진 결과간

의 일치도는 일반일치율 (%)을 구하 다.

결   과

가. 인구사회학  특성

  본 연구의 상자는 42명  남자가 88.1% (37명)

로 부분을 차지했고, 평균연령은 46세이었다. 

공은 외과가 16.7% (7명), 소아과 14.3% (6명)순으로 

나타났고, 임상교수가 64.3% (27명)으로 기 교수에 

비해 많았다. 교육경력은 평균 13.1년이었으며, 정

교수가 50.0%로 과반수를 차지하 고, 의학교육과 

련한 교육 로그램  문항개발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은 73% (27명), PBL 교육 로그램 참여

한 비율은 70.3% (26명)이었다 (Table Ⅰ).

나. 설문조사 결과

1) 질문 련특성

  연구 상자의 수업  질문 련 특성을 살펴보면 

질문하기 기법의 요성에 한 인식도에서 보통으

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61.9% (26명)로 나타났고, 

수업  질문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61.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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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Ⅰ. Demographic Data of the Study Subjects 

Variables Frequency (person)   Percentage (%)

Gender Male 37 88.1
Female 5 11.9

Age <40 10 23.8

40-49 18 42.9

50-59 11 26.2

≥60 3 7.1
Mean±SD 46.0±8.2

Major Internal medicine 3 7.1
Surgery 7 16.7

Obstetrics & gynecology 3 7.1

Pediatrics 6 14.3

Laboratory medicine 4 9.5

Anesthesia & pain medicine 1 2.4

Emergency medicine 1 2.4

Pathology 4 9.5

Pharmacology 4 9.5

Anatomy 1 2.4

Biochemistry 1 2.4

Preventive medicine 2 4.8

Part Clinical medicine 27 64.3
Basic medicine 15 35.7

Career (yrs)*
< 5 10 23.8

5-10 9 21.4

11-20 15 35.7

> 20 8 19.0

Mean±SD 13.1±8.8

Position Professor 21 50.0

Associate professor 6 14.3

Assistant professor 9 21.4

Others 6 14.3

Experience† Curriculum development 12 32.4

Skills of lecturing 24 64.9

Problem development 27 73.0

PBL 26 70.3

OSCE 19 51.4

Learning assessment 10 27.0

* Career refers to the duration of attendance as an instructor in medical school
†Experience refers to participation in a medical educational program for professors 

명)이었고, 수업  질문을 하는 경우가 90.5% (38

명)로 부분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을 하는 시기는 수업 간이 63.2% (24명)로 

가장 많았고, 질문유형은 개방형이 76.3% (29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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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Ⅱ. Characteristics of the Real Questions by Questionnaire Survey

Characteristics of the Real Questions Frequency (person) Percentage (%)

Importance of question 

during lecture (awareness)

Important 14 33.3

Moderate 26 61.9

Unimportant 2 4.8

Planning questions prior to 

lecture

Yes 26 61.9

No 16 38.1

Use of questions during 

lecture

Yes 38 90.5

No 4 9.5

Reason for not using 

questions during lecture

(N=4)

No time 3 75.0

Afraid of no response 0  0.0

No need 0  0.0

Unwilling 1 25.0

Timing of questions* Beginning of the lecture 6 1.8

Middle of the lecture 24 63.2

End of the lecture 4 10.5

Irregular 4 31.6

Types of question used

(N=38)
Closed 0 0

Open 29 76.3

Irregular 9 23.7

Types of answer

requirement

Point out a student 10 26.3

For all 5 13.2

For all → Point out a student 18 47.4

Irregular 5 13.2

Types of answer

requirement

Yes 21 56.8

No 1 2.7

Irregular 15 40.5

Waiting time (sec)

(N=36)

≤5  1 2.8

6-10 17 47.2

11-20  8 22.2

21-30  1  2.8

≥31  4 11.1

Irregular 　5 13.9

Reason for not waiting No time  4 20.0

Guess no body will answer  6 30.0

Did not expect the answer  8 40.0

No particular reason  2 10.0

*multiple answers allowed 

로 과반수이상을 자치했다. 응답요구유형은 모든 학

생에서 특정학생으로 질문을 옮겨가는 경우가 47.4%

(18명)로 나타났다. 질문 후 기 여부는 기다리는 

경우가 56.8% (21명),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40.5% 

(15명)로 나타났다. 질문 후 기시간은 10  이하

가 50% (18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Table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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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Ⅲ. Characteristics of the Ideal Questions by Questionnaire Survey

Characteristics of the Ideal Questions Frequency (person) Percentage (%)

Timing of 

question*

Beginning of the lecture 7 16.7

Middle of the lecture 19 45.2

End of the lecture 3 7.1

Unimportant 17 40.5

Ideal type of 

question

Closed 0 0

Open 36 85.7

Unimportant 6 14.3

Ideal type of 

answer requirement

Point out a student 8 19.0

For all 11 26.2

For all → Point out a student 13 31.0

Unimportant 9 21.4

No response 1 2.4

Necessity of 

waiting after 

question 

Necessary 34 81.0

Unnecessary 4 9.5

I don't know 2 4.8

No response 2 4.8

Ideal waiting time 

(sec)

≤5 2  4.8

6-10  13 31.0

11-20 11 27.5

21-30 5 12.5

≥31 4 10.0

Unimportant 5 12.5

* multiple answers allowed

  연구 상자의 바람직한 질문의 특성을 살펴보면 

바람직한 질문 시기는 수업 간이 45.2% (19명), 

요하지 않다가 40.5% (17명)로 나타났다. 질문유형

은 개방형이 85.7% (36명)로 부분을 차지했고, 바

람직한 응답유형은 모든 학생에서 특정학생으로 옮

아가는 것이 31.0% (13명), 모든 학생에게 묻는 경

우는 26.2% (1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질문 후 

기시간의 필요성에 해서는 81.0% (34명)가 필요하

다고 하여 부분이 기시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응답 기시간은 

6-10 가 3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11-20

(27.5%)이었다 (Table Ⅲ).

2) 인구학  특성별 질문 련특성과의 계

  a. 소속별 질문 련 특성과의 계

  임상과 기 로 소속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질문하

기 기법의 요성에 한 인식에 있어 임상 59.0%

(16명), 기  66.7% (10명)에서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계획은 임상은 63.0%

(17명), 기 는 60.0% (9명)로 과반수이상에서 질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질문경험에서

는 임상은 92.6% (25명), 기 는 86.7% (13명)로 

부분이 질문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시

기는 임상은 68.0% (17명), 기 는 53.8% (7명)가 수

업 간에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유형은 임상과 기  모두 76%이상으로 부분

이 개방형 질문을 하고 있었다. 응답요구유형에서는 

임상은 40% (10명)는 모든 학생에서 특정학생에로 

응답을 요구하고 있고, 기 는 61.5% (8명)가 모든 

학생에게서 특정학생에게로 응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후 기를 하는 경우는 임상

에서는 62.5% (15명), 기 에서는 46.2% (6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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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Ⅳ. Characteristics of the Questions according to the Departmentt by Questionnaire Survey

Characteristics of the Question 
Department

X2 p
Clinical Basic

The importance of question 

during lecture (awareness)

Important 9 (33.3) 5 (33.3) 1.197 .550

Moderate 16 (59.3) 10 (66.7)

Unimportant 2 ( 7.4) 0 ( 0.0)

Planning questions prior to  

lecture

Yes 17 (63.0) 9 (60.0) .035 .553

No 10 (37.0) 6 (40.0)

Experience using questions 

during lecture

Yes 25 (92.6) 13 (86.7) .384 .451

No 2 ( 7.4) 2 (13.3)

Timing of question* Beginning of the lecture 4 (16.0) 2 (15.4) .002 .672

Middle of the lecture 17 (68.0) 7 (53.8) .717 .305

End of the lecture 4 (16.0) 0 ( 0.0) 2.264 .171

Irregular 7 (28.0) 13 (38.5) .422 .381

Types of question
Closed 0 ( 0.0) 0 ( 0.0) .004 .640

Open 19 (76.0) 10 (76.9)

Irregular 6 (240.) 3 (23.1)

Types of answer

requirement

Point out a student 9 (36.0) 1 ( 7.7) 5.368 .147

For all 4 (16.0) 1 ( 7.7)

For all → Point out a student 10 (40.0) 8 (61.5)

Irregular 2 ( 8.0) 3 (23.1)

Wait after question Yes 15 (62.5) 6 (46.2) 2.399 .301

No 0 ( 0.0) 1 ( 7.7)

Irregular 9 (37.5) 6 (16.2)

Waiting time (sec) ≤5  1 ( 4.2) 0 ( 0.0) 1.409 .703

6-10 10 (41.7) 7 (58.3)

≥10  9 (37.5) 4 (33.3)

Irregular  4 (16.7) 1 ( 8.3)

*multiple answers allowed

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후 기시간이 

6-10 인 경우는 임상은 41.7%, 기 는 58.3%이었

다. 종합 으로 질문 련 특성  소속별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Table 

Ⅳ).

  b. 경력별 질문 련특성

  기법의 요성에 한 인식에서 5년 미만인 경우

는 72.7% (8명)가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5년 

이상인 경우는 58.1% (18명)이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질문계획은 5년 미만에서는 54.5% (6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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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Ⅴ. Characteristics of the Questions According to the Career by Questionnaire Survey

Characteristics of the Question 
Career†

X2 p
< 5yr ≥ 5yr

The importance of question 

during lecture (awareness)

Important 3 (27.3) 11 (35.5) 1.156 .561

Moderate 8 (72.7) 18 (58.1)

Unimportant 0 ( 0.0) 2 ( 4.8)

Planning questions prior to 

lecture

Yes 6 (54.5) 20 (64.5) .334 .407

No 5 (45.5) 11 (35.5)

Using question during lecture Yes 9 (81.8) 29 (93.5) 1.266 .277

No 2 (18.2) 2 ( 6.5)

Timing of question* Beginning of the lecture 1 (11.1) 5 (17.2) .189 .559

Middle of the lecture 6 (66.7) 18 (62.1) .061 .565

End of the lecture 0 ( 0.0) 4 (13.8) 1.351 .322

Irregular 2 (22.2) 10 (34.5) .465 .401

Types of question Closed 0 0 2.738 .112

Open 5 (55.6) 24 (82.8)

Irregular 4 (44.4) 5 (17.2)

Types of  answer requirement Point out a student 2 (22.2) 8 (27.6) 2.592 .459

For all 1 (11.1) 4 (13.8)

For all → Point out a student 6 (66.7) 12 (41.4)

Irregular 0 ( 0.0) 5 (17.2)

Wait after question Yes 2 (22.2) 19 (67.9) 6.888 .032

No 0 ( 0.0) 1 ( 3.6)

Irregular 7 (77.8) 8 (21.6)

Waiting time (sec) ≤5 1 (11.1)  0 ( 0.0) 9.116   .028

6-10 7 (77.8) 10 (37.0)

≥11 1 (11.1) 12 (44.4)

Irregular 0 ( 0.0)  5 (18.5)

*multiple answers allowed

†Career means the duration of attendance as a teacher in medical school

년 이상에서는 64.5% (20명)가 질문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경험은 5년 미만에서는 

81.8% (9명), 5년 이상에서는 93.5% (29명)가 질문경

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시기는 5년 미만, 

5년 이상모두 수업 간인 경우가 60%이상으로 과

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질문유형은 5년 미만

인 경우 55.6% (5명), 5년 이상인 경우는 82.8% (24

명)가 개방형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요구는 5년 미만인 경우는 66.7% (6명), 5년 이

상인 경우는 41.4% (12명)가 모든 학생에게서 특정

학생에게로 응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후 기는 5년 미만인 경우는 77.8% (7명)가 일정하

지 않은 형태를 보 고, 5년 이상인 경우는 67.9%

(19명)가 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후 

기시간이 6～10 인 경우는 경력 5년 미만인 경우

는 77.8%, 경력 5년 이상인 경우는 37.0%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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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Ⅵ. Characteristics of the Real Questions by Observation

Characteristics of the Real Question Frequency (person) Percentage (%)

Question during the lecture Yes 38 90.5

No 4 9.5

Frequency of question ≤3 32 76.2

>3 10 23.8

Mean±SD 2.33±2.09

Type of question

(N=38)

Closed 6 15.8

Open 7 18.4

Irregular 25 65.8

Wait after question Yes 27 71.1

No 11 28.9

Irregular 0 0.0

Mean waiting time(sec) Mean±SD .62±.90

Table Ⅶ. Characteristics of the Question according to the Department by Observation 

Characteristics of the Question 
Department

X2 or t P
Clinical Basic

Using question during 

lecture

Yes 24 (88.9) 14 (93.3) .216 .549

No 3 (11.1) 1 ( 6.7)

Frequency of 

question/lecture

≤3 23 (85.2) 9 (60.0) 3.291 .074

>3 4 (14.8) 6 (40.0)

Mean±SD 1.62±1.44 3.59±2.51 -2.793 .012

Type of question Closed 5 (20.8) 1 (7.1) 3.918 .141

Open 6 (25.0) 1 (7.1)

Irregular 13 (54.2) 12 (85.7)

Wait after question Yes 14 (58.3) 13 (92.9) 4.989 .025

No 10 (41.7) 1 ( 7.1)

Irregular

Mean waiting time(se) .43±.73 .96±1.07 -1.622 .082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체 으로 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에 비해 5년 이상인 경우 질문 후 기

하는 경우가 많았고, 기시간 한 늘어나는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Ⅴ).

다. 찰조사

1) 질문 련 특성

  조사 상자의 찰을 통한 질문 련 특성을 살펴

보면 수업  질문을 하는 경우가 90.5% (38명)로 

거의 부분이 수업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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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Ⅷ. Characteristics of the Question according to the Career by Observation

Characteristics of the Question 
Career*

X2 or t P
< 5 yr ≥ 5 yr

Using question during 

lecture

Yes 11 (100.0) 27 (87.1) 1.532 .281

No 0 (  0.0) 4 (12.9)

Frequency of 

question/lecture

≤3 8 (72.7) 24 (77.4) .096 .524

>3 3 (27.3) 7 (16.7)

Mean±SD 2.98±2.90 2.09±1.71 1.219 .230

Type of question Closed 2 (18.2) 4 (14.8) .068 .967

Open 2 (18.2) 5 (18.5)

Irregular 7 (63.6) 18 (66.7)

Wait after question Yes 7 (63.6) 20 (74.1) .403 .393

No 4 (36.4) 7 (25.9)

Irregular

Mean waiting time(sec) .49±.56 .68±1.01 -.591 .558

* Career means the duration of attendance as a teacher in medical school

고, 수업 당 질문회수는 평균 2.33회로 나타났다. 질

문유형에서는 혼합형이 65.8% (25명)로 과반수이상

이 개방형과 폐쇄형을 혼합해서 질문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질문 후 기여부에서는 71.1% (27명)

이 질문 후 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질문 후 

평균 기시간은 .62 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Ⅵ). 

  a. 소속별 질문 련특성

  소속별 질문 련 특성을 살펴보면 수업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임상 88.9% (24명), 기  93.3% (14명)

가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업당 질문회수

는 임상 1.62회, 기  3.59회로 기 가 질문회수가 

많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t=-2.793, p=.012). 질문유형은 혼합형이 임상 

54.2% (13명), 기  85.7% (12명)로 가장 높았고, 질

문후 기는 임상 58.3% 0(14명) 기  92.9% (13명)

가 기를 하는 것으로 기 역에서 더 많이 질문 

후 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χ2=4.989, p=.025). 질문 후 평균 기

시간은 임상 .43 , 기  .96 로 기 역이 임상

역에 비해 기시간이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Ⅶ). 

  b. 경력별 질문 련특성 

  경력별 질문 련 특성을 살펴보면 수업  질문

여부에서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5년 미만인 경우 

100% (11명), 5년 이상인 경우 87.1% (27명)로서 

부분이 수업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당 질문회수는 5년 미만인 경우가 2.98회, 5년 이상

인 경우가 2.09회로 나타나 다소 5년 미만인 경우가 

질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유형에서는 

혼합형이 5년 미만인 경우 63.6% (7명), 5년 이상인 

경우 66.7% (18명)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유형으로 

나타났다. 질문 후 기여부에서 기는 하는 경우

가 5년 미만인 경우에 63.6% (7명), 5년 이상인 경우

에 74.1% (20명)로 나타나 과반수이상이 질문 후 

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후 평균 기시간

은 5년 미만인 경우 .49 , 5년 이상인 경우 .68 로 

5년 이상에서 평균 기시간이 다소 긴 것으로 나타

났다 (Table Ⅷ).

2) 단 수업시간당 질문 련특성

  단 수업시간을 60분으로 기 하여 질문 련특성

을 살펴보았을 때 60분 이상에서 수업 당 질문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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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Ⅸ. Characteristics of the Question Compared by the Time Length per Lecture(Observation)

Characteristics of the Question 
Time length/lecture

X2 or t P
<60 min ≥60 min

Using question during lecture Yes 11 (78.6) 27 (96.4) 3.372 .100

No 3 (21.4) 1 ( 3.6)

Frequency of question/lecture ≤3 14 (100.0) 18 (64.3) 6.563 .017

>3 0 ( 0.0) 10 (35.7)

Mean±SD 1.04±.98 2.97±2.21

Type of question Closed 4 (36.4) 2 ( 7.4) 6.846 .033

Open 3 (27.3) 4 (14.8)

Irregular 4 (36.4) 21 (77.8)

Wait after question Yes 5 (45.5) 22 (81.5) 4.802 .047

No 6 (54.5) 5 (18.5)

Irregular 0 ( 0.0) 0 ( 0.0)

Mean waiting time (sec) .48±.98 .69±.87 -.649 .520

Table Ⅹ. Concordance on the Using Question between Questionnaire survey and Observation

Using question during lecture
Observation

Concordance rate(%)
Yes No

Questionnaire Yes 35(92.1) 1(25.0) 90.5

No 3(7.9) 3(75.0)

가 2.97회인 반면 60분 이하에서는 1.04회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질문의 유형 한 유의

한 차이를 보 는데 60분 이상에서는 혼합형이 많

은 반면, 60분 이하에서는 폐쇄형과 혼합형 등이 비

슷한 비율로 사용되었다. 질문 후 기실태는 60분 

이상 수업에서는 기하는 경우가 81.5%인 반면 60

분 이하에서는 45.5%에 불과하여 수업시간이 길 때 

질문 후 기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Ⅸ).

라. 설문조사와 찰조사의 일치도

  강의  질문하느냐는 문항에 해 설문조사와 

찰조사의 일치도는 90.5%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

(Table Ⅹ). 이에 비해 질문유형에 한 일치도는 

28.6%로 낮게 나타났는데 설문조사에서 개방형 질

문을 한다고 응답한 상자  불규칙 인 질문을 

하는 것이 많이 찰되었다 (Table Ⅺ). 질문 후 

기여부에 한 일치도는 37.1%로 이 한 낮게 나

타났는데 설문조사에서 불규칙 으로 기한다고 

응답한 상자 에서 응답을 기다리는 상자가 많

이 찰되었다 (Table Ⅻ). 

고   찰

  본 연구는 일개 의과 학의 한 학기 수업 동안 질

문하기  질문 후 기실태가 어떠한 지를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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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Ⅺ. Concordance on the Type of Question between Questionnaire survey and Observation 

Type of question
Observation

Concordance rate(%)
Closed Open Irregular

Questionnaire Closed 0 0 0 28.6

Open 4 (80.0) 4 (66.7) 18 (75.0)

Irregular 1 (20.0) 2 (33.3)  6 (25.0)

Table Ⅻ. Concordance on the Wait after Question between Questionnaire survey and Observation

Wait after question
Observation

Concordance rate(%)
Yes No Irregular

Questionnaire Yes 13(50.0) 6(66.7) 0(0.0) 37.1

No 1(3.8) 0(0.0) 0(0.0)

Irregular 12(46.2) 3(33.3) 0(0.0)

찰을 통해 조사하고 바람직한 질문하기  기

하기에 한 교수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해 시도

되었다. 기존의 여러 학자 (Banks, 1998; Martorella, 

Beal, & Bolick, 2004; Myrich & Yonge, 2002; 

Profetto-McGrath, Smith, Day, & Yonge, 2004; 

Wink, 1993; Woolever & Scott, 1988)들이 학생들의 

사고력 신장을 해 효과 인 질문의 요성을 강

조하고 있지만, 본 연구 상자의 경우 수업  질

문하기가 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33%에 불과

하 다. 질문하기 기법의 요성에 해서는 소속

별, 교육경력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지만 교육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보다는 5년 이상

인 경우 좀 더 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수로 신규 임용되는 경우 교육학에 한 기본

인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질문하기 기법의 

요성에 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수업  질문을 하는 경우는 90.5%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일부 교수는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하

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 다. 수업시간  70%에

서 교수가 강의한다는 연구 (Ellner & Barnes, 1983)

에서 알 수 있듯이 수업  교수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강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질문을 

통해서도 간 으로 강의의 효과를 기 할 수 있

음을 감안할 때 강의시간의 일부를 질문시간으로 

돌리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강의시간  질문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사고하도록 만드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질문의 

유형은 폐쇄형보다는 개방형이 권장된다 (부산지방

가정의학연구회, 2000). 개방형으로 끝나는 질문들

은 정보의 사용을 요구하며 한 가지 이상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폐쇄형 질문은 개방형만큼 자극

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질문

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부분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한다고 하 고 바람직한 질문유형으로도 개방

형을 제시하 다. 그러나 실제로 찰한 결과 개방

형과 폐쇄형이 비슷한 비율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주로 이 둘을 혼합한 혼합형이 다수를 차지하 다. 

즉 스스로는 개방형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

제로는 이 둘을 혼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개

방형 질문을 한 후 학생들의 반응이 없는 경우 답가

지를 추가로 제시해 주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질문후 기여부에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6.8% 기한다고 하 으나, 실제로 찰한 경우 

질문 후 기를 하는 경우는 71.1%로 나타나 기

하는 비율은 비교  높았다. 질문 후 기하지 않는 

이유는 응답을 기 한 질문이 아니라서, 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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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응답하지 않을 것 같아서 등으로 교수 스스로

가 질문에 큰 의의를 두고 있지 않거나 자신의 입장

에서 상자를 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질문후 기여부에 해 설문조사와 찰조사간에

는 37.1%의 낮은 일치율을 보 는데 이러한 결과는 

실제 찰기간동안에는 질문후 기를 하는 상자

들  다수에서 설문조사에서는 질문후 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반응하

기 때문이다. 실제 찰기간동안에는 질문후 기를 

하는 상자들이 찰기간이외의 기간동안 질문후 

기여부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반

복 인 찰을 통해 일치도를 재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하는 시간에 해서는 설문조사 결과 약 반

수에서 6-10  기한다고 하 으나 찰조사에서

는 평균 0.6 로 나타나 실제로 질문 후 기다리는 

시간에 비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기시간 차이

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기

시간은 실제로 수업  기시간을 측정해 본 경험

없이 심증 으로 응답한 결과라고 간주되므로 실제 

기시간은 찰 결과에 좀 더 가까울 것으로 생각

한다. 만약 질문을 하는 것이 단지 질문을 통해 학

생들의 집 력을 강화하고자 한 경우라면 기시간

이 길 필요는 없지만 학생들로부터 답을 기 하는 

질문이라면 학생들이 즉각 답하지 않아도 질문을 

다시 반복하거나 해답을 주기 에 일정 시간을 기

다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부산지방가정의학연

구회, 2000). Rowe (1974)는 학교육에서의 평균 

기시간이 1  미만이며, 이러한 1  미만이던 

기시간을 3 로만 연장한 경우 학생들의 반응시간, 

논리  논쟁, 사색 인 사고, 학생에 의한 질문수, 

소극 인 학생의 참여율, 그리고 학습 성취율 등에 

큰 향상이 있었으며, 교수들에서도 반응이 다양해지

고, 소극 인 학생에게도 심을 가지며, 좀 더 많은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보 음을 보고하

다. 

  바람직한 질문 후 기에 한 인식조사에서는 

기시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한 기시간

으로 6～10 를 제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자

들은 충분히 기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6-10 간의 기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실습 심의 연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식을 실천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찰조사에 의하면 기 교수의 경우 임상교수에 비해 

질문횟수는 많고, 질문 후 기횟수  기시간이 

많았지만 실제 질문하는 교수의 비율이 임상교수에 

비해 작게 나타났으므로 좀 더 많은 기 교수가 질

문 기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는 의학교육에서 질문하기 기법의 활용

실태  교수들의 질문하기 기법에 한 인식을 살

펴본 연구가 거의 없었던 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연구를 시도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설

문조사는 물론 찰조사 등 두 가지 조사방법을 활

용함으로써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 다. 그러

나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 이 있는데, 첫째 질

문후 기시간의 측정방법이다. Rowe (1986)는 

부분의 수업에서 기시간이 1  미만이라 기시

간을 측정하는데 스톱워치 (stop watch)를 이용하는 

것은 연구용으로는 부 하고 servo-chart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servo- 

chart를 구할 수 없어 스톱워치 (stop watch)를 그

로 사용하 기 때문에 측정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 을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연구에서는 

servo-chart를 사용한 측정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

구에서는 기시간  질문후 학생이 응답하기까지

의 기시간 ( 기시간 1)에만 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 지만, 여러 연구에 의하면 질문의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학생이 반응을 보인 후 교수들의 

기시간 ( 기시간 2)이 더욱 요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Rowe, 1986). 따라서 추후에서는 기시

간 2에도 심을 가지고 이를 악하기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개 

의과 학의 한 학기 수업만을 상으로 하 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추후 다

른 학교에서의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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