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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적 과학 쓰기 활동에서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와 읽기틀의 관계에 한 고찰

Examining the Relation Between Students' Reflective Thinking and the
Reading Framework in the Science Writing Heuristic (SWH)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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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students' reflective thinking and
providing the reading framework in implementation of argument-based inquiry using the Science Writing Heuristic
(SWH) approach.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60 8th grade students (two classes). One class (31 students) was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 and the other class (29 students) was assigned to a comparative group. For the
experimental group, five activities using the reading framework with SWH writing template were implemented,
while three activities using the reading framework with the SWH writing template and two SWH activities without
the reading framework were implemented for the comparative group.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tudents' reflective thinking between both groups. However, results indicated that
providing the reading framework with SWH approach facilitated students' reflective thinking. Therefore, the findings
show that providing the reading framework consistently in the SWH approach was effective when it came to
facilitating students' reflective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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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학 지식의 양이 방 해짐에 따라 과학 수업을 통

해 학생들이 습득하는 지식만으로는 책임감 있는 시

민의 자질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을 충족시키기는 어

렵다(Kuhn, 1993). 과학 수업에서 학습한 지식을 단

순히 회상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과정 기술과 사고 능

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통합적인 학습

을 요구한다(Edmondson & Novak, 1993;

Rutherford & Ahlgren, 1990). 이러한 통합적인 학

습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사고과정을 이해하는

반성적 사고가 요구된다. 

반성적 사고는 능동적인 학습 태도와 객관적인 추

론을 통해 학습자에게 자신의 사고를 점검하게 하므

로 과학 학습에서 개념을 학습하고 이해하기 위한 필

수 요건이다. 그러나 반성적 사고는 이것을 능동적으

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교사의 중재 없이 자연적으로

발달되지 않는다(Richardson, 2009). 

과학 교수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를 발

달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읽기와 쓰기

가 있다. 읽기는 단순히 인쇄된 기호를 그 로 해석하

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사회 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사전 지식, 신념, 경험을 기반으로 텍스트와의

상호 작용을 거쳐 일어나는 의미 구성 과정으로 인식

된다(Spence & Yore, 1995; Wittrock, 1989). 선행

연구에서도 읽기 활동 후에 일어나는 반성이 문자 수

준을 넘어선 확장된 이해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제언한다(Massey & Heafner, 2004). 그

러나 학습자의 사전 지식이나 경험, 태도에 따라 읽기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학습에 한 반성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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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특정한 읽기 전략을 사용

하여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과학 읽기 전략에 한 명확한 교수는 메타인지, 독

해력, 과학 성취를 향상시킨다(Holden & Yore,

1996). 선행 연구들에서 텍스트에 기초한 정보와 사

전 지식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요약하기, 의미 추론하

기, 이해 점검하기, 기억력 향상시키기 등의 의미를

구성하면서 을 읽는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Dole,

Duffy, Roehler & Pearson, 1991; Pressley,

Johnson, Symons, McGoldrick & Kurita, 1989).  

쓰기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요구하고

어려운 과학개념에 친숙하게 접근하도록 도와주어 학

습을 촉진시키고 정교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의사소

통과 사고력을 개발하기 위한 주된 수단으로 사용되

어 왔다(Keys et al., 1999; 이강님, 2007). 또한 쓰

기를 통해 지식이 구성되거나 변형되는 학습의 과정

이 구체화되어 반성적 사고가 촉진된다(Alvermann,

1991; Emig, 1977; 허은아, 2011). 

과학에서의 쓰기는 특히 일관성 있는 주장과 주

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실험결과, 문헌조사), 그리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해석하고 제시할 수 있는 표상들

을 포함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 과학 수업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쓰기는 학습지의 정리와 평가를 위한

쓰기에 제한되고 있다. 학생들은 무엇을 써야 할지 모

르고, 교사 또한 학생들에게 특별한 쓰기의 형태를

제시하지 않으며, 쓰기를 학습에 활용하는데 소극

적이다(Wellington & Osborne, 2001; Newton et

al., 1999; 길현정, 2010). 

과학 교육에서 읽기와 쓰기를 학습의 도구로써 활

용하고자 읽기, 쓰기 전략과 쓰기 교수 학습 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과학 수업에서 쓰기에 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논의와

쓰기를 강조한 탐구적 과학 쓰기 활동(남정희 등,

2008)이 개발되었고, 연구 결과 학습 목표와 과학 개

념의 이해, 논의 및 쓰기 능력 등에서 효과가 있음

이 나타났다. 또한 탐구적 과학 쓰기 활동에서 읽기

단계를 강조하기 위해 읽기틀(reading framework)

을 도입한 결과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가 향상되었다

고 보고하고 있다(김미정, 2011). 이러한 연구 결과

는 읽기틀을 사용한 집단이 읽기틀을 사용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반성을 보여주었고, 읽기틀

이 반성을 촉진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

낸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결과들은 과학 수업에서 읽기

틀을 어느 정도 제공해야 읽기 전략이 학생들에게 학

습 방법으로 내면화되어 반성적 사고가 촉진 되는지

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이 연구에서는 모

든 활동에서 읽기틀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집단과 활

동의 초반부에 읽기틀을 사용하고 후반부에서 읽기틀

을 사용하지 않은 집단 사이의 반성적 사고를 비교함

으로써 과학 쓰기 활동에서 사용된 읽기틀과 반성

적 사고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 다. 또한 두 집단의

반성적 사고의 변화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읽기틀의

지속적인 사용 여부와 반성적 사고의 관계를 알아보

았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이 연구는 광역시에 위치한 중학교 2학년 2개 학급

을 상으로 하 으며, 1개 학급 31명을 5R-

SWH(5-Reading framework-Science Writing

Heuristic) 집단으로, 나머지 1개 학급 29명을 3R-

SWH(3-Reading framework-Science Writing

Heuristic) 집단으로 선정하 다. 5R-SWH 집단에

는 읽기틀이 포함된 5개의 탐구적 과학 쓰기 활동

을 처치하 으며, 3R-SWH 집단에는 동일한 주제에

해 읽기틀이 포함된 3개의 탐구적 과학 쓰기 활

동과 읽기틀이 포함되지 않은 2개의 탐구적 과학

쓰기 활동을 실시하 다. 

2. 읽기가 강조된 탐구적 과학 쓰기 활동

탐구적 과학 쓰기 활동은 학습에서 논의와 쓰

기를 통해 학생들의 개념 이해와 과학적 탐구를 돕고

메타인지를 촉진하는 학습 전략으로(Keys et al.,

1999), Keys 등(1999)이 개발한 SWH(Science

Writing Heuristic)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학

교 현장에 맞게 수정하여 개발되었다(남정희 등,

2008). 탐구적 과학 쓰기 활동은 의문 만들기, 실험

설계 및 수행, 관찰, 주장과 증거, 읽기, 반성의 6단계

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의 구체적인 전략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6단계의 전략에 따라 탐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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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쓰기 활동이 개발되었고, 과학교육 전문가 1

명, 과학교육 박사과정 4명, 중학교 교사 3명으로부터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읽기가 강조된 탐구적 과학 쓰기 활동은 탐구적

과학 쓰기 활동의 읽기 단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읽

기틀(reading framework)을 제공한 것이다(Hand

et al., 2006). 읽기틀은 활동을 통해 이끌어낸 주장

에 한 증거를 교과서, 잡지, 신문, 참고서, 인터넷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부터 찾아 자료의 출처와 함께

정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들은 이것을 통해

자료들의 관계와 유형을 발견하게 되므로 서로 다른

출처의 자료들로부터 조사한 결과들을 비교하는 방법

을 제공받는다(Hand et  al., 2009). 그러므로 읽기

틀을 사용하는 경우, 학습자는 읽은 자료를 효과적으

로 인지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전문가의 의견을 비

교하여 학습 내용을 정교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읽기틀은 효과적인 읽기를 위한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학습내용의 의미를

계속적으로 재구성하여 이해하는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되므로 반성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다. 

3. 읽기가 강조된 탐구적 과학 쓰기 활동의 주제

선정 및 적용

읽기가 강조된 탐구적 과학 쓰기 활동을 적용하

기 위하여 중학교 2학년 단원에서‘ 도’, ‘기체의 용

해도’, ‘별의 밝기’, ‘조륙운동’, ‘저항과 전류의 관

계’등의 5개 주제를 선정하 다. 이에 따라 각 주제

에 한 활동을 개발하 고, 과학교육 전문가 1명, 과

학교육 박사과정 4명, 중학교 교사 3명으로부터 타당

도를 검증 받았다.

총 5개의 활동을 두 집단에 적용하 고, 한 개 활동

은 평균 2차시로 구성되었다. 5R-SWH 집단에는 읽

기를 강조하기 위해 모든 활동에서 읽기틀을 제공하

다. 3R-SWH 집단에는 읽기틀이 포함된 3개의 활

동을 적용하 고, 마지막 두 개의 활동인‘조륙운동’

과‘저항과 전류의 관계’에서 읽기틀을 제공하지 않

았다. 

4. 검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는 요약 쓰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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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탐구적 과학 쓰기 활동의 단계와 전략

단계 전략

1. 의문 만들기
� 나의 의문은 무엇인가?
� 합의된 우리조의 의문은 무엇인가?
� 합의된 학급의 의문은 무엇인가?

2. 실험의 계획과 수행 � 어떻게 실험을 수행할 것인가?

3. 관찰

�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 실험 데이터로부터 얻은 결과는 무엇인가? 
� 내가 사용한 공식은 무엇인가?
� 나는 적절하게 분류하 는가?

4. 주장과 증거

� 나 또는 학급의 의문에 한 나의 주장은 무엇인가?
� 나는 어떻게 알았는가? 주장에 한 증거는 무엇인가? 
� 나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한 데이터의 해석은 무엇인가?
� 주장과 증거를 적절하게 연결하 는가?

5. 읽기
� 참고자료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 참고자료는 나의 의문에 한 답을 제공했는가?
� 참고자료는 나의 주장을 어떻게 지지하는가?

6. 반성

� 실험으로부터 나온 오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내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가?
� 내 생각은 왜 변하지 않았는가?
� 내가 가진 새로운 의문은 무엇인가?
� 이 활동은 이전에 학습한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 실험과 연관된 실생활의 예는 무엇인가?



(summary writing test)와 반성 쓰기(writing

for reflection)이다.

1) 요약 쓰기 검사(summary writing test)

요약 쓰기 검사(summary writing test)는

Prain과 Hand(1996)가 제안한 모델을 바탕으로 남

정희(2008) 등이 개발한 것이다. 요약 쓰기의 목적

은 학생들이 특정 주제에서 학습한 개념들을 연결하

여 개념적 도식(conceptual framework)을 만들고

나아가 심층적인 이해를 확립하는 것이다(Hand et

al., 2006). 그러므로 요약 쓰기 검사를 통해 학생

들의 학습목표와 주요 과학 개념의 이해를 평가할 수

있고, 개념을 전개하는 방법을 분석하여 논의 및 의

수사적 구조 또한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상 학생들의 동질성을 검사하기 위해‘물질의 상태 및

상태변화’단원에 한 사전 요약 쓰기 검사(pre-

summary writing test)를 실시하 다.

2) 반성 쓰기(writing for reflection)

반성 쓰기(writing for reflection)는 탐구적 과

학 쓰기 활동 중 반성 단계에서 작성한 쓰기로 학

습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학습자의 반성적 사고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반성 단계에서 자신

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 활동이 이미 배운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발생한 새로운 의문은 무

엇인지 등에 해 기술한다. 그러므로 반성 단계의

쓰기를 분석하여 학습에 한 학생들의 반성 수준과

반성적 사고의 변화 정도를 판단하고자 하 다. 

5.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요약 쓰기 검사(summary

writing test)와 반성 쓰기(writing for

reflection)를 분석하기 위해 요약 쓰기 평가틀과

반성적 사고 평가틀을 개발하 다. 

1) 요약 쓰기 평가틀

요약 쓰기를 분석하기 위해 이전 연구에서 개발

한 요약 쓰기 평가틀(남정희 등, 2008)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 이 평가틀은 네 가지 항목인‘Big idea’,

‘과학개념’, ‘논의’, ‘ 쓰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논의’항목은 하위 항목으로‘논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별적인 논의 요소의 사용보다

쓰기에서 나타난 전체적인‘논의 구조’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틀의‘논의 요소’항목을‘논의 구조’항목

으로 수정하 다. ‘논의 구조’항목에서 주장만 제시

된 경우 1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된 경우

3점, 주장과 근거 그리고 보장 또는 보강이 제시된 경

우 5점을 빈도에 비례하여 부여하 다. ‘ 쓰기’의 하

위 항목은‘ 의 형식’, ‘문장의 흐름’, ‘ 상의 적절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의 주제와

속에 제시된 여러 정보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독

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자가 을 전개시켜 나가

는 방식과 관계가 있다(김성은, 2005). 이것은 의

논리적, 수사적 차원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므

로‘ 쓰기’항목을‘수사적 구조’항목으로 수정하

다. 수정된 평가틀은 과학교육 전문가 1명, 과학교육

박사과정 2명 그리고 중학교 과학교사 3명의 도움을

받아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2) 반성적 사고 평가틀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를 분석하기 위한 평가틀은

의 내용에 한 분석을 실시하여 반성적 사고를 수

준별 유형으로 분류한 Hatton과 Smith(1995)의 틀

을 기초로 하여 개발하 다. 반성적 사고는 학습자 자

신의 지식 구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학습과정을 재

조명하여 기존의 지식구조를 수정하고 변형하여 새로

운 지식구조를 형성하도록 해주는 인지적 과정이다

(이 미, 2006). 이러한 과정의 핵심적 요소는 학습자

가 자신의 사고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반성적

사고를 평가하기 위한 틀은‘생각의 변화’, ‘오류 인

식’, ‘학습의 점검’, ‘의문 제기’항목을 포함하 다.

‘생각의 변화’항목은 처음에 자신이 가졌던 생각은

무엇이고, 자신의 생각이 변화하거나 변화하지 않았

는지를 점검하여 그 이유를 제시하면서 정교화된 생

각을 기술한 경우 15점, 처음의 생각을 기술하고 자신

의 생각 변화 정도를 점검하고 이유를 제시한 경우 10

점, 처음 생각을 기술하고 자신의 생각의 변화 정도를

점검하는 경우 5점, 인식하지 않는 경우 0점을 부여하

다. ‘오류 인식’항목은 오류를 인식하고 원인을 설

명하며 해결방안까지 제시한 경우 15점, 오류를 인식

하고 그 원인을 설명한 경우 10점, 오류를 인식하는

경우 5점, 인식하지 않는 경우 0점을 부여하 다. ‘학

습의 점검’항목은 학습 내용을 근거와 과학적 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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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설명한 경우 15점, 학습 내용을 근거만 들어 설

명한 경우 10점, 학습 내용을 단순히 요약하여 설명한

경우 5점, 인식하지 않는 경우 0점을 부여하 다. ‘의

문 제기’항목은 과학적 관점에서 실험 가능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한 경우 15점, 상상 수준의 새로운 의문을

제기한 경우 10점, 학습 내용과 유사한 의문을 제기한

경우 5점, 인식하지 않는 경우 0점을 부여하 다. 

개발된 반성 평가틀은 과학교육 전문가 1명, 박사과

정 2명, 중학교 과학 교사 1명의 도움을 받아 타당도

를 검증받았다. 반성 평가틀에 준거하여 학생들이 작

성한 5개의 반성 쓰기 중 SWH1, SWH3, SWH5

활동에서 나타난 반성적 사고를 분석하 다.  

3) 분석신뢰도

요약 쓰기 검사와 반성 쓰기는 박사과정 2명,

중학교 과학 교사 3명에 의해 분석되었다. 1차 분석에

서 30개의 표본을 선택하여 분석한 결과 채점자 간 총

점의 점수 차이는 10점 내외 다. 2차 분석에서 30개

의 표본을 선택하여 분석한 결과, 채점자 간 총점의

점수 차이는 3점 미만이었다. 2차 분석이 끝난 후 확

립된 평가 기준에 따라 5명의 분석자가 나누어 요약

쓰기 검사와 반성 쓰기를 분석하 다. 

Ⅲ. 연구 결과

1. 집단의 동질성 검증

읽기틀이 포함된 3개의 탐구적 과학 쓰기 활동과

읽기틀이 포함되지 않은 2개의 탐구적 과학 쓰기

활동을 한 집단(3R-SWH)과 읽기틀이 포함된 5개의

탐구적 과학 쓰기 활동을 한 집단(5R-SWH) 사이

의 동질성을 비교하기 위해 사전 요약 쓰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독립 표본 t-test를 통해 검증하

다.

사전 요약 쓰기의 결과 총점(t(58)= .237, p=

.814), Big idea(t(58)= 1.881, p= .065), 과학 개념

(t(58)= .880, p= .383), 논의 구조(t(58)= -1.159,

p= .251) 및 수사적 구조(t(58)= .250, p= .803)의 모

든 항목에서 3R-SWH 집단과 5R-SWH 집단 사이

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2). 따라서

두 집단은 동질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반성적 사고 비교 분석 결과

두 집단 간의 반성적 사고를 비교하기 위하여

SWH1, SWH3, SWH5 활동의 반성 쓰기를 분석하

다. SWH1의 반성 쓰기는 독립 표본 t-test를 통

해 검증하 고, SWH3, SWH5의 반성 쓰기는

SWH1의 반성 점수를 공변량(covariate)으로 하는 일

원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 다. 

1) SWH1의 반성적 사고 비교 분석 결과

표 3은 첫 번째 탐구적 과학 쓰기 활동(SWH1)에

서 나타난 반성적 사고의 분석결과이다. SWH1에서

나타난 반성적 사고의 총점은 5R-SWH 집단이 평균

14.68점, 3R-SWH 집단이 평균 14.66점으로 점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p>.05). 반성적 사고의

세부 항목에서‘생각의 변화’와‘학습의 점검’항목은

3R-SWH 집단이 5R-SWH 집단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p>.05). 반면, ‘오류

인식’과‘의문의 제기’항목은 5R-SWH 집단이 3R-

SWH 집단에 비해 높았으나 역시 유의미한 결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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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전 요약 쓰기 분석 결과

3R-SWH(N=29) 5R-SWH(N=31)
t

M SD M SD

Big idea 7.93 4.123 5.97 3.962 1.881

과학개념 8.79 4.850 7.77 4.113 .880

논의 구조 10.00 6.018 11.90 6.660 -1.159

수사적 구조 8.69 2.347 8.52 2.965 .250

총점 35.07

*p <. 05 

14.365 34.13 16.252 .237



니었다(p>.05). 특히, 3R-SWH 집단에서는 학생들이

‘오류 인식’에 해서 전혀 기술하지 않고 있으며

5R-SWH 집단에서도 그 정도는 빈약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

두 집단의‘생각의 변화’점수는 3R-SWH 집단

7.41점, 5R-SWH 집단 6.45점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반성적 사고의 수준이 자신의 처음 생각을 인식하

고, 탐구 활동 후 변화된 생각을 점검하는 수준에 머

물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3R-SWH 집단의 경우

5R-SWH 집단에 비해 생각의 변화에 한 이유를 실

험결과를 근거로 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가 많

았다. 두 집단의‘오류 인식’점수는 3R-SWH 집단

의 경우 0.00점, 5R-SWH 집단은 0.32점으로 나타

났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탐구 활동 과정에서 오류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습의 점검’항목에서 3R-SWH 집단은 4.14점,

5R-SWH 집단은 3.87점을 나타내었다. 학습의 이해

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반성 수준은 두 집단 모두 학습

내용을 단순히 설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읽기

를 통해 학습한 과학적 원리를 학습 내용과 명확하게

연관 짓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5R-SWH 집단에서

는 읽은 자료에 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해 도를 뜨

고 가라앉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여 오개념

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의문 제기’항목에서 5R-SWH 집단의 점수는

4.03점으로 3R-SWH 집단의 점수 3.10점에 비해 높

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학생들이 제기한 의문은 부

분 학습 내용과 유사한 수준의 의문이었다. 읽기 자료

를 통해 학습한 도 개념에 한 의문도 빈번히 나타

났다.

2) SWH3의 반성적 사고 비교 분석 결과

세 번째 탐구적 과학 쓰기 활동(SWH3)에서 나타

난 두 집단의 반성적 사고 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

다. 반성적 사고의 총점 평균은 3R-SWH 집단이

16.73점으로 5R-SWH 집단의 13.87점에 비해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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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SWH1의 반성적 사고 분석 결과

*p <. 05 

3R-SWH(N=29) 5R-SWH(N=31)
t

M SD M SD

생각의 변화 7.41 3.689 6.45 5.195 .822

오류 인식 .00 .000 .32 1.249 -1.390

학습의 점검 4.14 2.696 3.87 5.584 .233

의문 제기 3.10 2.807 4.03 5.069 -.869

총점 14.66 5.659 14.68 11.101 -.010

그림 1 SWH1의 반성적 사고 평균 비교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p>.05). 세부

항목 중‘생각의 변화’는 3R-SWH 집단이 5R-

SWH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

다(p<.05). ‘학습의 점검’에서는 5R-SWH 집단의

점수가 3R-SWH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의문

제기’에서는 3R-SWH 집단이 5R-SWH 집단에 비

해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으나(그림2)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는 아니었다(p>.05). ‘오류 인식’항목의 점

수는 두 집단 모두 동일하 다(p>.05). 

‘생각의 변화’항목에서 3R-SWH 집단은 7.46점,

5R-SWH 집단은 4.80점으로 두 집단의 점수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두 집단

의 학생들은 모두 별의 밝기에 한 사전 지식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탐구내용에 한 처음 생

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3R-SWH 집단은 5R-SWH 집단에 비해 탐구 결과

와 읽기 자료를 근거로 하여 활동 후의 생각 변화를

더 잘 기술하 다.  

‘오류 인식’항목의 점수는 두 집단 모두 0.17점으

로 학생들이 오류를 거의 인식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

타냈다. 이것은 SWH3 활동의 주제와 탐구 방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SWH3은‘별의 밝기’

에 한 것으로, 사고 실험을 통해 탐구 자료를 해석

하는 활동이므로 활동 과정 중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5R-SWH 집단은 3R-SWH 집단에 비해‘학습의

점검’항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p.>05). 부분의 학생들

은 SWH1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습 내용을 단순히 요

약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 읽기 자

료를 통해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한다는

사실과 별의 등급에 해 기술하고 있었으나 등급에

한 설명 역시 단어를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의문 제기’항목에서 두 집단의 점수는 5R-SWH

집단이 3.73점, 3R-SWH 집단이 4.12점으로 나타났

다. 5R-SWH 집단의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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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SWH3의 반성적 사고 분석 결과

그림 2 SWH3의 반성적 사고 평균 비교

3R-SWH(N=29) 5R-SWH(N=31)
F

adj.M SE adj.M SE

생각의 변화 7.46 .628 4.80 .607 9.216*

오류 인식 .17 .172 .17 .167 .000

학습의 점검 4.98 .555 5.18 .537 .062

의문 제기 4.12 .784 3.73 .758 .123

총점 16.73 1.035 13.87 1.001 3.939

*p <. 05 



의문을 제기하는 빈도가 3R-SWH 집단에 비해 높았

으나, 여전히 학습 내용과 유사한 수준의 의문을 제기

하고 있었다.  

3) SWH5의 반성적 사고 비교 분석 결과

3R-SWH 집단에게는 읽기틀을 제공하지 않고,

5R-SWH 집단에게는 읽기틀을 제공한 다섯 번째 탐

구적 과학 쓰기 활동(SWH5)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를 분석하 다(표 5). 총점은 5R-SWH

집단이 평균 15.97점으로 3R-SWH 집단의 평균

14.31점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p>.05). ‘생각의 변화’, ‘학습의 점검’, ‘의문

제기’의 항목에서도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5R-

SWH 집단의 점수가 3R-SWH 집단의 점수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났다(p>.05). 읽기틀을 지속적으로 사

용한 5R-SWH 집단의 경우 3R-SWH 집단에 비해

반성적 사고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3). 그러나‘오류 인식’항목에서는 두 집단

모두 어떤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생각의 변화’항목에서 5R-SWH 집단의 평균은

6.43점으로 3R-SWH 집단의 평균 5.37점에 비해 높

게 나타났다. 5R-SWH 집단은 3R-SWH 집단에 비

해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 변

화를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오류 인식’을 하지 못하 다.

‘학습의 점검’항목에서는 집단간의 점수 차이가 거

의 나타나지 않았고, 부분의 학생들이 전압이 일정

할 때 전류와 저항의 관계에 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읽기 자료를 통해 조사한 옴의 법칙을

이용하여 전류와 저항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 다.

‘의문 제기’항목에서 5R-SWH 집단의 평균이

3.41점으로 3R-SWH 집단의 평균 2.91점에 비해 높

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학습 내용과 유사한 의문

을 제기했으나 5R-SWH 집단이 3R-SWH 집단보다

관련 의문을 더 많이 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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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SWH5의 반성적 사고 분석 결과

그림 3 SWH5의 반성적 사고 평균 비교

3R-SWH(N=29) 5R-SWH(N=31)
F

adj.M SE adj.M SE

생각의 변화 5.37 .974 6.43 .942 .609

오류 인식 .00 .000 .00 .000 .

학습의 점검 6.01 .888 6.16 .859 .015

의문 제기 2.91 .852 3.41 .824 .177

총점 14.31 1.430 15.97 1.383 .689

*p <. 05 



3. 반성적 사고 변화 분석 결과

1) ‘총점’분석 결과

5R-SWH 집단의 경우 반성적 사고의 총점은

SWH1에서 평균 14.68점, SWH3에서 평균 13.87점

이 나타나 점수가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SWH5에서 나타난 반성적 사고의 총점은 평균 15.97

점으로 다른 두 활동의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이 결과는 탐구적 과학 쓰기 활동에서 읽

기틀(reading framework)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

우 반성적 사고의 점수가 상승하 음을 보여준다. 

반면, 3R-SWH 집단은 SWH1의 반성적 사고의 총

점은 평균 14.66점, SWH3의 총점은 평균 16.72점으

로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상승하 다. 그러나 마지막

두 개의 활동(SWH4, SWH5)에서 읽기틀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SWH5의 총점 평균이 14.31점으로

SWH1, SWH3에 비해 하락하 다(그림 4).

2) ‘생각의 변화’요소 분석 결과

반성적 사고 중‘생각의 변화’항목은 5R-SWH 집

단이 SWH1에서 평균 6.45점, SWH3에서 평균 4.68

점으로 활동이 진행될수록 점수가 하락하 다. 그러

나 SWH5에서 나타난 생각의 변화 평균은 6.29점으

로 SWH3의 점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그림 5). 

3R-SWH 집단의 경우 SWH1에서 평균 7.41점,

SWH3에서 평균 7.59점이 나타나 활동이 진행될수록

학생들의 생각 변화에 한 인식 수준이 향상되었음

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읽기틀을 사용하지 않은

SWH5에서의 평균은 5.52점으로 다른 두 활동의 점

수에 비해 하락하 다(그림 5). 이 결과는 읽기틀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 변화를 인

식하고 반성하는 정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3) ‘오류 인식’요소 분석 결과

학습 과정 중 인식한 오류의 분석 결과 5R-SWH

집단은 SWH1에서 평균 0.32점, SWH3에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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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반성적 사고의 총점 분석 결과

그림 5 반성적 사고의 생각의 변화 분석 결과



0.16점, SWH5에서 평균 0.00점으로 활동이 진행되

어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그림 6). 3R-SWH 집단 역

시 SWH1에서 평균 0.00점, SWH3에서 평균 0.17

점, SWH5에서 평균 0.00점으로 활동에 따른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6). 이 결과는 두 집단 모

두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학습의 점검’요소 분석 결과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는 항목에서 5R-SWH 집단

은 SWH1에서 평균 3.87점, SWH3에서 평균 5.16점,

SWH5에서 평균 6.13점을 나타내었다(그림 7). 학생

들이 읽기를 강조한 탐구적 과학 쓰기 활동을 경험

한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

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R-SWH 집단 역시 SWH1에서 평균 4.14점,

SWH3에서 평균 5.00점, SWH5에서 평균 6.03점으

로 활동이 진행될수록 학습내용 점검 능력이 향상되

었다(그림 7). 두 집단 모두 이러한 경향성을 나타내

고 있는 것으로 보아 탐구적 과학 쓰기 활동이 전반

적으로 학습에 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판단

된다.  

5) ‘의문 제기’요소 분석 결과

학습한 내용에 한 의문점이나 새로운 의문을 제

기하는 항목에서 5R-SWH 집단의 평균점수는

SWH1에서 4.03점, SWH3에서 3.87점이었다. 그리

고 마지막 다섯 번째 활동(SWH5)의 평균은 3.55점으

로 활동이 진행될수록 의문제기에 한 점수가 하락

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그림 8). 이것은 점차적으로

학생들이 제기한 질문의 빈도 및 질이 낮아지고 있음

을 의미한다.

3R-SWH 집단의 의문제기 점수는 SWH1에서 평

균 3.10점이었으나 SWH3에서 3.97점으로 향상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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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반성적 사고의 오류 인식 분석 결과

그림 7 반성적 사고의 학습의 점검 분석 결과



다. 그러나 SWH5에서 평균 점수가 2.76점으로 이전

의 두 활동의 점수에 비해 크게 하락하 다(그림 8).

두 집단 모두 SWH5에서 의문 제기 점수가 하락하

으나 읽기틀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5R-SWH 집단에

비해 3R-SWH 집단의 점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Ⅳ. 결론 및 제언

탐구적 과학 쓰기 활동에서 읽기틀과 반성적 사

고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3개의 활동(SWH1,

SWH3, SWH5)에서 나타난 3R-SWH 집단과 5R-

SWH 집단의 반성적 사고를 비교하고, 각 집단의 반

성적 사고의 변화 경향을 분석하 다.

첫 번째 탐구적 과학 쓰기 활동인 SWH1에서

5R-SWH 집단과 3R-SWH 집단의 반성적 사고의

총점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SWH1 활동의 주제에 해 학생들이 가진 처음 생

각은 일반적으로 가벼운 물체는 물에 뜨고 무거운 물

체는 물에 가라앉는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실험을

통해 현재의 인지구조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경험

하 고, 이것은 학생들에게 인지 갈등을 유발했다. 그

결과 부분의 학생들이 처음 생각과 활동 후의 생각

이 변화하 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변화된 생각을

인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학습을 점검하는 항

목에서도 두 집단은 부분 실험 결과를 단순히 요약

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첫 번째 활동(SWH1)에서 두

집단의 학생들은 반성적인 관찰을 통해 처음의 생각

을 검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거를 읽기틀을 사용하여 자료에서 찾은 결

과와 연관짓지 못하 다(Gaskins & Guthrie,

1994). 그러므로 SWH1에서는 전반적으로 두 집단

의 반성적 사고의 수준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SWH3에서 3R-SWH 집단의 반성적 사고 점수가

5R-SWH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유

의미하게 높지는 않았다(p>.05). 그러나 두 집단 학생

들은 활동 후 부분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 다. 3R-

SWH 집단의 경우 5R-SWH 집단에 비해 자신의 생

각 변화를 명확하게 인지하 으며, 사고 실험 결과와

읽기 자료에 근거해 생각 변화를 기술하 다. 이것은

학습자가 객관적인 학습 자료를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의미를 협상한 결과이며, 읽기를 통해 얻어진 생각에

한 쓰기가 생각의 변화와 명료화를 가져왔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Perkins, 1992). 이 과정에서 학

습자가 사용한 읽기틀은 읽기 단계를 능동적으로 만

들어 생각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두 집

단에서 동일하게 읽기틀을 사용하 음에도 불구하고

5R-SWH 집단의 반성적 사고의 점수가 3R-SWH

집단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3R-

SWH 집단이 읽기틀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읽기틀을 읽기 전략으로 제공할

때 학생들에게 계획 수립, 자료 선택과 같은 운 적

측면 뿐 아니라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에 한 메

타인지적 지식, 즉 읽기틀이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왜 사용하는가? 와 같은 사고를 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Yore et al.,

1997).  

SWH5에서는 5R-SWH 집단이 3R-SWH 집단에

비해 반성적 사고의‘총점’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

한 결과는 아니었다(p>.05). 5R-SWH 집단은‘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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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반성적 사고의 의문 제기 분석 결과



의 변화’, ‘학습의 점검’, ‘의문 제기’에서도 유의미

하지는 않았지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p>.05), 오류 인식은 어느 집단에서도 나타나지 않았

다. 이 결과는 읽기틀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학

생들의 반성적 사고에 긍적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집단 모두 탐구 활동을 통해 오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시켰고, 그 결과 변화된 자신의

생각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5R-SWH 집단은

3R-SWH 집단보다 생각의 변화를 명확하게 인식하

으며, 실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생각 변화의 이유를

제시하 다. 학습의 점검에서는 5R-SWH 집단의 점

수가 3R-SWH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 전류와 저항의 관계를 명

확하게 설명하 고, 이 관계를 옴의 법칙을 사용하여

설명하 다. 탐구적 과학 쓰기 활동 과정에서 학생

들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동료와 학습 내용의 의미

를 협상하고, 읽기와 쓰기 활동을 통해 학습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적, 사회적

협상 과정은 두 집단 모두 경험하게 되므로 학습 개념

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점검하는 능력이 활동 후 향상

될 것으로 기 된다. 그러나 읽기틀을 지속적으로 사

용한 집단은 사회적 협상 과정에서 읽기틀을 통해 강

화를 받게 되므로 학습 점검 점수가 더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각 집단의 반성적 사고의 변화 경향을 보면, 3R-

SWH 집단의 경우 SWH3 활동까지는 반성적 사고의

‘총점’, ‘생각의 변화’, ‘오류 인식’, ‘학습의 점검’,

‘의문 제기’의 모든 항목에서 SWH1 활동에 비해 점

수가 향상되었다. 이 결과는 활동이 진행될수록 학습

자가 조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합하 으며, 이것을

활동 과정에서 탐구한 내용과 연관지음으로써 학습에

한 관리를 강화시켰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읽기틀

을 사용하지 않은 SWH5에서 3R-SWH 집단은‘총

점’, ‘생각의 변화’, ‘오류 인식’, ‘의문 제기’항목에

서 SWH1, SWH3에 비해 점수가 하락하 다. 반면

‘학습의 점검’에서는 활동이 진행될수록 점수가 계속

상승하 다. 

5R-SWH 집단은 SWH3 활동까지는‘학습의 점

검’을 제외하고는 첫 번째 활동에 비해 점수가 하락하

다. 그러나 마지막 활동인 SWH5에서‘오류 인식’

항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점수가 다시 상승하

다. 반면, ‘학습의 점검’항목은 활동이 진행됨에 따

라 계속적으로 점수가 상승하 다. 

동일하게 읽기틀을 사용한 SWH3 활동까지는 전체

적으로 3R-SWH 집단이 5R-SWH 집단에 비해 반

성적 사고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WH4 활동부터 읽기틀을 사용하지 않은 3R-SWH

집단은 마지막 활동인 SWH5에서 반성적 사고 점수

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

은 읽기틀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반성적 사고

의 촉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읽기틀은 학

습자가 찾은 읽기 자료 중 학습과 관계된 내용을 선정

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

러므로 읽기틀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학습자는

과제 내용을 읽을 때 인지적 자원을 통제하고 조장하

는 메타 인지적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Mokhtari &

Reichard, 2002; Pressley & Afflerbach, 1995).

메타 인지 전략의 사용은 학습 내용에 한 이해 수준

을 높이는 반성적 사고를 활성화시켜 전반적인 학습

에 향을 미치게 된다(Butler, 1995).

그러나 읽기틀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집단은

활동의 후반부에서 반성적 사고가 활성화되지 않았

다. 이것은 읽기틀이 학습자에게 의미있는 학습 전략

으로 내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

므로 읽기 전략의 사용을 통해 반성을 촉진시키기 위

해서는 지속적인 읽기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읽기 자료에서 학습한

내용을 현재의 과학 개념과 효과적으로 연관짓는 방

법과 읽은 내용에 관해 비판적으로 토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과학 쓰기 활동에서 나타난 읽기틀

과 반성적 사고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

는 읽기틀이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한 비계

(scaffolding)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심층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읽기 전략이 어떻게 메타인지를

활성화시켜 반성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지의 전

이 메카니즘을 규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국문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탐구적 과학 쓰기 활동에서 읽

기틀과 반성적 사고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중학교 2학년 60명을 상으로 하 으며,

31명을 실험집단으로, 나머지 29명을 비교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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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 다. 실험집단에는 읽기틀이 포함된 5개의 탐

구적 과학 쓰기 활동을 처치하 으며, 비교집단에

는 읽기틀이 포함된 3개의 탐구적 과학 쓰기 활동

과 읽기틀이 포함되지 않은 2개의 탐구적 과학 쓰

기 활동을 실시하 다. 이 연구의 결과 반성적 사고에

서 각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

다. 그러나 각각의 탐구적 과학 쓰기 활동에 따른

반성적 사고의 변화 경향을 분석한 결과 읽기틀을 지

속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비교 집단의 경우 실험 집단

에 비해 반성적 사고의 점수가 마지막 활동에서 하락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탐구적

과학 쓰기 활동에서 읽기틀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를 촉진시키는데 효과적이

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읽기, 읽기틀, 쓰기, 반성적 사고, 탐구적

과학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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