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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science writing on organizing scientific know-
ledge and improving science process skills and science attitude, as science educators have indicated. For this 
study, two classes of 5th grade students were chosen in the same elementary school. Subjects were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and a control group. The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took part in a science writing pro-
gram for 14 lessons of science classes. The students in the control group were taught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science program using standard science textbooks. To identify the effects of science writing, both groups' students 
were tested on science achievement, science process skills, and science attitude before the program implemen-
tation and were tested on science concept, science process skills, science attitude after the program implemen-
t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gains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the 
control group in science concept and science attitude,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science process 
skills for either group. In conclusion, science writing had positive effects on science concept and science attitu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helping them to express their thinking logically and systematically, but science 
process skills were not aff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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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 과학 기술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

이 협동하여 과학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이 모인 연구 공동체 내에

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연구의 성공 여부를 결정

한다(이정호, 2011). 지식 기반 사회에서 이루어지
는 과학교육에서도 사고와 표현을 아우르는 의사

소통 교육이 필요하다(김종영, 2007). 
최근에는 과학교육의 목적을 문제 해결력과 의사

결정력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적 소양의 함양에 두

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과학적 소양을 함양한다

는 것은 과학지식을 이해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탐
구할 수 있는 능력, 과학과 관련된 사회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것으로 과

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이 요

구된다(손정우, 2006).
글쓰기는학습자의기본감각뿐만아니라두뇌활

동을 통합하는 다중 표현 방법으로 학습 과정과 학

습 결과를 모두 포함하는 매우 효과적인 학습 전략

이다(Emig, 1977). 한 때 인문학의 소양 수업이나 국
어과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여겨지던 글쓰

기는 오늘날의 국제 사회에서 과학 분야뿐만 아니

라, 다양한 학문 분야와 영역에서 필수적인 능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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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겨지고 있다(Knipper & Duggan, 2006). 논리적
서술활동은 문제를 공유하며 해결해 가려는 공적

활동의 언어 행위로서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며

(한금윤, 2007), 글쓰기를 통해 단순히 사고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아니라, 사유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사회적 의사소통이 실천되어야 한다(이광모, 2008).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받아들여 2007 개정 과학

과 교육과정에 과학 글쓰기가 도입이 되었고, 과학
글쓰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능력을 포함한

과학적 소양이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교육과학
기술부, 2011). 과학교과에서 글쓰기의 효과를 알아
보고자하는 연구가 최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과학 글쓰기의 결과물을 분석하거나(박은희 등, 
2007; 지윤선, 2011; 천재훈과손정우, 2004), 과학글
쓰기프로그램을적용하여그효과를검증하고있는

데 과학 글쓰기는 과학적 사고력(천재훈, 2006), 과
학개념(남정희등, 2008; 박은희, 2007; 이남은, 2009; 
지영숙, 2006; Gunel et al., 2009), 과학 탐구 능력과
과학에 대한 태도(배희숙 등, 2008; 이석희 등, 2011)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다. 이러한 연
구들은대부분교과서밖의내용을적용하고있거나

교과서 내용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제 7차 교육과정
의 내용을 다루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07 개
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근거로 과학교과시간에 적용

할 수 있는 과학 글쓰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

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글쓰기는 학습자의 사고 활동을 논리적으

로 조직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과학교육학자들은

과학 글쓰기의 목적을 과학지식의 구조화, 과학적
사고력 향상, 과학적 태도 형성, 과학 탐구 능력 향
상 등에 있다(송윤미, 2012)고 하였다. 2007 개정 교
육과정의 과학과 교사용 지도서 역시 과학 글쓰기

는 과학 학습에 있어서 지식과 개념을 배우는 것을

넘어, 그 지식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타당한 학습법
으로, 학습자 개개인의 과학적 소양을 촉진시키는
데 적합하다고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에초등학교과학교과수업중에과학글쓰기가

이루어졌을때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나타난과학
글쓰기의 목적과 과학교육 전문가 집단에서 지향하

는 과학 글쓰기의 목적대로 인지적 측면에서 과학

개념 형성과 과학 탐구 능력 향상, 정의적 측면에서
과학 태도 형성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학 글쓰기 활동이 학생

들의 인지적․정의적 측면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과학 글쓰기 활동이 과학 개념 형성에 효과

가 있는가?
둘째, 과학 글쓰기 활동이 과학 탐구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셋째, 과학 글쓰기 활동이 과학 태도 형성에 효과

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J시에 위치한 S초등학
교 5학년 2개 학급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 한 학급은 실험 집단으로, 나머지 학급은 비교
집단으로 배정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실험 집단
31명, 비교 집단 29명으로 표 1과 같이 구성되어 있
다. 실험 집단에는 과학 글쓰기 프로그램을 적용한
과학 수업이 이루어졌고, 비교 집단에는 과학 교과
서를 이용한 일반적 과학 수업이 이루어졌다.

2. 검사 도구

이연구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과학 개념 검사, 
과학탐구 능력검사, 과학 태도검사를실시하였다.

1) 과학 개념 검사

과학 개념 검사는 프로그램 적용 전 학업 성취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적용 후 마인드맵 형태로 학생
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 개념을 나타내게 한 마인드

맵 구조화 개념 검사를 실시하였다. 마인드맵 구조
화 개념 검사는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체계적이
고조직적인과학지식의구조화를살펴보기에용이

하다. 검사지는 그 단원의 단원명이 중심개념으로
쓰인 빈 종이로 구성되었다. 개념의 구조화 정도, 
개념의 수준, 개념의 다양성에 따라 평가틀 초안을
제작하였다. 과학교육전문가 1인과 과학교육 전공

표 1. 연구 대상의 집단별 학생 수

남학생수(명) 여학생수(명) 계(명)

실험 집단 16 15 31

비교 집단 15 14 29

계 31 2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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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3인이제작된평가틀초안으로몇개의응
답지를 채점한 후, 논의과정을통해수정․보완하여
평가틀을완성하였다. 완성된평가틀을이용해 위의
4인이응답지를각자채점한후채점결과를비교하
면서 채점 결과가 동일하지 않은 것은 논의과정을

거쳐합의된점수를이끌어냈다. 배점은상위개념이
나과학지식의구조화에해당하는경우에는점수차

이를 2～3점으로 하였고, 하위 개념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점수차이를 1점으로하였다. 따라서이검사
의 경우 학생들이 작성한 개념의 수와 구조화 정도

에 따라 배점되므로 만점은 없다.

2) 과학 탐구 능력 검사

과학 탐구 능력 검사는 권재술과 김범기(1994)가
초․중학생들의 탐구 능력을 측정하도록 개발한 과

학 탐구능력검사도구를사용하였다. 이검사도구
는 4지선다형으로, 탐구요소별 3개문항씩총 30문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초 탐구 능력과 통합 탐구
능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Spearman-Brown의 신뢰
도 계수는 0.68이다. 각 문항 당 1점씩 30점 만점으
로 채점하였으며, 검사 시간은 40분으로 하였다.

3) 과학 태도 검사

과학 태도 검사는김효남 등(1998)이 개발한정의
적특성평가체제를사용하였다. 이검사는인식, 흥

표 2. 과학글쓰기 프로그램 적용 수업주제와 글쓰기 교재의 차시별 읽을 거리

단원 차시 주제 읽을거리

1. 우리 몸

1 뼈와 근육의 생김새와 하는 일 뼈

2 소화 기관의 종류, 위치, 생김새와 하는 일 소화

3 순환 기관의 종류, 위치, 생김새와 하는 일 혈액순환

4 호흡 기관의 종류, 위치, 생김새와 하는 일 호흡

5 배설 기관의 종류, 위치, 생김새와 하는 일 배설

6 감각 기관의 역할, 자극과 반응의 과정 감각, 자극, 반응

7 운동과 건강한 생활 운동을 하지 않으면

2. 용해와
용액

1 용해, 용액, 용매, 용질의 뜻 녹고 녹이는 물질들

2 용액의 진하기 죽음의 바다 사해

3 용액 속의 용질의 존재 설탕의 무게도 녹을까?

4 용질이 녹는 빠르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누가 빨리 녹일까?

5 물의 양과 용질이 녹는 양의 관계 꽃나무 만들기

6-7 물의 온도와 용질이 녹는 양의 관계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미, 태도의 세 범주로 나누어져 있고 그 하위에 16
개의소범주가있어소범주별 3개씩총 48개의 문항
으로되어있으며, 리커트식 5점척도로이루어진검
사로만점은 240점이다. 이검사지의신뢰도는 Cron-
bach α=0.83(인식, 흥미), α=0.86(과학적 태도)이다
(김효남 등, 1998).

3. 과학 글쓰기 프로그램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5학년 2학기 ‘1. 우리
몸’ 단원과 ‘2. 용해와 용액’ 단원의 과학 글쓰기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각 단원은 10차시로 구성되
어 있으나, ‘재미있는 과학’, ‘ 과학 생각 모음’, ‘나
도 과학자’를 제외한 ‘과학 실험방’ 7차시씩 총 14
차시 분량의 과학 글쓰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과학 교과서 보조 교재 ‘실험 관찰’ 
대신 과학 글쓰기 교재를 개발하고 활용했다. 표 2
는 과학 글쓰기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 주제와 그

차시에 글쓰기 교재에 제공한 읽을거리이다.
과학 글쓰기 프로그램은 박은희 등(2007), 이남은

(2009)이개발한 과학글쓰기수업모형을 참고하고, 
과학교육전문가 2인과 협의하여 그림 1과 같은 흐

탐색하기 → 글쓰기 → 의견나누기 → 고쳐쓰기

그림 1. 과학 글쓰기 프로그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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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으로 개발하였다. 과학 글쓰기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은매차시그림 1의흐름도에따라진행하였다.

1) 탐색하기

탐색하기 과정은 일반 과학 수업에서 이루어지

는 다양한 탐구 활동을 한다. 관찰과 실험 등을 통
하여 과학 교과 활동을 한 후, 실험 관찰 책 대신 글
쓰기 교재에 활동 내용 및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그림 2). 

2) 글쓰기

탐색하기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 주제

에 맞는 과학 글쓰기를 한다. 글쓰기는 차시별로 동
화, 설명문, 실험 일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
며, 실험 결과와 탐색하기에 기록된 정보들을 사용
하여 글로 나타내게 한다.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거
나 글을 정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교사

는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그림 3).

3) 의견 나누기

의견 나누기 과정은 다른 사람과 생각을 공유하

는 과정이다. 앞의 글쓰기 과정의 결과물을 친구들
과 돌려 읽으면서 잘못된 정보를 교정하거나 보충

할 부분을 발견하고, 친구의 잘쓴 점을받아들이며, 
협력 학습을 통한 쓰기 활동이 이루어진다.
의견 나누기 후에는 ‘읽을거리’를 읽는다. 읽을거

리는 학습 주제에 대해 폭 넓게, 또는 깊게 생각할

그림 2. 글쓰기 프로그램 중 탐색하기의 예

그림 3. 글쓰기 프로그램 중 글쓰기의 예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나의 글 속에서 잘못된 정보
를 스스로 찾아 수정하거나 보충할 자료를 얻을 수

있다(그림 4).

4) 고쳐쓰기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읽을거리를 읽고 난 후
앞의 글쓰기를 조직화하여 다시 한 번 글쓰기를 한

다. 학생의 글이 고쳐쓰기까지 완성되면 교사는 전
과정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첨삭 지도한다. 많은 지도를 필요로 하는 학생
의 경우 개별 면담을 통해 지도한다(그림 5).

그림 4. 글쓰기 프로그램 중 의견나누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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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글쓰기 프로그램 중 고쳐쓰기의 예

4. 자료 분석

과학글쓰기활동이과학개념, 과학탐구능력, 과
학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 결과

를 SPSS 12.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독립 표본 t-
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해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과학 글쓰기 활동이 과학 개념 형성에 미

치는 효과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의 사전 과학 개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5학년 1학기 과학 학업 성취
도 결과를 이용하였다(표 3). 사전 학업 성취도 분석
결과,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은 86.29점과
87.07점으로 비교 집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따라서 두 집
단 간에는 사전 학업 성취도에 있어 동질 집단이라

가정하고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사후 검사를 실시

표 3. 과학 글쓰기 프로그램 적용 전 과학 학업 성취도 t-
검증 결과

집단 n M SD t p

실험 집단 31 86.29 9.65 .34 .733
비교 집단 29 87.07 7.76

표 4. 과학 글쓰기 프로그램 적용 후 과학 개념 t-검증 결과

단원명 집단 n M SD t p

우리 몸
실험 집단 31 22.81  9.08

4.95 .000
비교 집단 29 12.48  6.83

용해와

용액

실험 집단 31 15.42  9.08
3.39 .001

비교 집단 29  8.59  6.41

계
실험 집단 31 37.90 15.56

4.76 .000
비교 집단 29 20.97 11.53

하였다. 
과학 글쓰기프로그램이과학개념형성에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적용 후 과학 개

념 점수를 t-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용해와
용액’ 단원에서는등분산이가정되지않아Welch-As-
pin 검증을 하였다. 표 4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
몸’ 단원에서 실험 집단은 평균 22.81점, 비교 집단
은 평균 12.48점으로 그 차이를 t-검증한 결과,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용해와 용액’ 단원에서도 실험 집단은 평균 15.42
점, 비교 집단은 평균 8.59점으로 그 차이를 Welch- 
Aspin 검증한 결과,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두 단원의 개념의 합을 비교
하면 실험 집단은 평균 37.90점, 비교 집단은 평균
20.97점으로 그 차이를 t-검증한 결과, 두 집단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이로부터
과학글쓰기수업은과학 개념을형성시키는데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하기 과정을 통해 알게 된 과학적 지식이나

원리를 자신이 알고 있는 과학 개념으로 정교화 함

으로써 과학 개념 형성에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의견 나누기 활동으로 잘못된 개념을
수정하고, 애매했던 개념을 명확히 하며, 자신의 지
식을 조직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정
희 등(2008)의 논의를 강조한 탐구적 과학 글쓰기
활동으로 과학 개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같다. 또한 개념 변화 과정이 드러나는
과학 글쓰기 수업으로 학생의 과학 개념 변화와 동

시에 점진적인 세련화와 정교화 과정이 이루어진다

고 한 이남은(2009), 글쓰기를 통해 사고가 분명해
지고 정교해질 수 있다고 한 Hodson(199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마인드맵을 활용한 개념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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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글쓰기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지식이 구조

화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김영희(2008)의 글쓰기 활동을 적용한 과학수업 후
화산에 대한 개념의 위계성이 크게 신장되었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 연구에서는 상위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그 밑

으로 하위 개념을 조직화하는 경우를 구조화가 된

것으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등을 구분하지 않고
무작위로 기록한 경우를 비구조화 된 것으로 분류

하였다(그림 6). 표 5와 같이 구조화되게 마인드맵
검사지를 작성한 학생수는 ‘우리 몸’ 단원에서는 실
험 집단에서 19명, 비교 집단에서 11명이었고, 용해
와 용액 단원에서는 실험 집단에서 24명, 비교 집단
에서 10명이었다. 
이처럼 실험 집단에서 지식을 구조화 한 경우가

비교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학
글쓰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과학 개념 형

성뿐만 아니라, 과학 지식의 구조화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조화 비구조화

그림 6. 마인드맵을 활용한 개념 검사지의 구조화와 비구조화 형태의 예

표 5. 단원별 마인드맵 개념 검사지에 나타난 과학지식의
구조화 정도

단원명 집단 n 구조화 비구조화

우리 몸
실험 집단 31 19 12

비교 집단 29 11 18

용해와

용액

실험 집단 31 24 7

비교 집단 29 10 19

그림 7은 ‘우리 몸’ 단원에서 비구조화된 형태로
나타냈으나, ‘용해와 용액’ 단원에서 구조화된 형태
로 변화된 실험 집단 학생의 마인드맵 검사지이다. 
개념의 양적 변화보다 구조화에 초점을 두고 살펴

보면, ‘우리 몸’ 단원에서는 폐, 코, 식도, 심장 등 세
부기관을 무작위로 쓰고 기능이나 생김새를 나열했

으나, ‘용해와 용액’ 단원에서는 용해, 용질, 용매의
상위 개념 밑으로 정의나 종류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과학 글쓰기는 학생들의 과학 개념 구조화

에 변화를 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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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1

‘우리 몸’단원 ―――→ ‘용해와 용액’ 단원

학

생

2

‘우리 몸’단원 ―――→ ‘용해와 용액’ 단원

 : 용해와 용액 단원에서 나타난 상위 개념

그림 7. 과학 글쓰기 프로그램 적용 후 과학지식의 구조화에 변화를 가져온 학생 검사지 예

2. 과학 글쓰기 활동이 과학 탐구 능력에 미

치는 효과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의 사전 과학 탐구 능

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6과 같았다. 사전 검
사결과, 실험집단과비교집단의과학탐구능력은
평균 17.03점과 17.72점으로 비교 집단이 다소 높게

표 6. 과학 글쓰기 프로그램 적용 전․후 과학 탐구 능력 t-검증 결과

구분 집단 n
사전검사 사후 검사

M SD t p M SD t p

기초탐구 능력a
실험 집단 31 10.00 1.92 1.12 .268

11.19 1.87
 .17 .866

비교 집단 29 10.55 1.90 11.10 2.242

통합탐구 능력b
실험 집단 31  7.03 2.81 .20 .840

 8.39 2.91
1.62 .111

비교 집단 29  7.17 2.51  7.28 2.36

과학탐구 능력c
실험 집단 31 17.03 4.07 .68 .502

19.58 4.32
1.10 .274

비교 집단 29 17.72 3.84 18.38 4.09

a 15점 만점, b 15점 만점, c 30점 만점.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따라서 두 집단은 과학 탐구 능력에 있어동질 집단

이라 가정하고,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 간의 프로그램 적용 후 과학 탐구 능력

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았다. 표 6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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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바와같이과학글쓰기프로그램이과학탐구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초 탐구 능력
은 실험 집단의 경우 평균 10.00점에서 프로그램 적
용 후 평균 11.19점으로 1.19점의 향상을 보였고, 비
교 집단의 경우 평균 10.55점에서 평균 11.10점으로
0.55점의 향상을 보여 실험 집단의 평균 향상 폭이
다소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통합 탐구 능력은 실험 집단의 경우 평균 7.03점에
서 프로그램 적용 후 평균 8.39점으로 1.36점의 향
상을 보였고, 비교 집단의 경우 평균 7.17점에서 평
균 7.28점으로 0.11점의 향상을 보여실험집단의평
균향상폭이다소컸으나, 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
았다(p>.05). 전체 과학 탐구 능력 역시 실험 집단의
경우평균 17.03점에서프로그램적용후평균 19.58
점으로 2.55점의 향상을 보였고, 비교 집단의 경우, 
평균 17.72점에서 평균 18.38점으로 0.66점의 향상
을 보여 실험 집단의 평균 향상 폭이 다소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이는 과학 글쓰기 프로그램을 초등학생들에게 적

용했을 때, 실험 관찰 책을 보조 교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비해 과학 탐구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07 개정 과학
교육과정의 경우, 실험 관찰 책에 학생들의 과학 탐
구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탐구 과정 요소

가 포함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실험 관찰 책
을 보조 교재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과학

탐구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될 것

으로 보인다. 탐구적 과학 글쓰기 실험 수업이 학생

표 7. 과학 글쓰기 프로그램 적용 전․후 과학 태도 t-검증 결과

범주 집단 n
사전검사 사후 검사

M SD t p M SD t p

인식a
실험 집단 31  41.13  5.02 .26 .799

 46.94  5.26
3.23 .002

비교 집단 29  41.45  4.63  42.45  5.50

흥미b
실험 집단 31  48.48  8.23

1.78 .081
 54.84  8.33

3.89 .000
비교 집단 29  44.69  8.29  45.86  9.56

과학적

태도c

실험 집단 31  67.23 10.29
 .87 .386

 76.32 12.68
3.37 .001

비교 집단 29  64.76 11.58  65.59 11.93

계d
실험 집단 31 156.84 20.00

1.12 .267
178.10 21.79

4.13 .000
비교 집단 29 150.90 21.03 153.90 23.60

a 60점 만점, b 75점 만점, c 105점 만점, d: 240점 만점.

들의 과학 탐구 능력 향상에 의미 있는효과가 없다

는 김미연과 공영태(2012)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탐구적 과학 글쓰기 수업을 통해 초등학

생들의 과학 탐구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배희숙 등, 2008; 이석희 등, 2011)와는 일치하
지않는데, 이경우 7차과학과교육과정을적용하였
고, 이석희등(2011)은장기간에걸쳐탐구적과학글
쓰기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과학 탐구 능

력 신장에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3. 과학 글쓰기 활동이 과학 태도에 미치는

효과

실험집단과비교집단간의사전과학태도의차

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7과 같았다. 사전 검사 결과,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과학 태도는 평균 156.84
점과 150.90점으로 실험 집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따라서
두 집단은 과학 태도에 있어 동질 집단이라 가정하

고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두집단간의프로그램적용후과학태도형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았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학 글쓰기 프로그램이 과학 태도 형성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식은 실험 집단의
경우 평균 41.13점에서 프로그램 적용 후 평균 46.94
점으로 5.81점의 향상을 보였고, 비교 집단의 경우
평균 41.45점에서 평균 42.45점으로 1.00점의 향상을
보였다. 두집단 간의사후 검사를 t-검증한 결과,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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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과학 글쓰기를 하는 과정에서 과학 활동을 체

계적으로 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과학을 어려운 공부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직접 과학과 관련된 글쓰기를

함으로써 과학교과에 대한 자신감이 형성되면서 자

연스럽게 과학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

된다.
흥미는 실험 집단의 경우 평균 48.48점에서 프로

그램 적용 후 평균 54.84점으로 6.36점의 향상을 보
였고, 비교집단의경우평균 44.69점에서평균 45.86
점으로 1.17점의 향상을 보였다. 두 집단 간의 사후
검사를 t-검증한 결과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차이를보였다(p<.05). 과학글쓰기프로그램을하는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는 과
정, 그리고 학급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식의 경우와 같이 과학교과에 대한 자신감이 과

학 교과의 흥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적 태도는 실험 집단의 경우 평균 67.23점에

서 프로그램 적용 후 평균 76.32점으로 9.09점의 향
상을 보였고, 비교 집단의 경우 평균 64.76점에서
평균 65.59점으로 0.83점의 향상을 보였다. 두 집단
간의 사후 검사를 t-검증한 결과 두 집단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과학 글쓰기
과정에서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친구들의 의견
을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실험에 임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태도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과학 태도는 실험 집단의 경우, 평균

156.84점에서 프로그램 적용 후, 평균 178.10점으로
21.26점의 향상을 보였고, 비교 집단의 경우 평균
150.90점에서평균 153.90점으로 3.00점의향상을 보
였다. 두 집단 간의 사후 검사를 t-검증한 결과,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전체적으로 과학 글쓰기를 통해 과학 태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탐구 활동과
탐구 활동이 연계된 과학 글쓰기, 그 후 친구들과의
다양한 의견교환,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과학 학습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과학 활

동을 즐겁게 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과학적 의견이나 실험과정을

스스로 글로 정리해서 쓰게 되면서 과학에 대한 자

신감과 흥미가 생겨났다고 판단된다. 이는 과학 글
쓰기 활동 후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느끼고 과학

적 태도가 점차 향상되었다(배희숙 등, 2008)는 연
구 결과와 유사하다.
정량적인 결과를 얻은 후 학생들의 과학 글쓰기

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소감문을 작성하

게 하였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과학 글쓰기 수업의
효과,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등을 기록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S1: 과학 글쓰기는 과학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과학 수업을 하며 과학 글쓰기를 하
니까 더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었다. 탐색하기
에서는 재미있는 활동과 실험을 해서 즐겁게

과학 글쓰기를 할 수 있었다. 글쓰기에서는
과학시간에 배운 내용, 탐색하기에서 활동했
던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썼다. 의견나누기에
서는 친구들이 내가 쓴 글을 읽고 고칠 점과

보충할 점을 써 줘서 이해하기 쉬었다. 사실
고쳐쓰기는 좀 귀찮기도 했다. 글쓰기의 내용
과 많이 차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쳐쓰기를 통해 나의 생각을 한 번 더 정리

할 수 있었다. 과학 글쓰기는 과학에 대한 자
신감을 주고, 재미있고, 즐거운 활동이었다.

S2: 처음 과학 글쓰기를 한다고 했을 때 참 기대
되었다. 하지만 과학에는 별 관심도 없고 어
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다. 친구들과 실
험하고 글쓰기를 할 때면 실험과정을 잘 생각

해서 쓰고, 친구들과 쓴 글을 돌려보며 의견도
듣고 더 보충해서 쓸 수 있어서 좋았다. 활동
이 진행될수록 내용이 많아지고 더 깊게 생각

해서 쓸 수 있었다. 과학의 원리도 이해하고, 
과학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
단원이 되면서 과학 글쓰기를 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 친구들도 함께 아쉬워 했다. 

S3: 과학 글쓰기를 하기 전에는 과학이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면 창피할까봐 질문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과학 글쓰기를 하면서 글을
쓰면 선생님께서 글에다 고칠 점을 적어주셔

서 좋았다. 이젠 과학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생겼다.

S4: 나는 원래 과학을 좋아한다. 그런데 과학이 더
좋아 졌다. 다음에도이런기회가 있었으면 좋
겠다. 처음에는 좀 귀찮기도 했는데 과학 글쓰
기를통해과학에대한호기심과관심이더생

겼고 앞으로 과학에 대한 지식도 알고 싶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S5: 처음 과학 글쓰기를 한다고 하자 왜 하는지 
귀찮았다. 책도 두껍고 문제지 같아서 호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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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않았다. 하지만 과학 이야기가 있어서

한 번 두 번 읽어보니 과학이 재미있다는 생

각이 들었다. 과학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S6: 과학 글쓰기를 통해 과학 지식을 이해하고 서
술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과학 글쓰기는 
아이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는데 도움을 주는 
좋은 학습법인 것 같다. 글쓰기를 끝내고 선
생님의 평가를 보면 내가 잘못 생각했던 점도

알 수 있어 좋았다. 또한 과학의 원리를 자신
이 직접 생각해서 표현하고, 글로 서술했기

때문에 발표의 두려움을 줄일 수 있어서 좋았

다. 다른 과목에서도 글쓰기를 하지 않아서

아쉬웠다. 내년에도 글쓰기를 하고 싶다.
S7: 과학 글쓰기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된 것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 과학 글쓰기를 한 후 과학
이 좋아졌다.

S8: 과학 글쓰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재미있
어서 열심히 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 지
루하기도 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시험을 보았
는데 과학 점수가 올라가서 기분이 좋았다. 3, 
4단원 과학 글쓰기를 하지 않고 시험을 보았
더니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과학 글쓰기
가 끝나고 과학 공부를 소홀히 했던 까닭이

다. 과학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다.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면 과학 글쓰기

를 처음 접했을 때는 호기심으로 시작하거나 귀찮

은 반응이었다. 그러나 글쓰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되어

과학 개념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그리고 과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형성되며, 과학에 대하여 긍
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된 학생이 많아졌다. 의견나
누기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고, 자신
의 생각을 고치는 과정을 통해 개방성, 비판성, 협
동성이 길러진 것으로 보여 과학 글쓰기 활동은 학

생들의 과학 태도를 형성시키는데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과학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포함한 과학적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

나로 과학 글쓰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

다. 과학 글쓰기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과학 개념, 과학 탐구 능력, 과학 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비교․분석하였다. 과학 글쓰기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2개 단원 14차시로 구성하였
고, 탐색하기, 글쓰기, 의견나누기, 고쳐쓰기의 과정
별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과학글쓰기활동이초등학생의인지적․정의적측

면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첫째, 과학
글쓰기 활동은 인지적 측면 중 과학 개념을 형성시

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 글쓰기
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 활동을 스스로 정리한 결과

로 판단된다. 또한 의견나누기 활동을 통하여 잘못
된개념을수정하고애매했던개념을정교화하는과

정이이루어진것으로볼수있다. 그리고실험집단
학생들은상위개념과하위개념을조직화하며, 비교
집단에 비해 과학 지식의 구조화가 잘 이루어졌다. 
둘째, 과학글쓰기활동은인지적측면중과학탐

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없었다. 과학 글쓰
기 프로그램 적용 후 과학 탐구 능력의향상은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컸으나, 두 집단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과학시간
에 비교 집단에서도실험관찰을통해서탐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5․6학년에
적용된 2007 개정 과학교육과정의 경우, 실험 관찰
에 학생들의 과학 탐구 능력을 신장시킬 수있는 다

양한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학 교
과 활동과 실험 관찰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면 학

생들의 과학탐구능력을향상시키는데효과가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학 글쓰기 활동만으로는 과
학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체계적인 탐구 활동과 연계된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과학 글쓰기 활동은 정의적 측면을 향상시

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과학 글쓰기 프로그램 적용
후 학생들의 과학 태도가 효과적으로 형성되었다. 
이 결과는 과학 글쓰기 전 과정을 통해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활동 내용
을 조직화하여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과학에 대

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친구들과의 다양한 의견 교환, 자신의 생각을 수정
하는 과정을 통하여 과학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

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흥미를 가

지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과학 글쓰기수업은 초등학생들의 과

학 개념의 형성과 과학 태도의 함양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며, 학교에서 과학 글쓰기를 체계적으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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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과 시간에 적용한다면 학생들의 인지적․정의

적 측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교수ㆍ학습 활동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앞으로의 연구에서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에 따르면 과학 글쓰기 활동이 과

학 탐구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배희
숙등, 2008, 이석희등, 2011)와없다는연구결과(김
미연과 공영태, 2012, 신영준 등, 2009)가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 글쓰기 활동이 과학 탐구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과학글쓰기전략이과학적

사고력향상, 과학지식의구조화, 과학적태도형성, 과
학탐구능력향상등에효과적이라고했는데, 이연
구에서는과학적사고력향상에대해서는다루지못

하였다. 따라서 과학 글쓰기 활동이 과학적 사고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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