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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instructional strategy for newspaper-based science writing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its application. The target unit was ‘change of weather’ and ‘a variety of gas’ in the 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and the teaching strategy was composed of 3 stages-writing including realistic, 
interpretative and comprehensive writing. The result of applying this strategy into actual classrooms was as 
follows. First, it was proven that the science writing strategy using newspaper articles actually helped improving 
science process skills of learners, in particular, integrated process skills. Second, this strategy for science writing 
changed the scientific attitude of learners positively. While they read the newspaper articles, their thinking 
became more elaborate and systemized, which seemed to serve to foster their openness, criticism, and perseverance. 
Third, the science writing strategy did not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learners' science study achievement.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scientific concepts and principles of learners, it is needed that teaching program 
combines with argument-based activity organically. The above-mentioned findings show that this instructional 
strategy using newspaper articles can be applicable as one of effective methods in science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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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자로 하여금 충분한
과학적 이해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파악, 소
통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을 갖추게 하고, 창의적
사고력과 독창적인 문제 해결력으로 새로운 지식

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 과학적 소양은 과학에 관한 주
제의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으

며(Norris & Phillip, 2003; Shin & Choi, 2014), 과학
지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글쓰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Lemke, 1990; Lee 
& Jeong, 2013).
과학글쓰기는 과학적 사실과 개념에서부터 법칙

과 이론에 이르기까지 사고하는 과정과 내용을 글

로 표현하는 활동으로(Owens, 2000) 학습자의 감각
과 두뇌 활동을 통합하는 다중 표현방법이다(Emig, 
1977). 학습자는 과학글쓰기를 통해 과학적 설명과
정당화 과정에서 자신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Klein, 1999; Prain, 2006; Song 
et al., 2011), 과학적 사고를 하는 연습과 훈련을 실
행하게 된다(Rivard, 1994; Son et al., 2012). 또한 학
습자로 하여금 과학적 개념에 대해 더욱 애착을 갖

게 하고, 장기적 기억 형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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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rian & Hand, 1996; Yore et al., 2006).
이러한 유용성에 바탕을 두어, 2009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도 과학 상식과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료를 읽고, 이를 활용한 과학글쓰기와 토론 활동
을 도입하여 학습자의 과학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도록 ‘학습지도 방법’에 명시하고 있
다(MEST, 2011). 사실 다양한 탐구 활동을 수행해
야 하는 과학 수업의 특성상 실험실습에 집중하기

에도 빠듯한 수업 시간에 글쓰기 활동을 다루는 것

자체가 수업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부담

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글쓰기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과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탐구의 과

정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하고(Cheon, 2006), 관련
능력의 개발을 통해 학습자가 과학적 논의에서 소

양 있는 참여자가 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

(Hand et al., 1999; Wellington & Osborne, 2001)에서
과학과 교육과정 목표 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

임에 틀림없다. 
그 동안 과학글쓰기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과학글쓰기 교수․학습 전략의 개발(Bae 
et al., 2009; Clark & Sampson, 2008; Hand & Keys, 
1999; Nam et al., 2008), 과학교육에서 글쓰기 활동
의 중요성(Jeong et al., 2004; Kang et al., 2006), 과
학글쓰기수업에대한교사의인식(Klein, 1999; Kwon 
& Nam, 2013; Song et al., 2011), 그리고 과학글쓰
기 관련 국내 과학교육 연구의 동향 분석(Shin & 
Choi, 2014) 등과 같은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져 왔다. 또한 과학글쓰기를 도입한 수업
에서 이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연구들(Cheon, 2006; 
Gunel et al., 2009; Kim et al., 2012; Klein, 1999; Lee 
et al., 2011; Moon & Shin, 2012; Nam et al., 2004; 
Park, 2007; Prain, 2006; Wellington & Osborne, 2001)
도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들은 과학글쓰기 수업의
도입이 학습자의 과학적 사고력이나 과학개념 형

성과 같은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흥미, 태도와
같은 정의적 영역 그리고 과학탐구 능력의 향상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과학글쓰기가 다른 학문 분야의 글쓰기와 차별

화 되는 부분은 사실(fact) 위주의 객관적 서술, 핵
심적인 내용 중심의 간결성을 들 수 있다(Hwang, 
2013). 글쓰기에는 주제와 방향을 결정해주는 읽기
자료가 필수적으로 제공되기 마련인데, 이러한 객

관성과 간결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정선된 자료가 바로 신문이다. 신문은 어디서
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중적인 매체로서, 사회적
이슈, 건강과 질병에 관한 정보, 실생활 속 과학 정
보, 최신 과학 기사 등과 같은 다양하고 흥미로운
학습 소재를 사진과 그림, 광고, 만화, 기사 등의 형
태로 제공해 준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학습 활동
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Choi, 2003). 신
문에 실린 실생활과 관련된 생생하고 현실감 있는

자료들은 과학글쓰기의 풍부한 글감으로 활용하기

에 모자람이 없으며, 학습자로 하여금 사실에 입각
한 신빙성 있는 글쓰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확장

적 사고를 촉진해 줄 수 있다. 또한 검증된 읽기 자
료로서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며(Kim, 2012; Lee & 
Lee, 2010), 관련 교과 학습을 촉진하고 정교화 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Lee, 2002).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과학 교과에서 신문

자료와 글쓰기를 직접적으로 연계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다른 교과의 경우, 국어교육에
서 NIE를이용한설명문쓰기지도방안(Bang, 2000)
이나 NIE를 활용한 창의적 글쓰기 지도 방법(Yu, 
2004) 등의 연구가 일부 있었고, 환경교육 분야에서
NIE를 활용한 환경 글쓰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Lee & Lee, 2010) 정도가 확인될 따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

로 신문 기사를 활용한 과학글쓰기 수업 전략을 구

안하고, 이의 적용을 통해 초등학생의 인지적․정
의적 측면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
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과학글쓰기

활동 지도와 관련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시에 위치한 D초등학교 6

학년에 재학 중인 2개 학급 54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각각 1개 학급씩(27
명)으로 구성하였고, 실험 집단은 남자 11명, 여자
16명, 비교 집단은 남자 10명, 여자 17명이다. 실험
집단에는 총 18차시에 걸쳐 신문 자료를 활용한 과
학글쓰기 수업 전략을 적용하였고, 비교 집단에는
과학교과서에 제시된 과학글쓰기 방법과 제시문을

활용하였다. 과학글쓰기가 적용된 단원은 6학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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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1단원 ‘날씨의 변화’와 2단원 ‘여러 가지 기
체’ 등 2개 단원이다.
비교 집단에 적용한 과학글쓰기는 실험 집단과

달리 특별한 읽기자료 없이 발문만 제시하고, 이에
따라 글쓰기를 실행하는 형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들 글쓰기 제재는 교과서에서 주로 중단원의 말

미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 집단의 모든 차시

에 글쓰기 활동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교과서 글쓰기 코너에 제시된 활동뿐만 아니라, 
단원도입, 탐구활동, 창의활동 등의 발문을 활용하
여 3차시 단위의 수업 말미에 한 번씩 글쓰기를 실
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연구의효과성을검증하기위하여, 종속변수로

과학탐구능력, 과학적 태도, 과학 학업성취도 등을
설정하고, 수업적용전각항목에대해사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평균은 모두 통계적으로 차
이가 없는 동질 집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p>.05).
한편, 실험 집단 학생들 중에서 모든 차시의 수

업에 참여하고, 학부모의 동의를 얻은 5명에 대해
서는 신문 기사를 활용한 수업 전략에 대한 인식, 3
단계 글쓰기 활동 단계에 대한 생각, 글쓰기 수업
전략의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여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2. 과학글쓰기 수업 전략의 개발

1) 신문 기사 자료의 선정

과학글쓰기에 활용할 신문 기사 자료의 선정은

Steps Goal Concrete types

Realistic
writing

Acquisition of scientific knowledge and 
information gathering

Writing to summarize Writing to classify
Writing to explain To verbalize observed things
To describe the experiment
To express the methods and results of experiment
To explain the concepts and laws
To show the figure, photo, table and graph

Interpretative 
writing

Understanding of scientific concepts and 
activation in thinking

Consummatory writing Writing to find clues
Writing to analyze using scientific principles
To show something in a cartoon
To rewrite the lyrics of songs To create a science poem
To express in mind map Writing to make invention

Comprehensive 
writing

Clarification of thinking, application and 
elaboration of scientific concepts

Writing to assert Writing to find scientific errors
Writing as an expert Writing in a diary form
To complete dialogues To write to scientist
To write a play

Table 1. Steps and types of science writing

초등학생들의 과학 개념에 대한 이해와 독해 능력

을 감안하고, 수준에 적합한 기사 선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로 어린이동아일보, 소년조선일
보, 소년한국일보 등과 같은 어린이 신문을 활용하
였다. 기사의 내용은 해당 차시의 수업 내용 및 학
습 목표와 부합되는 것으로 한정하였고, 다만 어린
이 신문에서 관련 기사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 일간지를 검색하여 관련 기사 자료를 확보하

였다.
신문 기사의 검색은 어린이 신문의 해당 웹페이

지 기사 검색 창을 활용하였으며, 2000년 이후 게
재된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연구자가 해당
차시의 주제에 부합하는 적절한 기사 자료를 선별

하면 초등과학교육 전공 교수 1인과 대학원에서 초
등과학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경력 5년 이상의 교사
3인이 기사의 타당성과 수준을 함께 검토하였고, 
필요할 경우 기사 자료의 어휘 수준과 기사의 양을

조절하는 과정을 거쳤다.

2) 과학글쓰기 수업 전략의 구성

선행 연구들에서 Cheon(2006)은 과학적 글쓰기

의 유형을 과학적 사고력의 종류에 따라 귀납적, 
연역적, 비판적, 창의적 글쓰기 등으로 구분하였고, 
Bae et al.(2009)은 글쓰기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설
명적,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글쓰기 등으로 구분
하고 있다. 또한 Kim(2012, cited at second-hand from 
Olson(1985))은 신문자료를 활용한 교육 활동의 단
계에서 글쓰기의 난이도에 따라 첫째, 신문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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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찾아내는 단계, 둘째, 찾아낸 정보를 이해하는
단계, 셋째, 신문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름대로 비판하여 평가하는 단계, 넷째, 신문을 찾
고 이해하고 평가한 다음에 내용을 새롭게 만들어

보는 단계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분류 방법과 Kim (2012)의
세부적인 활동 유형을 참고하여 과학글쓰기 수업

전략의 글쓰기 활동 단계를 사실적, 이해적, 종합적
글쓰기 등의 3단계로 재구성하였다. 각 글쓰기 단
계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글쓰기 유형을 정

리해 보면 Table 1과 같다.
우선 사실적 글쓰기는 신문 기사의 사실에 기초

하여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단
계이다. 신문 기사 자료의 내용을 읽고 해당 차시
의 핵심적인 내용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큰 어려움 없이 글을 써내려 갈 수 있다. 이 단계는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을 줄여주고,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으며, 학습자 스스로 수집한 개념과 정보
가 잘 드러날 수 있는 단계이다(Fig. 1).
이해적 글쓰기는 해당 차시의 과학적 개념을 이

해하고 사고가 활성화되는 단계이다. 신문 기사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 상황이

나 과학적 현상을 과학 지식을 이용하여 이해하는

단계로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사고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 이해적 글
쓰기의 핵심은 과학적 관점에서의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바탕이 되며,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확인되
지 않은 사실이나 과학적 오류가 글쓰기에 반영되

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Fig. 2).

Fig. 1. Example of realistic writing(writing to summarize)

Fig. 2. Example of interpretative writing(to show something in 
a cartoon) 

Fig. 3. Example of comprehensive writing(writing as an expert)

종합적 글쓰기는 사고를명료화하고 과학적 개념

을 적용하여 정교화 하는 단계이다. 학습자는 해당
차시에서 학습한 과학적 개념 및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과 소재를 선택하여 자신의 사고력을 확

장하고 구체화할 수 있게 되며, 독창적인 생각과 내
용을 정교하게 표현함으로써 이전 단계의 글쓰기와

는 차별화된 산출물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Fig. 3).
 
3) 글쓰기 수업 전략의 적용

실험 집단의 학습자는 6학년 ‘날씨의 변화’, ‘여
러 가지 기체’ 단원에 대해 총 18차시의 글쓰기 활
동을 수행하였는데, 사실적, 이해적, 종합적 글쓰기
를 각 1차시씩으로 하는 3차시 수업 글쓰기 패턴을
총 6차례에 걸쳐 반복하도록 하고 있다. 학습자는
한 사이클 내에서 과학 지식의 사실적 습득과 정보

수집(사실적 글쓰기), 과학적 개념의 이해와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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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이해적 글쓰기), 그리고 과학적 개념의 적용
및 정교화 과정(종합적 글쓰기)을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고

를 명료화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확장하며, 논리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자
는 학습자가 신문기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객관적인 사
실과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

체적이고 자세하게 글쓰기 활동을 수행하도록 요

구하였다. 실험 집단에 적용된 과학글쓰기 수업 과
정의 차시 단위의 흐름을 요약하면 Fig. 4와 같다.

Introduction Explication Arrangement

To remind of pre-learning period (the 
feedback of writing products)
Development of learning motivation (by 

using newspaper articles)
To suggest learning objective

⇨
To learn scientific knowledge by teacher’s 

instruction ⇨
Science writing using newspaper articles
Arrangement of learning contents

Fig. 4. Instruction flow for the experimental group

Unit Period Steps Topics Writing types Headline of newspaper articles Source of the 
articles

Change of 
weather

1-3

Realistic Can we play an interesting game 
of weather? Writing to summarize Children’s healthcare methods in 

the rainy season

Dong-A Daily 
News for kids

(02.06.24)

Interpretative Can we measure humidity? To create a science 
poem Catch moisture in the rainy season!

Korean Daily 
News for kids 

(13.07.08)

Comprehensive How will be the dew, fog, cloud 
and rain made? To complete dialogues Water drop agglomerate together 

and embroider the sky with dots.

Chosun Daily 
News for kids

(12.12.20)

4-6

Realistic How will the temperature of ground 
and water surface change? To show the graph Oh, why is the sand so hot on 

the beach?

Korean Daily 
News for kids 

(09.09.13)

Interpretative Why does the wind blow? To show something 
in a cartoon

Principle of convection to warm 
the house up

KyungHyang 
Daily News
(10.11.15)

Comprehensive How do we forecast weather through 
weather map? Writing to assert Half of animals and plants are 

disappearing by global warming

Korean Daily 
News for kids 

(13.05.13)

7-9

Realistic How’s weather according to the 
season? Writing to explain So it was hot nowadays

Dong-A Daily 
News for kids

(06.06.06)

Interpretative How will be a weather forecast 
made?

To express in mind 
map 

Meteorological researcher, 
the expert of weather

Korean Daily 
News for kids 

(13.04.11)

Comprehensive Can we review the change of 
weather? Writing as an expert To forecast weather

Korean Daily 
News for kids 

(13.07.05)

Table 2. Topics and types of writing, and paper news information depending on writing steps

또한해당 차시 목표와 글쓰기주제의일치성, 글
쓰기 단계 유형에 따른 기사의 적합성, 글쓰기 안내
문의 적절성, 학습 과정안 등에 대해서는 연구진의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네 차례 수정, 보완하는 과
정을 거침으로써 내용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
구의 수업 전략에 적용한 차시별 글쓰기 주제와 유

형 그리고 신문 기사 정보 등은 Table 2와 같다.

3. 검사 도구

1) 과학탐구능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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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Period Steps Topics Writing types Headline of newspaper articles Source of the 
articles

A variety 
of gas

10-12

Realistic Interesting gas play Writing to classify Materials of the world exist in 
three kinds of states

Chosun Daily 
News for kids

(13.04.23)

Interpretative If force is applied to gas, how 
does the volume of gas change?

Writing to make in-
vention

Air pressure can type on a 
keyboard without finger contact

Dong-A Daily 
News for kids

(11.05.24)

Comprehensive How does the volume of gas 
change depending on temperature?

Writing to find sci-
entific errors

Children in ○○ elementary school 
visit gas corporation

Chosun Daily 
News for kids

(03.11.26)

13-15

Realistic Let’s generate oxygen and inve-
stigate its feature Writing to summarize Proliferation of plankton causes 

red tide phenomenon

Dong-A Daily 
News for kids

(13.07.30)

Interpretative 
Let’s generate carbon dioxide 
and investigate its feature.

To rewrite the lyrics 
of songs

Greenhouse gas, principal offender 
to destroy the marine ecosystem

Dong-A Daily 
News for kids

(12.07.26)

Comprehensive Writing in a diary 
form

Korean Peninsula is getting hotter 
because of greenhouse gas

Chosun Daily 
News for kids

(09.09.06)

16-18

Realistic What kinds of gas is used in our 
life? To show the graph What is air?

Dong-A Daily 
News for kids

(01.08.21)

Interpretative Let’s review learning about many 
gases

To show something 
in a cartoon

Both of environmental disruption 
and global warming stem from 
human’s activity

Dong-A Daily 
News for kids

(13.06.27)

Comprehensive In order to reduce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how should we do? Writing to assert Do we hand 72 days of tropical 

night down to descendants?

Dong-A Daily 
News for kids

(11.05.24)

Table 2. Continued

과학탐구능력 검사지는 Kwon and Kim(1994)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탐구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한 TSPS(Test of 
Science Process Skill) 검사지를 활용하였다. TSPS 
검사지는 객관식 4지 선택형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 항목은 기초탐구과정 요소 15문항과
통합탐구과정 요소 15문항으로 구성된다. 기초탐구
과정 요소는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 등으로, 
통합탐구과정 요소는 자료변환, 자료해석, 변인통
제, 가설설정, 일반화 등의 세부 하위요소로 구분되
며, 기초 혹은 통합탐구과정 요소의 세부 하위 탐
구 요소별로 각각 3개씩의 검사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검사지에 대한 Spearman-Brown의 신뢰도 계
수는 0.68로, 학습자는 총 30문항을 40분 이내에 응
답하도록 하고 있다.

2) 과학적 태도 검사

과학적 태도 검사지는 Kim et al.(1998)이 개발한

초등학생을 위한 정의적 특성 평가 도구를 사용하

였다. 검사지의 세부 항목은 호기심, 개방성, 비판
성, 협동성, 자진성, 끈기성, 창의성 등 7가지로 구
성되며,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이루어진 검사로 총
문항수는 21개이다. 전체 문항 중 긍정적 문항이 18
개, 부정적문항이 3개이며, 검사지의신뢰도는 Cron-
bach α 0.87이다.

3) 과학 학업성취도 검사

과학 학업성취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사전 검

사의 평가 도구는 연구 대상 학생들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6학년 1학기 학업성취도 평가 결
과이며, 사후 검사의 평가 도구는 서울시 교수학습
지원센터의 ‘e-평가 문제은행’에 탑재된 문항들 중
에서 20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사전 검사지는 해당 학교의 6학년 담임교사 2명, 

과학전담 교사, 그리고 수석교사의 협의를 거쳐 출
제한 것으로, 상호 교차 검토와 수정․보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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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6학년 1학기 전

단원을 평가 대상 단원으로 하고 있다. 사후 검사
지는 본 연구의 대상 단원인 6학년 2학기 날씨의
변화, 여러 가지 기체 단원의 핵심적인 학습 목표
에 부합하는 20문항을 문제 은행에서 선별하고, 이
를 초등과학교육 전문가 및 초등학교 교사 3인에게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함으로써 내용타당도를 확
보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과학탐구능력에 미치는 효과

신문 기사를 활용한 과학글쓰기 활동 수업 전략

을 적용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사이에 과학탐구

능력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사후 검사에서 실험 집단은 비교 집단에 비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평균값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통합탐구능력에 대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

Category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t p
M SD M SD

Basic process skill 
Pretest  9.19 2.22 9.22 2.17 －.06 .951

Posttest 10.89 1.58 9.93 1.94  2.00 .051

Integrated process skill 
Pretest  7.63 2.15 6.85 2.91  1.12 .269

Posttest 10.26 2.36 8.19 2.84  2.92** .005

Science process skills(Total)
Pretest 16.82 3.33 16.07 4.61   .677 .501

Posttest 21.15 3.20 18.12 4.06  3.05** .004

**p<.01

Table 3. The t-test results of science process skills

Category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t p
M SD M SD

Data transformation
Pretest 1.56 .75 1.44 1.16   .42 .677

Posttest 2.00 .92 1.44 1.05  2.07* .044

Data interpretation
Pretest 1.81 .83 1.41  .89  1.74 .088

Posttest 2.22 .58 1.78  .70  2.55* .014

Hypothesis formulation 
Pretest 1.59 .89 1.37  .84   .95 .349

Posttest 2.11 .75 1.78  .89  1.49 .143

Variable control
Pretest 1.00 .62 1.04  .71 －.21 .839

Posttest 1.63 .97 1.49  .75   .63 .533

Generalization
Pretest 1.67 .78 1.59  .80   .34 .732

Posttest 2.30 .78 1.70  .95  2.51* .015

*p<.05

Table 4. The detailed t-test results of integrated process skills

났다. 이는 일련의 과학글쓰기 수업이 초등학생들
의 과학탐구능력 신장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Lee 
et al., 2011; Shin et al., 2009)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특히, 과학글쓰기가 기초탐구능력보다는 고차원적
인 통합탐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밝힌 연구 결과들(Seo, 2006; Bae et al., 2009)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기초 및 통합탐구능력에 대한 세부적인 t-검증

결과, 기초탐구능력 요소 중에서는 ‘예상’에 대해서
(t=3.527, p=.001), 통합탐구능력 요소들 중에서는

‘자료변환’과 ‘자료해석’, 그리고 ‘일반화’ 요소의 향
상에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p<.05, Table 
4). 이러한 사실은 신문 기사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
전략에 포함된 다양한 탐구기능 요소에의 노출과

경험이 학습자의 통합탐구능력 향상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신문을 활용하여 자료를 표와 그래

프로 표현하고, 마인드맵이나 만화로 나타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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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글쓰기 활동(예: Fig. 2)은 전형적인 자료 변환
기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학습자는 이러한 활
동을 통해 자료를 재구성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표

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시된 신문 기사를 요약하거나 과
학 오류를 찾아 쓰는 등의 활동은 학습자가 자료

해석 능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 해석은 관찰, 실험, 
조사 등을통해수집한자료를분석하여자료에담겨

진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MEST, 
2010)으로 글쓰기 자료에서 키워드와 핵심적인 개
념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분석적인 이해가 요구되
는 기능 요소이다. 자료 해석에는 자료 변환 과정이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서 두 기능 요소 사이에는 밀

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글쓰기 전략은 이러한 기능 요소들의 개발

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상과 원리를 주장하거나 과학적 오류를 찾기, 

혹은 전문가 입장에서 글쓰기 등의 활동(예: Fig. 3)
은 학습자가 본인의 사고나 과학적 원리를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능력에 도움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화 과정은 구체적인 사례나 검증된 사실로부

Category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t p
M SD M SD

Curiosity
Pretest 10.74 2.07 9.89  2.23 1.46 .151

Posttest 10.70 2.46 9.63  2.20 1.69 .097

Openness
Pretest  9.85 1.77 9.11  1.97 1.45 .152

Posttest 10.15 2.03 9.19  1.39 2.03* .047

Criticism
Pretest  8.81 1.82 8.70  2.27  .20 .843

Posttest  9.15 1.92 8.00  2.04 2.13* .038

Cooperativity
Pretest 10.56 1.76 9.70  2.22 1.56 .124

Posttest 10.44 1.89 9.56  1.67 1.83 .073

Spontaneousness 
Pretest  9.93 2.37 9.37  1.60 1.01 .317

Posttest 10.04 1.53 9.48  1.74 1.25 .219

Perseverance
Pretest 10.00 1.92 9.22  1.65 1.60 .116

Posttest 10.26 2.40 8.81  2.43 2.20* .032

Creativity
Pretest  9.15 2.43 8.41  2.39 1.13 .264

Posttest  9.44 2.24 8.59  2.12 1.44 .157

Scientific attitude(Total)
Pretest 69.04 11.02 64.41 11.07 1.54 .130

Posttest 70.19 11.97 63.26 11.71 2.15* .036

*p<.05

Table 5. The t-test results of scientific attitude

터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제

시된 자료들의 의미와 시사점을 종합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종합적 글쓰기에 해당
되는 글쓰기 활동의 예는 대부분 과학 지식의 습득

과 더불어 지능적 성숙을 요구하는 성격을 내포하

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의 글쓰기를 통해 학습

자는 실질적으로 일반화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Bae et al.(2009)은 글쓰기와 과학탐구능력

과의 관계성에 대해 과학글쓰기 훈련을 통해 과학

탐구능력을 효과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탐구

능력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탐구기능을 향상시키

는 맞춤형 글쓰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신문 기사의 활용은 이러한 관점의 요구

에도 충실히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
신문 기사를 활용한 과학글쓰기 활동 수업 전략

을 적용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사이에 과학적

태도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실험 집단은 비교 집단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유

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보였으며(p<.05), 과학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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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하위 요소들 중에서는 개방성, 비판성, 끈기성
등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글쓰기가 초등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선행 연구들

(Koo & Park, 2010; Kwak et al., 2009; Park & Kwon, 
2008)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본 연구를 통한
과학글쓰기 수업 전략이 학습자로 하여금 과학탐

구능력뿐만 아니라, 과학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
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과학적 태도의 함양에 효
과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개방성은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며, 논의를 통해 다른 의견도
수용하는 태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는 교
과서 밖 낯선 자료인 신문 기사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고,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되, 글쓰기 과정에서 본
인의 주장이 신문 자료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 밝혀진 근거에
따라 기존의 것들이 언제든 번복될 수 있다는 사실

을 받아들이면서 높은 개방성을 가지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사 자료를 정확히 해석하고, 필요하면 오

류를 피해서 올바른 과학적 개념과 원리를 포함하

는 글을 써야 하며,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주
장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기사 자료를 비

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키울 수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결과는 글쓰기가 사고력
개발의 주된 수단으로, 분석력이나 비판력과 같은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개발할 수 있으며(Lee & Lee, 
2010; Lee, 2002), 글쓰기를 통한 학습자 사이의 상
호작용이비판적사고를향상시킨다는주장(Anderson 
et al., 2001)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개
방성과 비판성의 함양은 과학글쓰기 프로그램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과제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높
은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 있게 하며(Shin et al., 
2013), 궁극적으로는 과학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점(Ham, 2009)에서 중
요하다.

Category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t p
M SD M SD

Academic achievement
Pretest 13.00 4.17 12.89 5.03 .09 .930

Posttest 13.44 3.47 12.59 4.23 .81 .422

Table 6. The t-test result of academic achievement for science

한편, 끈기성은 쉽게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
어진 일을 이어나가는 특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의 글쓰기 전략은 신문 기사 읽기, 기사의 내용이
나 논점 파악하기, 글쓰기의 방향을 구상하고 결정
하기, 그리고 지시문의 의도에 부합하는 실제적인
글쓰기 활동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매 차시 반복

해야만 비로소 마무리된다. 따라서 단계별 절차를
빠짐없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의
반복은 중단없이 제시된 절차에 따라 글쓰기를 마

무리할 수 있는 끈기성 함양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 과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신문 기사를 활용한 과학글쓰기 활동 수업 전략

을 적용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사이에 과학 학

업성취도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는 Table 6과 같
다. 사후 검사에서 두 집단은 유의미한 평균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의 수업

전략이 과학적 개념의 습득에는 효과적이지 않았

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많은 선행 연구들(Lee, 2009; Moon & Shin, 2012; 

Nam et al., 2008)에서 과학글쓰기 수업이 학습자의
과학 개념 형성, 과학적 사고력 증진, 과학 학업성
취도 향상 등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일치하지 않았다. 앞선 연
구들에서는 글쓰기 과정 중에 활발한 의견 교환이

나 논의를 통해 애매했던 과학 개념들을 명확히 하

고, 정교화 할 수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음으로써

(Rivard, 1994) 학습자의 과학 개념에 대한 이해 능
력이나 성취도 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본 글쓰기 수업 전략에서는 글쓰기 기반의

매체로서 적절한 신문 기사 자료의 발굴과 이를 활

용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둔 관계로, 논의나 피드백
을 통해 과학 개념을 정확히 이해시키고자 하는 측

면에서는 다소 미흡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추후 수업 전략을 설계하는 경우, 과학글

쓰기 자료 확보라는 측면 외에도 학습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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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기사에 가려져 있는 과학적 개념과 원리를 명

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의에 기반하고, 상호소
통을 강조하는 기술적인 방법론을 연계하는 방법

을 고민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각에서는 과학글쓰기 수업의 확대가 과학적

사고력 향상과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기보다는

오히려 과학적 개념의 습득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과학적 논의에서 소양 있는 참여자가 되는 것을 방

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학글쓰기 방법을 적용 받은 실험 집단의 개념 습

득 능력이 비교 집단에 비해서 적어도 떨어지지는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수
업의 각 단계에서 기존의 수업 활동을 과학글쓰기

중심의 활동으로 대체해 나가도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4. 학습자에 대한 면담 결과

학습자와의 인터뷰에서 신문 자료를 활용한 수

업 전략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우선 학습자
는 신문 기사의 제시가 글쓰기 활동에 안내자 역할

을 함으로써 글쓰기를 쉽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면담 결과는 신문이 학교에서 다양한
중요 사항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료로서의 가치

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서와 작문 능력을
향상시켜주는텍스트로서의가치가있다는 DeRoche 
(1991)의 주장과 상통한다.
신문에 대한 경험은 신문이라는 매체가 가진 특

성으로 인해 읽기가 가장 주된 활동이며(Kim, 2012), 
신문의 기사 내용이 교과서적인 과학적 개념과 원

리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개념과 관련하

여 일상생활 주변의 사실과 정보를 읽기 자료로 제

공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학습자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일상생활과 관련지어 신

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신
문 기사를 통해 교과 시간에 접하지 않았던 새로운

과학적 경험을 추가하고, 과학과 관련된 상식을 넓
힐 수 있었음을 진술하고 있다. 다음은 학습자와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다.

그 전에 글쓰기 할 때는 읽기 자료 없이 해야 하니까 힘

들었는데, 이번에 한 글쓰기는 신문 자료를 활용해서 하

니까 좀 더 이해하기 편하고 쉽게 글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학생 A).

평상시에 잘 읽지 않던 신문과 친해질 수 있어서 도움이 

된 것 같고, 신문을 사용하면서 생활 속의 새로운 과학 

상식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학생 B).

선생님이 알려주신 내용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없는 새

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수업 시간이 기대가 되었고

요. 이제는 수업이 끝나면 관계있는 신문 자료들을 찾아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학생 C).

한편, 세 단계에 걸친 글쓰기 활동에 대한 생각
을 물어본 결과, 많은 학습자들이 이해적 글쓰기

단계에 대해 가장 흥미로워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해적 글쓰기는 주로 통합적 탐구능력 중
자료변환 능력과 관계가 깊은 단계로, 학습자는 기
사를 다른 형태의 자료로 변환하기 전에 기사의 내

용과 의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고정적인 틀에 매이지 않
으면서 본인들이 선호하는 방식, 예를 들어 만화나
동시, 마인드맵 등과 같은 자유로운 형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단계에 비해 비교적 높은 흥
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적 글쓰기는 기사 자료에 제시된 과학적 현

상과 사실 관계 파악에 주안점을 둔 단계라는 점에

서 비교적 쉽고 글쓰기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목적

은 달성이 가능하지만, 과학적 사고가 학습자의 내
면에 깊이 자리잡기 어렵기 때문에 개념의 확장에

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이해적 글쓰기는 사고
의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과학적 경험
을 한층 깊게 만들어주며, 연이어 종합적 글쓰기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학습자와의 인터뷰 결과는 이러한 관점
에서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해적 글쓰기는 신문 기사를 한 번 더 읽어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대류상자 수업은 기사

를 읽으면서 대류의 원리를 잘 이해하게 된 것 같고, 만

화로 나타내면서 그 과정이 제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어

서 기억에 남아요(학생 B).

이해적 글쓰기 중에서 만화로 표현하기는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으면서도 과학에 대해 생각하고, 공

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학생 D).

습도에 대한 수업이었는데 과학 동시로 표현하는 글

쓰기가 기억에 남아요. 장마철에 습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동시로 표현하라고 해서 힘들 거라

고 생각했는데, 막상 글을 써보니 해 볼만 했었어요

(학생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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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자료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 전략의 효과성

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과학과 일상생활과의

관련성을 체득함으로써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과학 지식과 개념을 확장하고, 발전시키기에 용이
하였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었다.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진로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
었다라고 하거나, 앞으로 닥칠 지구 환경의 위기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경우도 있어서 다양한 측면에

서 학습자의 인식 전환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된다.

신문 자료를 통해서 과학과 우리 생활과는 밀접한 관련

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과학과 좀 더 친해질 

수 있었고, 과학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아

요(학생 A).

제 장래희망이 아나운서인데, 직접 신문 자료를 작성해

서 기상예보를 해보니까 제 꿈에 다가설 수 있어서 좋았

어요(학생 C).

일기 형식으로 글쓰기를 하는 것에서 6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무섭기도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지구 온난화

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 D).

IV. 결론 및 제언

2009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과학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을 위해 강조하고 있는 과학

글쓰기 방법론의 하나로, 일상생활의 과학 관련 소
재와 내용을 비교적 객관적이고 간결한 형태로 제

시하고 있는 신문 기사를 활용한 수업 전략을 개발

하였다. 수업 전략에서 적용한 글쓰기 활동의 단계
는 사실적, 이해적, 종합적 글쓰기 등의 3단계로 구
성된다. 
우선 사실적 글쓰기는 신문 기사가 포함하고 있

는 사실에 기초하여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찾아내

는 단계이며, 이해적 글쓰기는 신문 기사 속의 과
학적이고 사실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자연 현상이

나 문제 상황을 이해하는 단계이다. 또한 종합적

글쓰기는 과학적 개념과 사고를 명료화하고, 이를
정교화하여 새로운 내용을 재구성하는 단계로 정

의될 수 있다. 이러한 과학글쓰기 전략을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총 18차시에 걸쳐 수업에 적용한
후,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 기사를 활용한 과학글쓰기 수업 전략
은 초등학생들의 과학탐구능력 함양에 효과적이며, 
기초탐구능력보다는 통합탐구능력의 향상에 도움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문 기사를 다른
형태의 자료로 변환하거나, 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과학적 원리와 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요구

하며, 이를 재구성하고 종합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
하는 수업전략의 특성으로 인해 ‘자료 변환’, ‘자료
해석’, ‘일반화’ 등과 같은 통합탐구능력 요소의 함
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초등학
교 고학년의 경우에는 저학년보다는 통합탐구과정

요소를 좀더 계발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
한 관점에서 볼 때 신문 기사를 활용한 과학글쓰기

수업 전략은 고학년 초등학생들의 통합탐구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

으리라 기대된다.
둘째, 신문 기사를 활용한 과학글쓰기 수업 전략

은 초등학생들의 과학적 태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며, 특히 과학적 태도의 하위 요소 중 개방
성, 비판성, 끈기성 등의 발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기사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은 기사
를 통해 수많은 과학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개방성을

길러주며,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조리있게 표현하
고, 내면화하는 글쓰기 기회의 제공을 통해 비판적
시각을 키워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쓰기 과정에
서 요구하는 단계별 절차를 꼼꼼히 수행하는 과정

을 통해 학습자의 끈기성도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신문 기사를 활용한 과학글쓰기 수업 전략

은 초등학생들의 과학 개념 및 학업성취도 향상에

는 크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과학글쓰기 수업에 적합한 읽기 자료의 개발도 중

요하지만, 글쓰기 과정에서 학습자간 혹은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소통과 논의를 통해 신문 기사에

실린 과학적 개념과 원리에 대한 명시적인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론을 연계할 필요

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넷째, 학습자에 대한 면담 결과, 본 수업 전략 중

이해적 글쓰기가 가장 흥미로운 단계인 것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글쓰기 과정에서 신문 자료는 글쓰
기를 수월하게 해주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며, 또한 학습자는 신문 자료를 통해 과학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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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배우지 않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과학적 경험

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글쓰기에 대한

인식 연구(Song et al., 2011)에서 교사들은 과학글
쓰기의 정의를 과학 지식이나 탐구 방법을 활용한

글쓰기로 국한하며, 과학 교과에서 글쓰기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과학글쓰기에 대한 생소

함과 지도 방법의 부재를 주된 이유로 들고 있는데, 
따라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익숙하

게 접하고 있는 신문 자료를 글쓰기 자료로 활용하

게 되면 교사와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과학글쓰기에

대한 낯가림을 상당부분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과학글쓰기 지도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 준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학글쓰기의 효과성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성향, 학습의 목적 및 영역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 방법을 구안하는 것이

필요한데(Shin et al., 2009), 본 연구의 결과로 보면
신문기사 자료의 활용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

는 방법으로서의 매력이 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앞으로 초등학생들의 인지 능력과 수준, 흥
미 그리고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기사 자료

의 선정과 개발을 통해 글쓰기 방법과 유형을 발전

시켜 나가고, 이를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글쓰기

구성이나 방식과 연계하여 개선점을 반영해 나가

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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