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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Science Writing Heuristic Class on ‘Seasonal Change’ on 
Science Learning Motivation and Scientific Attitu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im Soon-shik*· Lee Yong Seob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cience writing heuristic class on ‘seasonal 

change’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ience learning motivation and scientific attitude. In order to carry 

out this study, 49 students from 6 grade of elementary school in P metropolitan city were selected and 24 

students in one class were selected as experimental group and 25 students in the other class were selected 

as the comparative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was taught science writing heuristic in 10 times classes 

related to the ‘seasonal change’ and the general classes related to the ‘seasonal change’ were conducted 

in the comparative group.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science writing heuristic class about ‘seasonal change’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ience learning motivation for science class. This i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ents being 

more familiar with their science class through science writing heuristic class. Second, the science writing 

heuristic class about ‘seasonal changes’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ientific attitude. This is because the science writing heuristic class offer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 

opportunity to combine their experiences in daily life with the contents of the class.  Third, students'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interest in the science writing heuristic class applied in this study were high. 

Therefore, it seems to be effective if the science writing heuristic class is used for science clas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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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일선 교실 장에서는 학습내용을 학습자

의 경험과 련시켜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데 많은 

심을 기울이고 있다. 학습자에게 있어서 좋은 수

업은 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좋은 

수업이란 학습자에게 체험 , 실제 , 총체 , 력

, 도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능동

인 지식 구성 활동을 지원하며(Zemelman et al., 

1998), 학습자의 지 ․정서  만족과 발달을 이끌

어주고 구성원간의 활발한 소통이 강조되는 수업

(박민정, 2008)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의 교실 장에서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좋은 수업을 구 하기 해서 수업에 한 지속

인 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는 인 인 인성을 갖

춘 민주시민이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는데 필수  

교과이며, 특히 과학은 자라나는 미래 세 들이 합

리 이고 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민주 시민

으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데 있어서 요하기 

때문에 과학  사고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다(손정우, 2006). 이러한 과학수업을 설계

할 때 과학을 구성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

지식, 탐구, 과학 련 태도가 등학교 과학수업에  

균형 있게 배양될 수 있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 꾸 히 제기 되고 있는 우리나라 과학

수업의 문제  의 하나가 과학수업이 인지  

역에 편 되어 상 으로 과학 련 태도나 탐구능

력의 향상에 소홀하고 있다는 것이다(송 욱과 김

범기, 2010). 이처럼 지식 심의 과학교육은 과학 성

취도에 비해 과학에 한 흥미도가 상 으로 낮

게 나타나는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문제 을 개선해 

나가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 등학교 과학수업에서 과학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의  역의 성장도 함께 가져올 수 있

는 과학수업의 구안과 용을 한 노력은 큰 의미

가 있다고 생각된다(이상균, 2017; 강지나와 이형철, 

2016; 이용섭과 김순식, 2016).

최근에는 학생들의 정의 역의 성장에도 많은 

심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학생들의 정의  역

의 성장을 진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수업에 한 

연구도 많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한 수업 방안의 하

나인 과학 쓰기는 최근 학생들로 하여  과학에 

한 정 인 태도를 형성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해 학교 장에서 많이 수행되고 있는 수업 방안

이다(김형자 외, 2012). 특히 인  성장을 추구하

는 등학생들의 과학교육목표를 고려해 볼 때 지

·정의  역의 성장을 함께 조장할 수 있는 과학

쓰기는 등학교 과학수업에 잘 부합된다. 

과학 쓰기는 논리  사고력과 창의  사고력이 

요구된다는 , 과학 쓰기의 사고 내용은 자연 

상에 을 두고 있다는 에서 일반 인 쓰기 

활동과는 성격이나 내용에서 차이가 있으며(천재훈

과 손정우, 2004), 과학 쓰기를 통하여 학생들은 

스스로 의미를 구성한 과학 지식과 지식의 구성 과

정을 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쓰기 과정을 통

하여 기존의 지식 외에 새로운 지식을 구성할 수 있

는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된다(Prain, 2006). 

최근 들어서 과학 쓰기가 보다 더 강조되고 있

는 이유는 과학 쓰기를 통해서 학생들의 과학  

소양을 진작시켜 뿐만 아니라 과학과 련된 정

의  특성 변화도 함께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남

경운 외, 2004; 손진순 외, 2012; Keys, 1999). 한 

과학학습을 한 쓰기 활동은 반성  사고를 기

반으로 한 지식의 재구성  사회  이슈의 쟁 화

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Prain, 2006; Yore et al, 2004; 

Wellington & Osborne, 2001).

과학학습에서 쓰기는 자신의 경험, 사고, 감정

을 의미 단 로 표상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

여 체계 으로 조직화하는 과정이며, 문제해결과정

을 거치는 창의  사고기능이라 볼 수 있으므로 

쓰기활동 자체가 창의 인 활동에 해당된다(천재훈

과 손정우, 2004; David, 2008). 뿐만 아니라 과학

쓰기는 자신의 경험, 생각과 감정 등을 표 하는 과

정에서 자신의 사고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에 한 오류

를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다(천

재훈, 2006).

학생들은 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

어, 문제해결 략, 느낌 등을 타인 는 자신과 끊

임없이 의사소통하면서 효과 인 문제해결 략과 

추론을 발 시켜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극

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김보 과 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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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2003), 쓰기가 여러 교과의 수업에서 교수 학

습 방법의 효율 인 도구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

정이다(신우미, 2011; 이재승, 2002).

등학교 과학의 계 변화 단원은 학습자의 일상

경험과 인지  능력이 함께 발휘되어야 수업의 효

과를 높일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생들

은 계 변화와 련하여 많은 오개념을 가지고 있

다(정홍식, 2005; 김성주, 2002; 고경만, 2000; 하옥

선, 1999). 계 의 변화에 해서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오개념이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서 오개념이 

지속 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

이 계 의 변화와 련된 핵심 인 과학 원리를 내

면화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다.

채동 (1992)의 연구에 의하면 계 의 변화 단원

이 끝난 후 치른 시험에서 부분의 학생들이 ‘지구

의 자 축이 기울어진 채 공 하기 때문에’라고 답

을 지만 구체 으로 왜 그 게 생각하는가를 질

문하면 학생들이 답하지 못한다고 하 다. 이것은 

비교사나 교사들에게도 해당되었다(채동  외, 

2003). 이러한 결과는 여러 원인에 기인될 수 있지

만 과학 시간에 배우는 지식이 체계화된 사고과정

이나 학습자 심의 탐구과정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고, 단순히 정답만을 구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

에 학생들이 계 변화의 수업을 마친 후에도 핵심

 원리를 구체 으로 잘 설명하지 못하는 면이 있

다(한제 , 2013). 이것은 과학 지식이 본질 으로 

학습자들의 체계화된 사고과정과 학생 심의 탐구 

결과로 획득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 다. 이러

한 측면에서 볼 때 학습자들의 경험과 과학  원리 

그리고 공간·지각능력이 함께 요구되는 ‘계  변화’

단원에 한 수업은 보다 더 구체 이고 학생 심

의 탐구  수업방안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계  변화’ 단원의 수업은 학습자들의 보

다 심층 인 사고과정과 탐구력이 요구된다는 을 

감안하여 본 단원의 수업에 탐구  과학 쓰기 수

업을 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 변화’에 한 탐구  과학 쓰기 수업

이 등학생들의 과학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계 변화’에 한 탐구  과학 쓰기 수업

이 등학생들의 과학  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어

떠한가?

셋째, ‘계 변화’에 한 탐구  과학 쓰기 수업

에 한 학생들의 인식(만족도, 참여도, 흥미도)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P 역시 소재 M 등학교 6학년 50명

을 상으로 실시하 다. 6학년 한 개 반 24명을 연

구집단,  다른 한 개 반 25명을 비교집단으로 선

정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우선 연구집단과 비교집

단간의 과학 학습동기와 과학  태도 역에서 동

질집단 여부를 알아보기 하여 사  과학 학습동

기, 사  과학  태도 검사를 실시한 후 각각의 

수에 한 독립표본 -검정을 실시하 으며, 그 결

과는 각각 Table 1, Table 2와 같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  과학 학습동기 

검사 수에 한 사  -검정 결과, = .189이고,   

=.879로 나타나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과학 학습동기에 있어

서 두 집단은 동질집단임이 확인되었다.

Group N M SD t p
Experime

ntal 24 3.13 .89
.189 .879

Control 25 3.20 1.04

Table 1. Pre-test for science learning motivation

한,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  과학  태

도 수의 사  -검정 결과  = .367이고, =.717로 

나타나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Group N M SD t p
Experime

ntal 24 3.09 .88
.367 .717

Control 25 3.18 .96

Table 2. Pre-test for scientific attitude

이로써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은 과학 학습동기, 

과학  태도에 있어서 동질집단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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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설계

본 연구의 수행을 하여 Fig. 1과 같이 연구를 

설계하 다.

G1      O1    X1      O2

G2      O3    X2      O4

G1 : 실험집단

G2 : 비교집단

O1 : 실험집단 사전검사 (과학 학습동기, 과학적 태도)

O3 : 연구집단 사전검사 (과학 학습동기, 과학적 태도)

X1 : 탐구적 과학글쓰기 수업

X2 : 교육과정에 의거한 일반적 수업

O2 : 실험집단 사후검사 (과학 학습동기, 과학적 태도, 수업에 

대한 인식)

O4 : 비교집단 사후검사 (과학 학습동기, 과학적 태도)

Fig. 1. experimental design.

3. 검사 도구

가. 과학 학습 동기 검사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과학 학습동기 검사지는 

Keller와 Subhiyah(1987)의 ‘The Course Interest 

Survey’ 문항을 오정임(2004)이 번안하여 사용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오정임(2004)의 연구에서 사용

된 과학 학습 동기 검사지를 등학교 수 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Likert 5  척도로 작성했으

며, 총 30문항으로 주의집  7문항, 련성 9문항, 

자신감 8문항, 만족감 6문항으로 4개의 하  요소로 

나 어진다. ‘매우 그 다’를 5 , ‘그 다’를 4 , 

‘보통이다’를 3 , ‘그 지 않다’를 2 , ‘  그

지 않다’를 1 으로 계산하 다. 한 문항 당 최  5

이고 총 문항수가 30문항이다. 총 만 은 150 이

지만 Likert 5  척도 검사지의 특징을 살려 학생들

의 총 수를 문항수로 나 어서 실제 만 은 5 으

로 하 다. 본 연구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학생들

을 상으로 조사한 과학 학습 동기 검사지에 한 

사   사후검사 신뢰도(Cronbach α)는 .087과 .091

로 각각 나타났다. 학습 동기 검사지의 구성은 Table 

3과 같다.

나. 과학적 태도 검사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학  태도 검사 도구는 김

효남 등(1998)이 개발한 등학생을 한 과학  태

도 검사지를 사용하 다. 이 검사지는 총 21문항으

로 정 인 문항 18개와 부정 인 문항 3개로 이루

어져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매우 그 다’를 5 , ‘그 다’를 4 , ‘보통이

다’를 3 , ‘그 지 않다’를 2 , ‘  그 지 않다’

를 1 으로 계산하 다. 과학  태도검사의  만 은 

105 이지만 Likert 5  척도 검사지의 특징을 고려

하여 학생들의 총 을 문항수로 나 어서 5  만

으로 하 다. 과학  태도 검사지의 구성은 Table 4

와 같다. 

하  요소 문항번호 배

호기심 1,8,5 15

개방성 2,9,16＊ 15

비 성 3,10,17 15

동성 4,11,18 15

자진성 5＊,12,9 15

끈기성 6,13＊,20 15

창의성 7,14,21 15

체 21(문항 수) 105

(＊부정문항)

Table 4. Scientific attitude questionnaire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과학  태도검사지의 신뢰도

(Cronbach α)는 .909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것

이며, 검사지의 항목은 호기심, 개방성, 비 성, 

동성, 자진성, 끈기성, 창의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상으로 실시

한 과학  태도 체 문항에 한 사   사후 검

사 신뢰도는 .86과 .87로 각각 나타났다. 

하  요소 문항번호 배

주의력 3＊,5,10,14,19,23＊,26 35

련성 1,4,8＊,13,18,20,21,22＊,25 45

자신감 2,6＊,7＊,9,11＊,16＊,24,27 40

만족감 12,15,17,28＊,29,30 30

체 30(문항 수) 150

(＊ 부정문항)

Table 3. Learning motivation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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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탐구적 과학글쓰기 수업에 대한 인식 검사지

계 변화에 한 탐구  과학 쓰기 수업에 한 

인식 검사지는 본 수업에 참가한 연구집단 학생들

의 수업의 만족도, 흥미도, 참여도의 세 가지 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생각을 구체 으로 

작성할 수 있는 반 개방  질문지로 구성하 다.

4. 탐구적 과학글쓰기 수업 단계

등과학에서 계 변화 단원은 학습자들이 일상

으로 경험하는 내용을 다룬다는 면에서 학생들에

게 친근한 단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단원

은 일상 으로 경험하는 결과가 구체 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

요한 단원이기도 하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계 변화

의 이유는 설명할 수 있는데 학습자가 밝히고 있는 

정답이 어떤 과정과 원리에 연유하는지에 한 가

역  질문에 해서는 많은 학습자들이 제 로 설

명하지 못한다. 이것은 형 으로 탐구의 과정을 

거쳐 과학지식을 획득한다는 오늘날 등과학 수업

의 일반 인 경향에 크게 벗어난 사례라고 볼 수 있

다. 그만큼 다른 등학교 과학단원에 비해서 본 계

변화 단원은 지 의 수업형태만으로는 계 변화

가 일어나는 원인들을 계 이고 입체 으로 다루

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수업의 

기본 형태는 수업의 단계마다 학생들이 탐구  과

학 쓰기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탐구  

과학 쓰기(Science Writing Heuristic, SWH)는 각 단

계마다 동료들과 지속 으로 논의와 쓰기를 하면

서 자신의 생각을 표 하고 정리할 수 있게 되므로 

스스로 과학  지식을 구성하고 의미를 생성시키게 

된다(Kelly & Takao, 2002). 본 연구에서 용한 탐

구  과학 쓰기 수업의 단계와 내용은 남정희 외

(2008)가 개발한 탐구  과학 쓰기 수업의 단계와 

내용을 용하 다. Table 5는 남정희 등(2008)이 개

발한 탐구  과학 쓰기 수업(SWH)의 단계와 내용

을 나타낸 것이다.

가. 의문 만들기 단계

의문 만들기 단계에서는 매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무엇을 탐구할 것인지 해서 자신의 생각을 기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계 변화와 련된 차시

의 수업주제와 련 있다. 교사는 수업을 진행하면

서 학생들에게 수업과 련하여 어떤 의문을 가지

고 있는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탐구  과학

쓰기 노트에 기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실험 단계

이 단계에서는 수업의 주제와 련하여 실험을 

직  수행하는 단계로 실험을 실제로 수행하고 실

험이 끝난 후 학생들은 실험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

는지를 쓰기를 통해서 정리한다. 교과서와 다르

게 실험하는 경우도 여건이 허락하면 수용한다.

다. 관찰 단계

찰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시험을 수행하는 과정

과 실험의 결과에 해서 자신이 경험하고 찰한 

사항을 기록하는 단계이다. 가  찰한 모든 사

실을 기록하도록 한다.

라. 주장과 근거 단계

주장과 근거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실험의 결과를 

단계 내용

1. 의문 만들기
교사가 교수목표에 따른 문제 상황을 문장이나 그림으로 제시하면 학생들이 개별 의문을 만들
고 조별 논의를 통해 조별 의문을 만들어 체 논의 후 학 의 의문을 형성

2. 실험 만들어진 의문을 해결하기 해 조별 논의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실험을 설계한 후 수행

3. 찰 실험 후 개별로 찰 결과를 쓰고 실험결과에 나온 데이터를 그래 나 표로 변형시키거나 해석

4. 주장과 근거
실험 결과의 해석을 바탕으로 주장과 근거를 제시. 개별 주장과 근거를 형성하고 조별 논의를 
통해 조별 주장과 증거를 형성한 다음 체 토론을 통해 주장과 증거의 타당성을 스스로 단

5. 읽기 교과서나 참고서, 인터넷 등의 문 인 자료를 통해 얻은 정보를 자신의 생각과 통합

6. 반성 자신의 생각이 수업 과정에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생각해 보는 과정

Table 5. SWH steps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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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어떤 주장을 펼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쓰기 단계에서 학생들의 정리된 생각이 펼쳐지는 

단계이다. 한 나의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것을 기

록하는 것이다. 본 단계에서 자신이 작성한 쓰기 

내용과 다른 사람의 내용을 서로 비교해 보는 기회

도 갖도록 한다.

마. 읽기 단계

읽기 단계는 이  단계까지 작성한 자신의 을 

분석하고 지 까지 연구된 정보나 개념을 탐색하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정보와 연결시키는 단계이다. 

학습자들의 변화된 생각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다

양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바. 반성 단계

반성 단계는 수업을 시작할 때의 생각과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가지게 된 생각과의 차이 을 기록하

는 단계이다. 특히 반성단계에서는 새롭게 얻은 개

념과 정보를 이 의 것과 비교해 보도록 권장하고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

구하도록 한다.

5. 탐구적 글쓰기 수업의 주제

본 연구에 용된 10차시 수업의 주제는 등과

학 6학년 과정의 계 의 변화 단원의 10차시 수업이

다. 행 교육과정에서는 ‘계 의 변화’단원은 체 

11차시로 구성되어 있지만, 마지막 11차시는 단원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것을 빼고 10차시에 해서 탐

구  과학 쓰기 수업을 실시하 다. Table 6은 본 

연구에서 수행된 수업의 주제를 나타낸 것이다.

 

차시 차시별 수업의 주제

1 계 에 따라 달라진 모습 찾아보기

2
하루 동안의 태양 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 
측정하기

3 태양 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과의 계

4 계 에 따라 태양의 남 고도 변화

5 계 에 따른 낮의 길이 변화

6 계 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

7-8 계 이 변화는 까닭

9-10 태양 고도와 방 를 고려한 집 디자인하기

Table 6. Class topics

6. 탐구적 과학글쓰기 수업의 운영

Table 7은 탐구  과학 쓰기 수업의 단계와 시간 

배당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단계 시간 학습자 주요활동

1. 의문 만들기 5분 알고 싶고 의문  쓰기

2. 실험 10분 실험 내용 쓰기

3. 찰 5분 찰내용 쓰기

4. 주장과 근거 10분 자신의 주장 쓰기  발표

5 읽기 5분 다른 사람과 의견 교환하기

6 반성 5분 변화된 생각 발표

Table 7. SWH steps & time allocation

한 학생들에게 수업의 단계에 따라서 과학 

쓰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학생들은 배당된 

시간에 수업을 받으면서 탐구  과학 쓰기(SWH) 

활동을 수행한다.  Fig. 2는 본 연구의 실험집단에서 

사용한 탐구  과학 쓰기 노트 양식을 나타낸 것

이고 Fig. 3은 본 실험집단 학생이 10차시  5차시 

수업 내용에 하여 탐구  과학 쓰기를 시행한 

결과를 시로 나타낸 것이다.

Fig. 2 Science writing heuristic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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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ience writing heuristic actual result

7.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IBM SPSS Statistics 

23 로그램으로 자료를 처리하 다. 사  독립표본 

-검정에서 두 집단이 과학 학습동기  과학  태

도에서 동질집단으로 검정되었으므로 사후 검사도 

독립표본 -검정을 실시하여 효과를 진단하 다. 진

단기 은 유의수  .05에서 결과를 처리하 다.

Ⅲ. 연구 결과

계 변화에 한 탐구  과학 쓰기 수업이 등

학생들의 과학 학습 동기, 과학  태도에 미치는 효

과를 알아보기 해서 양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

과와 논의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1. 과학 학습 동기

계 변화에 한 탐구  과학 쓰기 수업이 과학 

학습 동기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서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 과학 학습 동기 수에 

해서 독립표본 -검정을 실시하 다. Table 8은 과학 

학습 동기 수에 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

후 독립표본 -검정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Group N M SD t p
Experime

ntal 24 3.90 .97
2.655 .022*

Control 25 3.21 .89
＊<.05

Table 8. Post-test for science class motivation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별로 과학 학습 

동기를 측정하기 해 5  리커드 척도로 실시한 사

후검사 수의 평균과 표 편차를 살펴보면, 연구집

단의 사후평균은 3.90, 표 편차 .97이었으며, 비교

집단의 사후평균은 3.21, 표 편차 .89이었다. 사후 

과학 학습 동기 수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

과 =2.655, =.022으로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계 변화에 

한 탐구  과학 쓰기 수업이 등학생들의 과학 

학습 동기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오 숙(2011), 강연경(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오 숙(2011)은 과학 쓰기가 등학생의 과학 

학습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과학 쓰기가 

등학생 과학 과목의 학습동기 향상에 의미 있는 

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그 원인으로는 과학 쓰기 

활동이 단편  지식이 아닌 더욱 깊이 생각하고 성

실하게 수업에 임하는 자세를 길러주며 과학에 

한 심과 흥미를 증진시켜 과학을 가치 있는 것으

로 생각하며 과학 수업에 한 기 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연경(2012)은 탐구  과학 쓰기 수업이 등

학생의 화석에 한 개념 형성  과학 학습 동기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결과 탐구  과학 쓰기 수

업이 등학생들의 과학 학습 동기 향상에 유의미

한 효과를 미친다고 하 다. 이에 한 분석으로 탐

구  과학 쓰기 수업이 학생들이 직  학습 목표

의 의문을 만들고 스스로 실험을 계획하는 등의 자

기 주도  학습을 통해 과학에 한 정 인 자아  

효능감을 높여주었기 때문이며 한 탐구  과학

쓰기 수업이 각 단계마다 동료들과 지속 으로 논

의와 쓰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 하고 정

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므로 학습 략  과

학에 한 가치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도 정 인 

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 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분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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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쓰기 수업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자기 효능

감, 사고력을 높이고 학습 내용을 자신의 경험으로 

표 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

에 과학 수업 동기 향상에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2. 과학적 태도

계 변화에 한 탐구  과학 쓰기 수업이 과학

 태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서 실험집

단과 비교집단의 사후 과학  태도 수에 한 독

립표본 -검정을 실시하 다. Table 9는 과학  태도

수에 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 독립표본 

-검정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Group N M SD t p
Experime

ntal 24 3.91 .84
2.587 .018*

Control 25 3.39 .80
＊<.05

Table 9. Post-test for scientific attitude

Tabl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별로 학생들의 

과학  태도를 측정하기 해 5  리커드 척도 방식

으로 실시한 사후검사 수의 평균과 표 편차를 

살펴보면, 연구집단의 사후평균은 3.91, 표 편차는 

.84 으며, 비교집단의 사후평균은 3.39, 표 편차 

.80이었다. 

사후 과학  태도 수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

한 결과 =2.587, p=.018로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계 변화에 

한 탐구  과학 쓰기 수업이 등학생들의 과학

 태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과학 쓰기가 등학교 학생들

의 과학  태도에 미치는 향에 해서 연구를 수

행한 김가은(2017), 김은혜(2017),  문 경과 정 란

(2012), 오 숙(2011), 장 정(2010), 이수 (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김가은(2017)은 친환경 교육 로그램을 활용한 

과학 쓰기 수업이 등학생의 환경소양  과학 

련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에서 과학

쓰기 수업이 등학생들의 과학 련 태도의 향상

에 유의미한 향을 끼친다고 하 다. 

김은혜(2017)는 등과학 수업에서 과학교과 핵

심역량 요소를 기반으로 한 과학 쓰기 활동의 

용 효과를 연구한 결과 과학 쓰기 활동은 등학

생들의 과학  태도에 정 인 변화가 생겼다고 

하 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 쓰기가 학생들의 호

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하 다. 

문 경과 정 란(2012)은 등학교 2학년 슬기로

운 생활에서 창의  과학 쓰기 로그램이 창의성

과 과학  태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과

학 쓰기 로그램이 등학생들의 과학  태도를 

향상시키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것은 

학생들이 과학 쓰기를 수행하는 동안 다양한 사고

를 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사물과 상을 바라보

고 비 으로 사고하려는 태도를 습득하 기 때문

이라고 했다. 

오 숙(2011)은 과학 쓰기가 등학생 과학과목

의 과학  태도에 의미 있는 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것은 새롭게 배운 과학 개념이나 원리를 자신의 

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이해도가 증가하고 어려움

과 두려움은 감소해 과학에 한 태도에 정 인 

향을  것으로 보았다.

장 정(2010)은 탐구  과학 쓰기 활용 수업이 

등학생의 탐구능력과 과학태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탐구  과학 쓰기 학습은 등학

생의 과학태도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하 다. 이것

은 수업내용 동료들과 함께 논의하고 자신의 의견

을 수정․보완하여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보는 과

정을 통해 학습에 자율 으로 참여하고, 과학 학습

에 한 자신감과 호기심을 유도하게 되어 과학 교

과에 해 흥미를 갖게 되어 과학태도를 향상시키

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수 (2010)은 등학교 거울과 즈 단원의 탐

구  쓰기 수업이 개념 형성과 지속  과학  태

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결과 탐구  쓰기 수

업이 등학생들의 과학  태도를 향상시키는데 유

의미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편, 김명은(2011)은 과학 쓰기를 활용한 과학 

수업이 등학생의 과학 개념 형성과 과학  태도 

변화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과학 쓰기를 

활용한 과학 수업이 등학생들의 과학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미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과학

쓰기 활동을 용한 시기가 짧았기 때문으로 분

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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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절변화에 대한 탐구적 과학글쓰기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

본 연구에서 고안한 계 변화에 한 탐구  과

학 쓰기 수업을 실험집단 24명의 학생들에게 투입

한 후 이 수업에 한 학생들의 참여도, 흥미도, 만

족도의 세 역에 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

는지에 한 조사를 실시하 다. 계 변화에 한 

탐구  과학 쓰기 수업에 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 변화에 한 탐구  과학 쓰기 수업

에 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6명(24.9%)의 학생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13(54.2%)명의 학생이 

만족한다고 답하여 19명(79.1%)의 학생들이 만족한

다고 답했다. Fig. 4는 계 변화에 한 탐구  과학

쓰기 수업에 한 만족도 검사의 결과를 그림으

로 나타낸 것이다.

Fig. 4. Satisfaction test result for class

한편 수업이 매우 만족스럽다 혹은 만족스럽다고 

답한 19명의 학생이 밝힌 만족스런 수업이 되었던 

이유로는 ‘ 을 쓰는 것은 다소 어려웠지만 나의 생

각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때 느끼는 기쁨이 컸

다’, ‘동료들과 작성한 을 나 어 읽어보면서 내

가 미처 몰랐던 찰 사실을 알게 되어 좋았다’, 내

가 생각했던 탐구결론과 친구의 결론을 서로 비교

하면서 스스로 계 변화를 탐구할 수 있어서 좋았

다’로 나타나 학생들은 자신이 탐구한 사실을 로 

나타내보고, 동료들과 논의하고 문제 상황에 맞는 

자료를 탐색하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계 변화에 

한 탐구  과학 쓰기 수업이 만족스러웠다고 답

했다. 반면, 탐구  과학 쓰기 수업이 보통이라고 

답한 학생이 4명(16.7%),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답

한 학생이 1명(4.2%)으로 나타났다. 이들 5명의 학

생들은 을 쓴다는 것에 부담감을 많이 느 고, 내 

생각을 로 표 하고 정리하는 일이 힘들었다고 

답했다. 

둘째, 지 까지 받아왔던 기존의 과학 수업과 비

교할 때 계 변화에 한 탐구  과학 쓰기 수업

에 한 흥미는 어땠는지를 묻는 질문에 7명(29.2%)

의 학생이 매우 흥미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11(45.8%)

명의 학생들이 흥미 있었다고 답하여 18명(75.0%)의 

학생이 수업이 흥미 있었다고 답했다. 

Fig. 5는 계 변화에 한 탐구  과학 쓰기 수

업에 한 흥미도 검사의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Fig. 5 Interest test results for class

수업이 흥미 있었다고 답한 18명 학생이 밝힌 수

업이 흥미로웠던 이유는 동료들과 새로 알게 된 

을 로 정리하니까 훨씬 수업 내용의 이해가 쉬워

서 자연히 과학수업에 한 흥미와 심이 많이 생

겼다고 답하 다. 특히, 내가 찰하고 알게 된 것들

을 로 나타내는 것이 어렵기는 했지만 스스로 해 

나가는 과정이 흥미 있었다고 답했다. 반면 흥미가 

보통이라고 답한 학생은 4명(16.7%), 수업에 흥미가 

없었다라고 답한 학생도 2명(8.3%)이 있었다.  

셋째, 과거의 과학 수업에 비해 더 극 으로 참

여하 는가를 묻는 질문에 8명(33.3%)의 학생이 매

우 극 으로 참여했다고 응답했으며, 11명(45.9%)

의 학생이 극 으로 참여 했다고 답하여 19명

(79.1%)의 학생이 본 수업에 극 으로 참여하 다

고 말했다. 

Fig. 6은 계 변화에 한 탐구  과학 쓰기 수

업에 한 참여도 검사의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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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articipation test results for class

수업에 극 으로 참여했다고 답한 19명의 학생

들이 밝힌 수업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이

유로 ‘탐구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필요한 생각들

을 바로 바로 로 정리해 두어야 동료들과의 논의

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에 극 으로 참여

하게 되었다고 답하 다. 한 ‘ 로 내 생각을 표

하다보니까 탐구로 알게 된 사실을 좀 더 정확하

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수업에 더 열심히 참여

하게 되었다’라고 응답하 다. 

반면, 4명(16.7%)의 학생이 보통이라고 답했고, 1

명(4.2%)의 학생은 수업에 잘 참여하지 못했다고 했

다. 이 게 수업 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이 밝힌 이유

를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로 표 하는데 자신

감이 없었고, 탐구한 내용을 발표하는 데에도 자신

감이 없어서 수업에 극 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다

고 답했다. 이것은 탐구  과학 쓰기 수업을 진행

할 때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로 나타내는데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쓰기 수업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사가 지

속 으로 학생들의 쓰기활동에 지지와 격려하는 

수업 분 기를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

겠다.

Ⅲ.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과 제언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1. 결론

첫째, ‘계 변화’에 한 탐구  과학 쓰기 수업

을 실시한 연구 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서 과학 학

습동기 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계

 변화와 련된 10 차시의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과학수업에서 단계별로 제시된 과학 쓰기를 통해

서 자신의 생각과 찰경험을 로 표 하는 과정

에서 자신감과 흥미가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자신이 작성한 과 동료가 작성한 을 나

어 공유하면서 탐구과정에서 자신이 미처 몰랐던 

부분을 다면 으로 깨달을 수 있는 성공 경험이 학

생들로 하여  과학 수업에 한 동기를 더 향상 시

킨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계 변화’에 한 탐구  과학 쓰기 수업

을 실시한 연구 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서 과학  

태도 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과학  태

도의 하  요소는 호기심, 개방성, 비 성, 동성, 

자신성, 끈기성, 창의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탐구

 과학 쓰기 수업을 실시한 연구 집단의 학생들

이 자신의 생각을 로 표 함으로써 자기 주도  

학습능력이 향상되고,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 것이  

연구 집단 학생들의 과학  태도 향상에 원인이 되

었다고 생각된다.

셋째, ‘계 변화’에 한 탐구  과학 쓰기 수업

을 수행한 24명의 연구 집단 학생들을 상으로 수

업에 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수업의 만

족도는 체 24명  19명(79.1%)의 학생이 만족스

럽다고 답하 으며, 수업의 흥미도는 24명  18명

(75%)의 학생이 흥미가 있었다고 답했다. 한 수업

의 참여도 조사에서는 24명 에서 19명(79.1%)의 

학생이 열심히 참여했다고 답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 변화’에 한 탐

구  과학 쓰기 수업에 한 효과 분석에서 과학

수업에서 등학생들의 과학 학습동기와 과학  태

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탐구  과학 쓰기 수업에 한 

등학생들의 만족도, 흥미도,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을 고려해 볼 때 탐구  과학 쓰기 수업은 등

학교 과학수업시간에 극 활용해 볼 수 있는 수업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2. 제언

이상의 연구를 통해 계 변화에 한 탐구  과

학 쓰기 수업에 한 효과를 더 정교하게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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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탐구  과학 쓰기 수업을 ‘계

변화’ 단원에 용하 다. 탐구  과학 쓰기 수업

이 계 변화 단원 외 등과학의 다른 단원에 용

했을 때에도 본 연구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탐구  과학 쓰기 수업은 쓰기에 한 

기본 인 능력이 학년에 비하여 상 으로 잘 

갖추어진 등학교 6학년을 상으로 용하 다. 

과학 쓰기 수업을 등학교 학년에 용했을 때

에도 본 연구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한 

추후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 은 ‘계 변화’에 한 탐구  과학

쓰기 수업이 등학생들의 과학 학습동기  과

학  태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

이다. 본 연구는 P 역시 소재 Y 등학교 6학년 2개 

학 의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하 다. 연구집단으

로 선정된 1개 학  24명을 상으로 ‘계 변화’ 단

원에 한 10차시 수업을 탐구  과학 쓰기 형식

으로 진행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 변화’에 

한 탐구  과학 쓰기 수업은 등학생들의 과학 

학습동기  과학  태도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

다. 이것은 학생들이 탐구한 내용을 로 표 하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자신이 

탐구한 내용을 로 표 하고 동료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호기심과 동성 그리고 끈기가 생겨 이

것이 과학  태도 향상에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

된다. 한 탐구  과학 쓰기 수업에 참가한 학생

들의 수업에 한 만족도, 흥미도, 참여도 조사 결과 

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주제어: 계 변화, 탐구  과학 쓰기, 등학생, 

과학 학습동기, 과학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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