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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2007개정 교육과정의

3학년 과학 쓰기에 한 인식 보조 자료 개발

김 정 아

제주 학교 교육 학원 등과학교육 공

지도교수 홍 승 호

본 연구는 2007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학 쓰기’에 한 교사와

학생의 활용 인식 정도를 조사하여 교육 장에서 ‘과학 쓰기’가 행해지고

있는 실태를 악하고,그것에 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과 교육 효과,지도

학습의 어려움 등을 분석하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특히 3학년 ‘과학 쓰기’의 더욱 효과 인 지도와 교육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는 보조 자료를 개발하고,이 에서 생명 역에 속

하는 1학기,2학기 각각 한 단원씩의 ‘과학 쓰기’보조 자료는 실제 교육 장

에서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제시하 다.개발된 자료는 단원의

지도 후 수업을 정리하고 단원의 목표를 도달하는데 보조 자료로서 교사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고,학생들은 자신들의 수 에 맞는 활동을 통해 배운 내

용을 구조화할 수 있어 과학에 한 흥미와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등과학,과학 쓰기,2007개정 과학과 교육과정,보조 자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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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목

2009년 등학교 1학년,2학년부터 연차 으로 새롭게 도입된 2007개정 과학

과 교육과정에서는 창의 문제 해결능력 신장과 과학 소양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이것은 과학 지식을 암기하고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

탕으로 과학 인 방법으로 사고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강조한 것이

다.더 나아가 과학과 련된 개인 인 문제나 사회 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요구하는 것이다(교육인 자원부,2007).

이에 2007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과학 소양을 기르기 한

방법 의 하나로 ‘과학 쓰기’활동을 제시하 다.그러나 과학 쓰기라는 것

이 어느 날 갑자기 2007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의 교

육과정에서도 과학 쓰기가 있었다.다만,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각 단원의 마

무리 차시에 독립 으로 과학 쓰기 활동이 생긴 것이다.이 듯 과학 쓰기

가 학생들의 창의 사고 능력,과학 사고력,의사소통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수 있는 활동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근래에 와서 그 요성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실제 교육 장에서 교사들은 과학 쓰기의

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 시간에 쫓겨 과학 쓰기가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김은경(2011)은 연구결과를 통해 등학교 3,4학년

교사들은 과학 쓰기에 해서는 잘 안다고 답하 으나 요성에 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한 교사가 많았다고 밝혔다.따라서 과학 쓰기가 학교

에서 효과 으로 용되기 해서 과학 쓰기를 보다 쉽고 직 으로 지도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도 자료 개발과 보 그리고 연수 충분한 시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 다.이 듯 교사나 학생들이 과학 쓰기의

요성에 해 크게 인식하지 못한 채,그냥 써보는 형식 인 행 가 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쓰기는 과학 의사소통을 해 꼭 필요한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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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양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 쓰기가 과학 의사소통을 해 꼭 필요한 능

력이고 소양이므로 이의 교육 효과를 극 화하고 학생들의 과학에 한 흥미

와 자신감 향상에도 도움을 수 있는 과학 쓰기를 보조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고자 한다.

2.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2007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학 쓰기에 한 교사의 활용

인식 정도를 분석한다.

둘째, 등학생들의 과학 쓰기의 실행 인식 정도를 조사한다.

셋째, 등학교 3학년 과학 쓰기를 보조하기에 합한 활동을 제시한다.

3.연구의 제한

첫째,본 연구는 등학교 3학년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학년에까지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본 연구의 설문 상자는 제주도의 등교사 등학생이므로 연구

결과를 국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본 연구에서 개발한 쓰기 보조 활동 자료는 단지 교육 참고자료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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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개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 1,2학년에 먼 용이 되고,2010년에는 3,

4학년에,2011년에는 5,6학년에 순차 으로 용되었다.

2007년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그 구성 방향과 과학과의 성격을 기

반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크게 총 목표와 하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총 목

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 인 목표는 바로 ‘과학 소양’이다.과학 소양

은 과학의 기본 개념,과학의 본성,과학자의 연구 윤리,과학과 사회의 계,

매체에 나타난 과학 련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그리고

사회에서 과학 활동의 연 성과 요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그 속에서 ․ 등학교 과학 교육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소

수의 문 인 과학자나 기술자를 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과학

소양을 지닌 일반 시민을 기르는 ‘모든 이를 한 과학’을 지향하고 있다(교육

과학기술부,2011a;2011b).

2007년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과학 소양을 기르기 한 방법으로 과

학 쓰기를 도입하 다.과학 쓰기는 과학 학습에 있어서 지식과 개념을 배

우는 것을 넘어,그 지식을 생활환경과 사회문제에 연 시켜 생각하는 데 매우

타당한 방법으로,학습자 개개인의 과학 소양을 진하는 데 합하다.이러

한 까닭으로 오늘날 과학 학습에서 쓰기가 조명 받고 있으며,개정 과학과 교

과에서 과학 기술의 사회 책무성을 강조하며 과학 쓰기가 신설되었다.

2.과학 쓰기

가.과학 쓰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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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은 자연 상에 해 객 인 증거를 토 로 가설을 세우고 이를 논리

으로 증명하는 학문이고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는 사유 활동과 그것을 문

자로 엮어내는 언어활동의 연합이다.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과학 쓰기가 다루는 상,소재를 통해 정의하면 자신이 표 하는 행 인

쓰기에서 표 하려는 상이 자연 상일 때 이를 과학 쓰기라고 한다.즉 과

학 쓰기는 과학 사실,개념,원리,법칙,이론,가설에 해 사고하는 내용과

과정을 로 표 하는 활동이라고 하겠다(천재훈,2006).

등학교 학생들의 인지 발달 단계와 과학에 한 흥미와 심 등을 고려하

을 때, 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되는 과학 쓰기는 과학 상에 해 을

쓰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이야기 쓰기와 같은 쓰기 유형은 부분의 학생들

이 친숙해 하는 장르로서(Wellinton& Osborne,2001),학생들에게 친숙한 장르

를 사용함으로써 등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문자 언어로 표 하도록 돕는 과

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좀 더 형식 인 로 과학 ․기술 장르의

을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다양한 유형의 쓰기를 통해서 자신들

의 개인 인 경험과 과학 아이디어를 연결 짓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

다.따라서 등학교 과학 교과용 도서에서 다루는 과학 쓰기는 과학 상

에 해 다양한 유형의 을 쓰는 것으로 정의한다(교육과학기술부,2011b).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은 넓은 의미의 과학 쓰기가 아닌 학생들의

과학 소양을 진하고 과학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해 등학교 교과서와

실험 찰 매 단원의 마무리에 제시되어 있는 ‘과학 쓰기’활동 부분을 한정하

여 과학 쓰기라 정의한다.

나.과학 쓰기의 필요성

과학 쓰기에 한 여러 연구 결과(Prain,2006;이호진과 최경희,2004;

Howard,1988;Furtak & Ruiz-Primo,2008;Rivard,1994;Prain & Hand,

1999)를 토 로 과학 교육에서의 과학 쓰기의 필요성을 2007개정 과학 교육

과정 지도서 총론(교육인 자원부,2007)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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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과학 쓰기는 학생들로 하여 자신의 생각과 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반 하고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과학 쓰기를 통하여 학생들은 자

신이 구성한 과학 지식과 지식의 의미 과정을 표 할 뿐만 아니라, 쓰기 과정

을 통하여 새로운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사고 과정을 갖게 된다.

둘째,과학 쓰기를 통하여 교사들은 학생들의 선개념 는 개념 구성을

악할 수 있다.과학 학습을 하기 의 과학 쓰기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선개

념( 안 개념)을 악하여 교수․학습 설계에 도움이 된다. 한 과학 학습 과

정 이나 후에 이루어지는 과학 쓰기는 학생들의 개념 구성을 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과학 쓰기는 학생들의 이해와 의사소통을 향상시킨다.학생들은 과학

쓰기를 통하여 과학 개념을 비롯한 과학 지식에 한 자신의 이해를 발 시

키며,자신이 쓴 을 통해 경험,생각,주장에 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넷째,과학 쓰기는 학생들로 하여 자신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명료화․

체계화에 기여한다.과학 쓰기는 단순한 지식 획득을 한 학습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에 한 사람들 간의 반응을 만들고,아이디어를 명료

화하고 지식의 구성 체계화를 돕는다.즉, 쓰기 행 는 을 쓰는 사람의

사고와 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학습

자 개개인의 의미 달성을 진한다.

다섯째,과학 쓰기는 문자 언어의 사용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과학 학습에

능동 으로 참여하게 한다.음성 언어를 이용하는 말하기에 비하여 문자 언어를

사용하는 쓰기는 학습자의 특성에 계없이 과학 학습에 참여할 기회를 보다

균등하게 제공하므로,학습자들이 과학 학습에 능동 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

다.

마지막으로 과학 쓰기의 목 ,유형(장르),독자를 다양하게 확 시킨 쓰

기는 과학 지식과 차 방법에서 학습 결과를 향상시킨다.

와 같은 과학 쓰기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2007개정 교육과정 과학에서는

과학 쓰기가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 쓰기의 필

요성과 교육 의의를 더욱 높이기 한 방안의 하나로 과학 쓰기를 보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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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3.과학 사고력과 과학 쓰기

과학 교육에서 말하는 과학 방법이란 문제 해결의 연구․탐구에서 요구되

는 원리와 거를 말한다.이러한 과학 방법과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고가 과

학 사고력(Scientificthinking)이다.과학 사고력이라는 것은 무정형으로 그

실체를 구체 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과학 문제해결 과정에서 요한 역할

을 하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없다(천재훈,2006)

그동안 좁은 의미에서 과학 사고력은 과학수업에서 인지된 문제를 해결하

는 데 필요한 논리 사고로 다루어왔다.그러나 과학과 사회의 상호연 성이

커짐에 따라 이제 과학 사고력은 형식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능력

이기 보다는 범 한 문제에서 다양한 과학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

로 그 의미가 환되었다.손정우(2006)는 과학 사고를 “과학에 련된 개인

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논리 창의 비

사고능력”으로 정의 내렸다. 한 과학 사고는 과학 지식을 생성하는 과정에

서 사용되는 사고 과정으로서 과학 추론으로 일컬어진다(이선경,2008).

과학 사고력의 표 도구로서 쓰기를 활용하면 사고가 분명하고 정교해

진다는 연구결과와 더불어 강순민(2004)은 학생들의 과학 사고를 향상시키기

한 가장 효과 인 방법은 사고연습에 여할 기회를 자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과학 ,창의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등의

함양을 하여 한 시기에 과학 쓰기와 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과

련된 사회 쟁 에 하여 논리 이고 과학 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기하는 과

정에서 통찰력과 비 사고력을 기르게 된다고 하 다.

4.과학과 쓰기 내용(3학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창의성 신장을 한 지침으로써 과학 쓰기가 도입이 되

었는데(교육인 자원부,2007),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는 3학년 과학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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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단원

( 역)
쓰기 문항 련 단원 학습 목표

1

1.

우리

생활과

물질

(물질)

우리 주 에서 사용되는 물체

를 생각하여 시다.이 물체

를 새로운 물질로 바꾸어 만

들 때 어떠한 이 편리할 지

로 써 시다.

1.우리 주 의 물체를 찾아보

고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졌는

지 설명할 수 있다.

2.물질의 다양한 성질에 해

설명할 수 있다.

2.

자석의

성질

(운동과

에 지)

이 세상에서 자석이 없어진다

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자

신의 생각을 로 써 시다.

1.자석에 붙는 물체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2.자석이 우리 생활에 이용되

는 를 찾아 말할 수 있다.

3.

동물의

한 살이

(생명)

내가 잘 알고 있는 동물을 선

택하여 그 동물의 한 살이 과

정을 친구에게 소개하는 을

써 시다.

1.한 살이를 찰하기 좋은

동물을 정할 수 있다.

4.

날씨와

우리

생활

(지구와

우주)

올 여름은 년보다 덥고 길

다고 합니다.사람들은 어떤

비를 해야 할까요?자신의

생각을 로 써 시다.

1.날씨와 우리 생활의 계를

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2.날씨로 인한 피해와 그 방

지책을 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육과정을 살펴보면 3학년 1학기,2학기 과학 교육과정은 각각 4단원으로 구성되

어 있다.매 단원의 마지막 차시에 과학 쓰기가 도입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매 단원의 마지막 차시는 ‘마무리’라는 학습 주제를 가지고 되짚어 보기,확인하

기,과학 쓰기로 구성이 되어있다.3학년 1학기에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

는 운동과 에 지,물질,생명,지구와 우주 역을 각 단원에 걸쳐 제시되고 있

으며 2학기에는 지구와 우주 역을 제외한 3개 역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각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학 쓰기 문항과 직 인 련성이 높은 단원

학습 목표를 추출해 보면 다음 <표 Ⅴ-1>과 같다.

<표 Ⅴ-1>3학년 과학 쓰기 문항과 련된 단원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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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액체와

기체의

부피

(물질)

우리는 생활하면서 액체의 부

피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액체의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로 써 시

다.

1.실생활에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

다.

2.실생활에서 액체의 부피를

정확히 측정하려는 태도를 갖

는다.

2.

동물의

세계

(생명)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

한 가지를 선택하여 찰해

보고,그 동물을 친구에게 소

개하는 을 써 시다.

1.여러 가지 동물의 생김새를

찰하고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3.

혼합물

의 분리

(물질)

우리 조상들은 일상생활에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데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 습니다.오른

쪽 그림은 곡식에 섞여 있는

쭉정이나 먼지 등을 분리할

때 사용하 던 풍구입니다.

풍구로 곡식을 분리하는 방법

을 조사하여 친구들에게 설명

하는 을 써 시다.

1.혼합물을 분리하면 좋은

을 말할 수 있다.

2.콩,팥,좁 의 혼합물에서

알갱이의 크기 차이를 이용하

여 분리할 수 있음을 말할 수

있다.

4.

빛과

그림자

(운동과

에 지)

안데르센의 동화 ‘그림자’에는

그림자의 하인이 된 어느 학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내

가 그림자를 감으로 한 동

화를 쓴다면 어떻게 쓸 것인

지 상상하여 이야기를 꾸며

써 시다.

1.그림자를 보고 물체를 알아

맞히는 놀이를 통해 물체와 그

림자 사이의 계를 알아낸다.

5.선행 연구 고찰

과학 쓰기 학습에 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선행 연구가 있었다.

Hodson(1998)은 언어에 기 한 활동은 학생 개인의 인지구조를 탐험하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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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확장하고,풍부하게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하 다.따라서 개인

인 차원에서 과학학습을 할 때 과학 쓰기 활동이 의미 있다고 보았다. 한

과학학습을 할 때 학생들의 태도,느낌,감정에 향을 받는다면 학생들에게 그

러한 느낌을 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Keys(1999)는 학생들의 쓰기 과제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쓰기를 통한

문제해결과정에서 과학 사고력인 추론을 사용하고 있으며 쓰기를 통해 과

학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호진(2004)은 최근의 쓰기 동향인 과정 심 쓰기 근 방식은 을 쓰

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생성,조직,표 ,수정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쓰기 행 를 일종의 문제해결행 로 간주하여 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고 보았다. 한 등학생들의 과학 쓰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

개념을 통하여 그 개념이 생성된 배경과 과정을 추측할 수 있게 하여 오개념

수정의 방향을 제시해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보고하 다.

지 숙(2005)은 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과학 쓰기 활동에 한 인식을 조

사한 결과 과학 쓰기 활동을 통해 학습에 한 즐거움,흥미,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과학 수업의 내용에 한 이해가 잘 되었다는 정 인 응답을 얻었

다. 한 과학 쓰기 활동은 학생들의 생각을 다양한 형태로 표 하게 함으로

써,과학 상에 심을 가지고 과학지식을 쉽게 이해하며 과학 사고체계를

형성하는데 유용한 학습 방법이라고 하 다.

손정우(2006)는 과학 사고력에 바탕을 둔 과학 쓰기 교수법을 개발하고,

이 교수법이 과학 논술 능력 향상에 얼마나 효과 인지를 알아본 결과 과학

사고력을 요구하는 과학 쓰기는 과학 사고력 5종,연역 사고력 7종,비

사고력 5종,창의 사고력 6종으로 총 23종의 유형으로 분류되었고,과학

쓰기 활동이 과학 사고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박지 과 신 (2007)의 등학교 실험 찰에 나타난 과학 사고력을 토

로 한 과학 쓰기 유형 분석에서는 실험 찰의 부분의 쓰기가 실험결과를

쓰거나 실험과정을 쓰는 과학 사고력 범주의 쓰기가 압도 으로 많고 상

으로 창의성 사고력 쓰기 범주는 무 빈약하다고 보고하 다.

구슬기(2009)는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과학 쓰기를 교과서에 반 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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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학 교과서 3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합하면서도 효과 인 과학

쓰기 지도방안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용하 다.그 결과 학생들의 과학학

습동기,태도,과학개념습득에 있어 정 인 효과를 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지식 심 쓰기에서 과정 심,수행 심 쓰기 과제를 심화해 가는 방향으로

차시별 1회 쓰기 과제를 제시하는 ‘등과학 쓰기 단계별 지도방안’을 제시

하 다.

박지 과 신 (2007)은 등학교 학생들의 과학 쓰기 선호 유형조사에서

등학교 학생들이 선호하는 쓰기 범주는 창의 쓰기이고,가장 선호하는

쓰기 유형은 말풍선 채우기 유형이며,상상하여 쓰기, 인스토 쓰기,

이야기 꾸미기,느낌이나 경험 쓰기, 찰하여 쓰기 등의 6가지 유형을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희숙 등(2009)은 과학탐구능력 신장을 한 과학 쓰기 교수․학습 략

개발에서 과학 쓰기는 학생들의 과학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교수 학

습 략으로 유용하며,기 탐구 능력보다는 고차원 인 통합 탐구 능력을 향

상시키는데 더 효과 이라고 하 다.

박애랑(2010)은 과학일기가 등학생들의 과학 련 태도 흥미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 결과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알고 싶은 것을 일기

에 어 으로써 과학 사실에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하고,과학학습을 하려는

동기를 이끌어 내는데 정 인 역할을 한다고 하 다.

김은경(2011)은 과학 쓰기에 한 등학교 3,4학년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

하 다.그 결과 3,4학년 교사들은 과학 쓰기에 해 부분 알고 있었으나

실제 장에서 과학 쓰기의 요성을 잘 알고 있지 않다고 하 다. , 반

으로 과학 쓰기의 인식수 에 비해 활용정도는 떨어졌고,주로 사용하는 방

법으로는 상상하는 쓰기가 가장 많다고 하 다.그리고 등학교 3,4학년 학

생들에 하여 창의성을 가장 요시 여겼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과학 쓰기는 학생들의 과학 소양을

높이는데 정 인 효과가 있음과 학생들의 과학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해

서는 다양한 형태의 과학 쓰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등학생들

의 인지발달에 따른 과학 쓰기 활동은 어느 정도 제한이 따른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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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따라서 개정된 과학 교과서의 과학 쓰기를 효과 으로 지도할 수 있는 다

양한 보조 로그램이 제시된다면 과학 쓰기의 효과를 극 화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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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설계

선행 연구 련 문헌 조사

2007개정 교육과정 3학년 과학교과서 분석

교사용 학생용 설문지 제작 조사

교사용 학생용 설문지 분석

결과 정리 분석

3학년 과학 쓰기 보조 자료 개발

Ⅲ.연구 차 방법

2007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3학년 교과서 실험 찰에 제시된 과학

쓰기 보조 자료를 개발하기 한 구체 인 연구 차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연구 차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의 차는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III-1]연구의 차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과학 쓰기에 한 이 의 연구를 살펴보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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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동향을 알아보기 해 선행 연구 련 문헌을 조사하 고,학습목표 확인

과학 쓰기 보조 로그램 개발을 해 2007개정 교육과정과 3학년 과학

교과서를 분석하 다. 한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과학 쓰기에 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과 활용 정도를 알아보기 해 설문 조사하여 분석하 으

며,이를 바탕으로 3학년 학생들의 과학 사고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

는데 도움을 수 있는 과학 쓰기 보조 로그램을 개발하 다.특히 3학년

생물 역의 1학기 2학기 두 단원에 해서는 더욱 자세하게 자료를 개발하

다.

2.연구 상

과학 교과서나 실험 찰에는 다양한 쓰기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3학년 1학기,2학기 각 단원의 마무리활동에 제시되어 있는 ‘과

학 쓰기’라고 정의된 활동만을 상으로 하 다.

설문에 참여한 상은 2007개정 등과학 3～6학년 과학교과서에 제시된 과

학 쓰기를 지도한 경험이 있는 50명(남자 16명,여자 34명)의 등교사이며,

등학생은 2007개정 등과학 교과서를 공부하고 있는 3학년 64명(제주시 32

명,서귀포시 32명)을 상으로 하 다.

3.설문 제작 결과 분석

교사용 설문지는 과학 쓰기가 교육 장에서 제 로 지도되고 있는지와 이

를 지도함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과학 쓰기에 한 교육 효과

이의 보완( 체) 로그램에 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수행하 다.그

리고 이의 결과를 성별,교육 경력에 따라 분석하 다.

학생용 설문지는 학생들의 실제 과학 쓰기 수행 정도,교육 효과,과학

쓰기를 공부하면서 어려운 과 이의 보완( 체) 로그램에 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수행하 다.그리고 이를 학교 치에 따라 분석하 다.

과학 쓰기에 한 교사와 학생의 설문지는 투입 에 동료 교사에게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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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하고,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여러 번의 수정을 통해 설문 문항을 작성하

다.

4. 체 자료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과학 쓰기 보조 로그램은 2007과학과 개정 교육과

정 매 단원의 마지막 차시에 제시되어 있는 과학 쓰기를 보완하는 것으로 이

의 교육 효과와 학생들의 과학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도와주기

한 의도로 제작되었다.특히 3학년 학생들의 수 에 수행하기 어려운 긴 쓰

기의 과학 쓰기를 보완하기 해 각 단원의 성격과 목표 달성에 도움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의 로그램으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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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결과 토의

1.교사들의 과학 쓰기 활용 인식 정도

2007개정 등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과학 쓰기(3～6학년)를 지도한 경험이

있는 50명(남자 16명,여자 34명)의 등교사들을 상으로 과학 쓰기의 활용

인식 정도를 조사하 다.

가.과학 쓰기 지도 방법

등교사들의 등과학 교과서 매 단원에 제시되어 있는 과학 쓰기를 지도

하는 방법에 해 조사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지도 방법에 한 조사 결과

단 :명(%)

구분

항상

수업시간에

지도함

과제로 냄
융통성

있게 운 함

거의

그냥 넘어감

성별
남 0(0.0) 0(0.0) 2(12.5) 14(87.5)

여 6(17.6) 6(17.6) 12(35.2) 10(29.4)

교육

경력

5년

미만
0(0.0) 2(10.0) 2(10.0) 16(80.0)

5~10년 2(20.0) 0(0.0) 2(20.0) 6(60.0)

10년

이상
4(20.0) 4(20.0) 10(50.0) 2(10.0)

계 6(12.0) 6(12.0) 14(28.0) 2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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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개정 등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과학 쓰기를 거의 그냥 넘어가는 경

우가 과반수에 가까웠을 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다음으로는 시간

단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지도하는 교사가 28%로 나타났다.그

리고 항상 수업시간에 지도하는 등교사와 과제로 내는 교사는 각각 12%를

차지하 다.

성별로 나 어 분석해 보면,남교사와 여교사 간의 답변빈도는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χ2=15.314,d.f=3,p=0.002).여교사의 17%만이 항상 수업시

간에 과학 쓰기를 지도하고 있었고,53%가 과제로 부여하거나 는 융통성

있게 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남교사는 13%만이 융통성 있게 운

하는 정도여서 거의 쓰기에 한 지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 경력별로 분석해 보면,답변빈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냈다(χ2

=22.917,d.f=6,p=0.001).이는 5～10년 교사의 20%,10년 이상 교사의

20%만이 과학 쓰기를 항상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5년 미만의 교사는

20%만이 과제나 융통성 있게 운 하고 나머지는 아 지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융통성 있게 운 하는 경향은 교육 경력이 오래될수록 높았다.

이상과 같이 과학 쓰기가 과학 교과서와 실험 찰에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수업시간에 항상 지도하는 교사는 그 지 않은 교사보다 히 그 수가 어

교육 장에서의 과학 쓰기의 효율 인 지도가 제 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나.과학 쓰기 지도의 어려움 여부와 그 이유

과학 쓰기를 지도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 이 있는지와 그 이유에 해

조사한 결과는 <표 IV-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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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있다

없다
학생들이

쓰기를

싫어해서

내용

정리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부족해서
기타

성별
남 4(25.0) 4(25.0) 4(25.0) 4(25.0) 0(0.0)

여 8(23.5) 4(11.8) 2(5.9) 8(23.5) 12(35.3)

교육경력

5년

미만
4(20.0) 4(20.0) 6(30.0) 2(10.0) 4(20.0)

5~10년 4(40.0) 4(40.0) 0(0.0) 0(0.0) 2(20.0)

10년

이상
4(20.0) 0(0.0) 0(0.0) 10(50.0) 6(30.0)

계 12(24.0) 8(16.0) 6(12.0) 12(24.0) 12(24.0)

<표 IV-2>지도의 어려움 여부와 그 이유에 한 조사 결과

단 :명(%)

과학 쓰기를 지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 이 있는 교사는 76%,느

낀 이 없는 교사는 24%로 나타났다.교사가 답한 쓰기에 한 어려움을 느

낀 이유는 ‘학생들이 쓰기를 싫어해서’,‘단원 내용 정리에 도움이 되지 않아

서’,‘지도할 시간이 부족해서’등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고르게 꼽혔다.

그외 기타 이유로는 '지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단원마다 반복되

어서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과학 으로 기술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

에','실생활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학생들의 쓰기 능력이 부족하

기 때문에'등이 있었다.

성별로 나 어 분석해 보면,남교사 모두 다 과학 쓰기를 지도하는데 어려

움을 느낀 이 있었고,여교사의 64.7%는 어려움을 느낀 이 있었으며 35.3%

는 어려움을 느낀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남교사가 여교사보다 과학 쓰

기를 지도하는데 있어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어려움의 이유는 다양함을

알 수 있다.이는 과학 교과이지만 쓰기 분야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어려워하

는 남녀의 특성 차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그러나 지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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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어려움이 ‘없다’의 답변을 제외하고 ‘있다’내의 항목별에 따른 남교사와 여

교사 간의 답변빈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χ2=2.447,d.f=3,p

=0.485).

교육 경력별로 분석해 보면,10년 미만의 교육 경력을 가진 교사의 80%가 과

학 쓰기를 지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낀 이 있으며 20%는 어려움을 느

낀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교사는 70%가

어려움을 느낀 이 있으며 30%는 어려움을 느낀 이 없었다.아무래도 교육

경력이 오래된 교사가 그 지 않은 교사보다 과학 쓰기를 지도하는데 있어서

수월한 것으로 여겨진다.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의 답변을 제외하고 어려

움이 ‘있다’내의 항목별 답변빈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χ2=27.030,

d.f=6,p=0.000).5년 미만의 교육 경력을 가진 교사는 과학 쓰기 지도의

어려움으로 ‘시간이 부족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는데 이는 아무래도 교육 경력

이 많은 교사보다 수업 기술면과 경험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교사는 그 이유를 한두 가지가 아닌 교사 개인

마다 다양한 이유를 꼽았는데 이는 교직 경험이 다양하여 과학 쓰기를 지도

하는데 느끼는 어려움도 다양한 것으로 악된다.

이상과 같이 많은 등교사들이 교육 장에서 주어진 시간에 과학 쓰기를

지도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과학 쓰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 효과

과학 쓰기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교육 효과에 해 조사

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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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학

사고력

향상

학생들의

선행 개념

오개념

확인

교수방법

개발

용 자료

로 활용

의사소통

능력 신장
기타

성별
남 8(50.0) 0(0.0) 0(0.0) 6(37.5) 2(12.5)

여 16(47.1) 6(17.6) 2(5.9) 4(11.8) 6(17.6)

교육

경력

5년

미만
8(40.0) 0(0.0) 0(0.0) 10(50.0) 2(10.0)

5~10년 6(60.0) 4(40.0) 0(0.0) 0(0.0) 0(0.0)

10년

이상
10(50.0) 2(10.0) 2(10.0) 0(0.0) 6(30.0)

계 24(48.0) 6(12.0) 2(4.0) 10(20.0) 8(16.0)

<표 IV-3>교육 효과에 한 조사 결과

단 :명(%)

과학 쓰기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교육 효과로는 ‘과학

사고력 향상’,‘의사소통능력 신장’,‘선행 개념 오개념 확인’,‘교수방법 개발

용 자료로 활용’순이었다.기타 내용으로는 ‘효과 없다’와 ‘학습 내용 정

리’가 있었다.

성별로 나 어 분석해 보면,답변빈도는 두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χ2=7.567,d.f=4,p=0.109).남교사와 여교사 모두 과반수가

과학 쓰기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교육 효과로 ‘과학 사고

력 향상’을 뽑았다.그 다음은 남교사는 ‘의사소통능력 신장’,여교사는 ‘학생들

의 선행 개념 오개념 확인’,‘의사소통능력 신장’,‘교수방법 개발 용 자

료 활용’의 순으로 나타났다.남교사와 여교사 모두 과학 쓰기를 지도하면서

학생들의 과학 사고력이 향상되어질 것이라고 기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경력별로 분석해 보면,교육 효과에 한 답변빈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χ2=32.083,d.f=8,p=0.000).이는 5년 미만 경력의 교사는 ‘의사소

통능력 신장’,5년 이상 경력의 교사는 ‘과학 사고력 향상’이 가장 높은 비율

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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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등교사들 학생들에게 과학 쓰기를 지도하면서 기 하는 교

육 효과는 ‘과학 사고력 향상’과 ‘의사소통능력 신장’임을 알 수 있다.본인

이 과학 쓰기를 보조하는 자료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고려와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라.과학 쓰기의 교육 효과에 한 인식 정도

과학 쓰기가 학생들의 과학 ,창의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도

움이 되는지에 해 조사한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교육 효과에 한 인식 결과

단 :명(%)

구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성별
남 0(0.0) 0(0.0) 5(62.5) 3(37.5) 0(0.0)

여 0(0.0) 5(29.4) 5(29.4) 7(41.2) 0(0.0)

교육

경력

5년

미만
0(0.0) 1(10.0) 5(50.0) 4(40.0) 0(0.0)

5~10년 0(0.0) 3(60.0) 1(20.0) 1(20.0) 0(0.0)

10년

이상
0(0.0) 1(10.0) 4(40.0) 5(50.0) 0(0.0)

계 0(0.0) 5(20.0) 10(40.0) 10(40.0) 0(0.0)

과학 쓰기가 학생들의 과학 ,창의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도

움이 되는지에 해 20%의 교사가 부정 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40%가 약

간의 정 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성별로 나 어 분석해 보면,두 그룹 간에 답변빈도는 유의하지 않았다(χ2=

3.860,d.f=2,p=0.145).과학 쓰기의 교육 효과에 해 남교사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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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하고 있지 않는데 비해 여교사는 거의 1/3정도가 부정 인식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록 유의미한 수 은 아니지만 과학 쓰기의

교육 효과에 해 남교사보다 여교사가 더 부정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경력별로 분석해 보면,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5~10

년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과학 쓰기의 교육 효과에 해 부정 인식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의 정 인식이 가장 높았

다.그러나 교사의 경력 간에 답변빈도는 유의하지 않았다(χ2=9.443,d.f=4,

p=0.051).

이상과 같이 과학 쓰기의 교육 효과에 해서는 부정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보다 약간의 정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더 많았다.그러나 이

를 과학 쓰기 지도의 어려움을 느낀 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와 함께 생각

해보면 많은 교사들이 과학 쓰기의 교육 효과에 해서는 정 으로 인식

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 장에서 이를 지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과학 쓰기 보조 활동

과학 쓰기를 보조할 수 있는 활동으로 학생들의 과학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활동에 해 조사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이 설문

문항은 복수 응답을 가능하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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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5>보조 활동에 한 교사 조사 결과

단 :명(%)

구분 마인드맵 메이킹북
그림으로

표 하기
교육연극 기타

성별
남 5(55.6) 1(11.1) 2(22.2) 0(0.0) 1(11.1)

여 12(52.2) 3(13.0) 4(17.4) 1(4.3) 3(13.0)

교육

경력

5년

미만
6(46.2) 1(7.7) 3(23.1) 1(7.7) 2(15.4)

5~10년 5(71.4) 1(14.3) 1(14.3) 0(0.0) 0(0.0)

10년

이상
6(50.0) 2(16.7) 2(16.7) 0(0.0) 2(16.7)

계 17(53.1) 4(12.5) 6(18.8) 1(3.1) 4(12.5)

과학 쓰기를 보조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마인드맵,그림으로 표 하기,메

이킹북,교육연극의 순으로 나타났다.기타 내용으로는 재미있는 퀴즈,오답노트

문제 만들기,창의실험,게임 등이 있었다.

성별,교육 경력별로 나 어 분석해 보면,남교사와 여교사 그리고 다양한 교

육 경력의 교사 모두 과학 쓰기를 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활동으로 마인

드맵,그림으로 표 하기 순으로 꼽았다.이는 교사들이 과학 매 단원의 내용을

정리하는데 있어 보다는 시각화하거나 그림으로 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집단별 답변빈도는 두 범주 모두 유의미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성별:χ2=0.524,d.f=4,p=0.971;교육경력 :χ2=

4.013,d.f=8,p=0.856).

바.교사들의 과학 쓰기에 한 설문조사를 통한 시사

교사들의 과학 쓰기 활용 인식 정도에 한 설문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교과시간에 과학 쓰기를 지도하는 교사의 수보다 그 지 않은 교사의

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 교육 장에서 과학 쓰기가 제 로 지도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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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의 원인에 한 분석과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많은 등교사들이 과학 쓰기를 지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

으며 그 이유로는 ‘학생들이 쓰기를 싫어해서’,‘학생들이 어려워해서’등 다양

한 이유가 있었다.따라서 이러한 교사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수 있

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교사들의 과학 쓰기의 교육 효과에 해서는 정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그 지 않은 교사보다 그 수가 많았으며 기 하는 교육 효과로

는 ‘과학 사고력 향상’과 ‘의사소통능력 신장’이었다.따라서 과학 쓰기 자체

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쓰기가 추구하고 신장시키고자 하는 ‘과학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 신장’등을 도와 수 있는 보조 자료를 개발해야 한

다.

넷째,교사들이 생각하는 과학 쓰기 체(보완)활동은 ‘마인드맵’,‘그림으

로 표 하기’,‘메이킹북’등 다양했다.따라서 각 단원의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

하는데 효율 인 다양한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2.학생들의 과학 쓰기의 실행 인식 정도

2007개정 등과학 교과서를 공부하고 있는 3학년 64명(제주시 32명,서귀

포시 32명)의 학생들을 상으로 과학 쓰기의 실행 인식 정도를 조사하

다.

가.과학 쓰기 실행 정도

과학 교과서 매 단원에 제시되어 있는 과학 쓰기를 공부하는 방법에 해

조사한 결과는 <표 IV-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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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6>수행 정도에 한 조사 결과

단 :명(%)

구분
열심히

꼭 한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하게 되면

충 한다

아 하지

않는다

학교

치

제주시 10(31.3) 16(50.0) 5(15.6) 1(3.1)

서귀포시 0(0.0) 24(75.0) 6(18.8) 2(6.2)

계 10(15.6) 40(62.5) 11(17.2) 3(4.7)

체 으로 학생들의 2007개정 등과학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과학 쓰

기의 실행 정도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하게 되면 충 한다’,‘열심

히 꼭 한다’,‘아 하지 않는다’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에 치하고 있는 학교 학생의 31%가 과학 쓰기를 열심

히 꼭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귀포시에 치하고 있는 학교 학생 에는 과

학 쓰기를 열심히 꼭 하는 학생은 없어서 두 지역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

타내었다(χ2=12.488,d.f=3,p=0.006).

이상과 같이 과학 쓰기를 항상 열심히 하는 학생의 수가 그 지 않은 학생

의 수보다 었으며,특히 서귀포시에 치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과 제주시에

치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이는 과학 쓰기가 과

학 교과서와 실험 찰에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수업시간에 항상 지도하는 교사

가 그 지 않은 교사보다 히 그 수가 은 교사 설문지 조사 결과와 함께

생각해 볼 때 교육 장에서의 과학 쓰기의 효율 인 지도뿐만 아니라 학습

도 제 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나.교육 효과에 한 인식 정도

과학 쓰기가 과학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지에 해 조사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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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7>교육 효과에 한 인식 결과

단 :명(%)

구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학교

치

제주시 0(0.0) 10(31.3) 8(25.0) 8(25.0) 6(18.8)

서귀

포시
0(0.0) 16(50.0) 6(18.8) 6(18.8) 4(12.5)

계 0(0.0) 26(40.6) 14(21.9) 14(21.9) 10(15.6)

과학 쓰기가 과학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에 해 41%의 학생이 부정 인

식을 가지고 있으며,37%의 학생이 정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거주 학생이 제주시 거주 학생보다 과학 쓰기에 해

부정 인식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χ2=2.356,d.f=3,p=

0.502).이는 과학 쓰기의 교육 효과에 한 학생들의 인식이 그들의 거주

지와는 상 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과학 쓰기가 과학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에 해 정 으로

생각하는 학생보다 부정 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더 많았다.이는 교사들의 인식

과는 다르게 나타난 것인데,교육 공 자는 과학 쓰기의 교육 효과에 해

정 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교육 수요자는 이에 해 부정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 둘의 간극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인식을 정 으

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과학 쓰기 공부의 어려움 여부와 그 이유

과학 쓰기를 공부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 이 있는지와 그 이유에 해

조사한 결과는 <표 IV-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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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8>어려움 여부와 그 이유에 한 조사 결과

단 :명(%)

구분

있다

없다
로

표 하기

힘들어서

도움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부족해서
기타

학교 치
제주시 19(59.4) 0(0.0) 5(15.6) 0(0.0) 8(25.0)

서귀포시 20(62.5) 1(3.1) 2(6.2) 1(3.1) 8(25.0)

계 39(60.9) 1(1.6) 7(10.9) 1(1.6) 16(25.0)

체 으로 과학 쓰기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 이 있는 학생

은 75%,느낀 이 없는 학생은 25%로 나타났다.어려움을 느낀 이유로는 ‘

로 표 하기 힘들어서’,‘시간이 부족해서’,‘도움이 되지 않아서’의 순으로 나타

났다.기타 내용으로는 ‘하기 싫어서’가 있었다.

두 지역 학생 간 답변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χ2 =

3.311,d.f=4,p=0.507).이는 학생들의 거주지와는 계없이 3학년 학생들이

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고 학습한 내용을 로 표 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

다는 것을 보여 다.

이상과 같이 과학 쓰기를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이 있는 학생이 그

지 않은 학생보다 훨씬 많았으며,특히 어려움을 느낀 이유로 로 표 하는

게 힘들다는 이유가 압도 이었다.이는 3학년 학생들에게 과학 내용의 쓰

기가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진 것으로 보인다.

라.과학 쓰기 보조 활동

과학 쓰기를 보조할 수 있는 활동으로 과학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해 조사한 결과는 <표 IV-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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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9>보조 활동에 한 학생 조사 결과

단 :명(%)

구분 마인드맵 메이킹북
그림으로

표 하기
교육연극 기타

학교

치

제주시 16(32.7) 16(32.7) 10(20.4) 6(12.2) 1(2.0)

서귀포시 6(12.8) 10(21.3) 28(59.6) 2(4.3) 1(2.1)

계 22(22.9) 26(27.1) 38(39.6) 8(8.3) 2(2.1)

과학 쓰기를 보조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그림으로 표 하기’,‘메이킹북’,

‘마인드 맵’,‘교육연극’의 순으로 나타났다.그 외 기타의 내용으로는 ‘친구들과

토론하기’,‘게임이나 실험’등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학생들은 ‘마인드맵’과 ‘메이킹북’을 과학 쓰기를 체하

거나 보완할 수 있는 활동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데 비해 서귀포시 학생들은 ‘그

림으로 표 하기’가 압도 이었다(χ2=16.422,d.f=4,p=0.003).이는 서귀포

시 학생들은 제주시 학생들보다 ‘마인드맵’과 ‘메이킹북’에 한 사 지식이 부

족하여 그림으로 표 하는 활동을 선호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상과 같이 과학 쓰기를 보조할 수 있는 활동으로 ‘그림으로 표 하기’를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호한 것은 3학년 학생의 발달 수 과 성향과 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학생들의 과학 쓰기에 한 설문조사를 통한 시사

학생들의 과학 쓰기 활용 인식 정도에 한 설문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과학 쓰기를 열심히 꼭 하는 학생보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거

나 충하는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과학 쓰기가 그 취지 로 제 로

학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의 원인에 한 분석과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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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단원

( 역)
쓰기 문항 보조 로그램

1

1.

우리

생활과

물질

(물질)

우리 주 에서 사용되는 물체

를 생각하여 시다.이 물체

를 새로운 물질로 바꾸어 만

들 때 어떠한 이 편리할 지

로 써 시다.

그림으로 표 하기

-우리 주변의 고체,액체,기체

의 물질로 이루어진 물체의 모

습을 그려 시다.

2.

자석의

이 세상에서 자석이 없어진다

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자

놀이하기

-교실 바닥에 많은 수의 클립

둘째,과학 쓰기가 과학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보다 그 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수가 더 많았다.이러한 과학 쓰기에 한 부정 인

인식은 과학 쓰기가 그 교육 효과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 자체에 한 학생들의 흥미도 떨어뜨릴 수 있다.따라서 과학 쓰

기가 학생 자신들의 과학 공부에 도움을 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 과학 사고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학생들의 정 사고의 변화를 한 보조 자료

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과학 쓰기를 공부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낀 이 있는 학생의 수가

그 지 않은 학생의 수보다 더 많았으며 그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쓰기가

어려워서’다.이는 3학년의 발달단계와 수 을 고려할 때 과학 내용의 긴

쓰기가 3학년 학생들에게는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마인드맵,그림으로 표 하기,메이킹북 등 3학년 학생들의 수 에 맞으면서 쉽

고 재미있게 근할 수 있는 형태의 과학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학

쓰기 보조 로그램이 필요하다.

3.과학 쓰기 보조 자료 개발(3학년)

학생들의 과학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한 과학 쓰기 보조 자료

를 3학년 1학기,2학기 총 10개의 로그램으로 제시하 다.

<표 IV-10>보조 로그램(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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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운동과

에 지)

신의 생각을 로 써 시다.

을 뿌려 놓고 학생들에게 자석

한 개씩을 나 어 다.정해진

시간동안 자석을 이용하여 클

립을 가 가장 많이 모으는지

시합을 한다.더불어 자신이 모

은 클립을 자석을 이용하여 가

장 길게 연결하는 시합도 한다.

3.

동물의

한 살이

(생명)

내가 잘 알고 있는 동물을 선

택하여 그 동물의 한 살이 과

정을 친구에게 소개하는 을

써 시다.

메이킹북 만들기

-내가 잘 알고 있는 동물을 선택

하여 그 동물의 한 살이 과정을

소개하는 휠북을 만들어 시다.

마인드맵으로 표 하기

-‘동물의 한 살이’에 해 생

각나는 것을 마인드맵으로

간단한 단어나 그림으로 나

타내 시다.

4.

날씨와

우리

생활

(지구와

우주)

올 여름은 년보다 덥고 길

다고 합니다.사람들은 어떤

비를 해야 할까요?자신의

생각을 로 써 시다.

만화로 표 하기

-날씨는 우리의 생활과 아주

한 련이 있습니다.날씨

와 련된 여러분의 경험을 재

미있는 만화로 표 해 시다.

2

1.

액체와

기체의

부피

(물질)

우리는 생활하면서 액체의 부

피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액체의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로 써 시다.

나만의 칵테일 만들기

-여러 가지 과일 음료와 메스실

린더를 이용하여 맛있는 비율로

나만의 칵테일을 만들어 본다.

2.

동물의

세계

(생명)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

한 가지를 선택하여 찰해

보고,그 동물을 친구에게 소

개하는 을 써 시다.

나만의 숲 만들기

-실험 찰 부록에 있는 동물

카드를 이용하여 나만의 숲을

만들어 시다.

과학말 놀이하기

-짝과 함께 주사 를 이용하

여 말 놀이를 해 시다.



- 30 -

3.

혼합물

의 분리

(물질)

우리 조상들은 일상생활에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데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 습니다.곡식에

섞여 있는 쭉정이나 먼지 등을

분리할 때 사용하 던 풍구입

니다.풍구로 곡식을 분리하는

방법을 조사하여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을 써 시다.

노래 바꿔 부르기

-‘시장에 가면’이라는 노래를

바꿔 모둠별로 ‘비빕밥을 먹으

면’혹은 ‘된장 개를 먹으면’

등으로 바꿔 그 음식에 들어가

는 재료를 모둠별로 한 가지씩

말하며 노래를 이어간다.

4.

빛과

그림자

(운동과

에 지)

안데르센의 동화 ‘그림자’에는

그림자의 하인이 된 어느 학자

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내가 그

림자를 감으로 한 동화를 쓴

다면 어떻게 쓸 것인지 상상하

여 이야기를 꾸며 써 시다.

그림자 연극하기

-모둠별로 ‘토끼와 거북이’,‘개

미와 베짱이’등 자신이 잘 알

고 있는 이야기를 그림자 연극

으로 바꾸어 그림자 연극을 해

시다.

이 에서 3학년 생명 역에 해당하는 1학기 ‘동물의 한 살이’단원과 2학기 ‘동물

의 세계’단원의 과학 쓰기 보조 로그램을 시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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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1>메이킹 북으로 보조 로그램을 개발한

련단원
3학년 1학기

3.동물의 한 살이
과학 쓰기 활동 메이킹 북

과학 쓰기 내용
내가 잘 알고 있는 동물을 선택하여 그 동물의 한 살이

과정을 소개하는 휠북을 만들어 시다.



- 32 -



- 33 -

<표 IV-11>은 3학년 1학기 ‘동물의 한 살이’단원의 쓰기에 한 보조

로그램 개발을 시로 제시하 다.개발된 로그램은 단순히 단원의 내용을 요

약하여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3학년 수 에 맞고 재미있는 메이킹 북 만들기를

통해 친구들과 배운 내용을 서로 이야기해보고 정리해 볼 수 있도록 만든 활동

이다.메이킹 북 활동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근하면서도,

그 주제를 일 되게 개해 나가는 활동이다.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동은

과 그림이라는 두 가지 매체를 활용하여 하나의 주제를 표 해 나가며,언어

아이디어와 시각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창의 인 경험을 하게 되며 각각의 과

정은 창의 요소와 연결되게 된다(변윤희와 김명순,2007).

이처럼 한 단원의 내용을 공부한 후에 메이킹 북을 만들어 으로써 아동은 스

스로 공부한 내용을 검해 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더불어 에서는 ‘개구

리의 한 살이’를 로 들었지만 이외에도 사람의 일생이나 새끼를 낳는 동물,

알을 낳는 동물,배추흰나비의 한 살이를 메이킹 북 만들기로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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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2>마인드맵으로 보조 로그램을 개발한

련단원
3학년 1학기

3.동물의 한 살이
과학 쓰기 활동 마인드맵

과학 쓰기 내용
‘동물의 한 살이’에 해 생각나는 것을 마인드맵으로

간단한 단어나 그림으로 나타내 시다.

동물의

한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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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2> 역시 3학년 1학기 ‘동물의 한 살이’단원의 쓰기에 한 보조

로그램 개발 시이다.개발된 로그램은 단원을 학습하고 난 후 그 단원의

주제에 해 생각나는 것을 마인드맵 형식의 간단한 이나 그림으로 표 하는

활동이다.‘마음의 지도’란 의미의 마인드맵은 인간의 두뇌 속에서 읽고,생각하

고,기억하는 모든 것들을 마치 두뇌 속에 지도를 그리듯이 해야 한다는 독특한

방법으로 시각 형태를 통해서 개념을 조직화,맥락화,심상화하는 창의 인

방법이다(McGarry,1994).학생들은 이러한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공부한 내용

을 정리함으로써 학생들은 많은 양의 학습 내용을 간단히 요약,정리할 수 있으

며 쉽게 기억할 수 있어서 공부한 내용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주제를 ‘동물의 한 살이’로 할 수도 있고,세부 으로 ‘개구리의 한 살

이’,‘사람의 일생’,‘닭의 한 살이’,‘개의 한 살이’,‘배추흰나비의 한 살이’등으

로 정하여 마인드맵으로 표 하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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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3>만들기로 보조 로그램을 개발한

련단원
3학년 2학기

2.동물의 세계
과학 쓰기 활동 나만의 숲 만들기

과학 쓰기 내용
실험 찰 부록에 있는 동물 카드를 이용하여 나만의 숲을

만들어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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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3>는 3학년 2학기 ‘동물의 세계’단원의 쓰기에 한 보조 로그

램 개발을 시로 제시하 다.개발된 로그램은 실험 찰 부록에 있는 동물

카드를 학생들의 경험,지식과 련지어 활용할 수 있게 고안한 활동이다.실험

찰 부록 동물 카드는 하나하나 뜯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그러나 그에 비

해 이의 활용 방안은 많지 않으며 자칫 한 시간 내내 동물 카드를 뜯고 철하고

한번씩 보고 마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의 보조 로그램은 이러한 동물 카드

를 히 활용하여 ‘동물의 세계’단원을 다 공부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동물

들의 특징을 정리하며 학생들이 간단하게 숲이 스 치 되어있는 학습지에 자신

들의 동물 카드를 직 오리고 붙이는 조작활동을 통해 창의 으로 나만의 숲

을 만들 수 있다.하늘,바다,땅에 사는 동물들을 학습지에 붙임으로써 그들이

그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재미있게 정리하고 구조화할 수 있으며 다른 친구들

이 활동한 작품들을 보면서 서로 비교 분석하며 학습한 내용을 재조직할 수 있

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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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4>말 놀이로 보조 로그램을 개발한

련단원
3학년 2학기

2.동물의 세계
과학 쓰기 활동 과학말 놀이하기

과학 쓰기 내용 짝과 함께 주사 를 이용하여 말 놀이를 해 시다.

시 작 !
다리의 수가
4개인 동물 2개

말하기

복의
이동방법?

1번 더!
호랑이의 생김새

특징
2개 말하기

뱀의
생김새
특징
2개
말하기

1번 더!

꽃게의
다리는 몇
개?

땅속에사는
동물1개
말하기

왜가리와
수달이
강,호수로
오는 이유는?

뒤
로
2
칸

붕어와
다슬기의
이동하는
방법의
차이 은?

짝꿍과
가 ,바 ,

보
이기면 이
자리에,지면
뒤로 2칸

왜가리와
수달이
강,호수
로 오는
이유는?

하늘을 나는
동물의
공통

1개 말하기

뒤로 2칸

독수리와
잠자리의
공통
1개
말하기

사마귀
의
생김새
특징
2개
말하기

선생님과
가 ,바 ,보
이기면 한 칸
앞으로

지면 세 칸 뒤로

상어와
물개의
차이 ?

상어와
물개의
공통 ?

땅이
동물에게
제공하는 것
1개 말하기

날개가 없어도
조 은 날 수
있는 동물
2개 말하기

1칸 더

날개가
있어도 날
수 없는
동물 2개
말하기

바다에 사는
동물 허 로
숨을 쉬는 동물
1개 말하기

1칸 더
뱀의 생김새
특징

2개 말하기

붕어와
다슬기의
이동하는
방법의
차이 은?

몸
표면이
털로
덮인
동물
2개
말하기

1번 더!

개구리
의

다리가
나오는
순서는?

성 공 !

몸 표면이
깃털로
덮인 동물
2개 말하기

땅속에사는
동물1개
말하기

독수리와
잠자리의
차이

1개 말하기

뒤
로
2
칸

땅이
동물에게
제공하는
것
1개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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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4>역시 3학년 2학기 ‘동물의 세계’단원의 쓰기에 한 보조

로그램 개발 시이다.사실 3학년 2학기 ‘동물의 세계’단원은 3학년 학생들이

매우 좋아하는 단원이다.학생들이 좋아하고 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동물들에 한 단원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동시에 이 단원은 다

양한 동물에 한 많은 과학 지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단원을

딱딱하고 어렵게 느끼기도 한다.따라서 이 단원을 공부한 후에 학생들은 그들

이 배웠던 많은 지식을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시 정리하고 확

인· 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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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제언

2007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과학 쓰기를 통해 과학 소양을 기를

수 있다고 보고 ‘과학 쓰기’를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그만큼 단 도 없지 않

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7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학 쓰기에

한 교사와 학생의 활용 인식 정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본 연구에 설문한 교사는 과학 쓰기의 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그

요성만큼 장에서는 제 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한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둘째,3학년 학생들에게 과학 쓰기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학년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과학 쓰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수 있는 보조 활동이 필요하다.

셋째,본 연구에서 제시한 쓰기 보조 자료들은 과학을 가르치는 등교사나

학생들에게 단원의 목표에 도달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후속 연구를 하여 몇 가지 제언하려고 한다.

첫째,개발된 자료를 교육 장에서 학생들에게 실제 용해 보고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본 연구는 등학교 3학년 과학과 교육과정을 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

에 다른 학년의 과학 쓰기 활용 정도를 분석해 보고 과학 쓰기를 보조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교육 장에서 과학 쓰기를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능력과 교육 효과

를 얻기 해 그냥 써보는 요식 행 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경험을 과학지식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자료를 개발

할 필요가 있다.

넷째,학생들의 수 에 부합하고 교사에게 수업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학

쓰기 본연의 목표 달성에 도움을 수 있는 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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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ofAssistanceMaterials

andPerceptiononWriting

ActivityofElementary3rd

Sciencein2007Revision

Curriculum

Kim,JeongAh

MajorinElementaryScienceEducation

GraduateSchoolofEducation

JejuNationalUniversity

SupervisedbyProfessorHong,Seung-Ho

This study analyzes teachers and students’awareness and educational

effect,the difficulty ofthe learning science writing by surveying their

degreeofutilizationandperceptionandfiguringoutitsrealconditionsin

education.Thiswassuggestedin2007revisioncurriculum

Throughtheseanalyses,thealternativematerialsaredevelopedformore

effectiveinstructionandeducationaleffects.Especially,sciencewritingof3rd

grade'salternativematerials.Thefirstsemesterandsecondsemesterunits

biologyofsciencewritingmaterialsbelongtobiology.Itissuggestedthat

takesadvantageofdetaildescriptionintheeducationfield.

Developedandassisting materialsareimportanttoapproachthegoalof

teaching teachers and students. It will improve their interes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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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ofsciencebystructuringthecontentstheylearnthroughthe

activity.

Keyword:Elementaryscience,writingactivityofelementaryscience,2007

revisioncurriculum,developmentofAssistance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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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과학 쓰기의 활용 인식에 한 교사용 설문지

<부록 2> 과학 쓰기의 실행 인식에 한 학생용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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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개정 등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과학 쓰기의 활용 인식에 한

교사용 설문지

(개정 등과학 교과 지도 경험이 있는 선생님만 상임.)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2007년 개정 등과학 3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과학 쓰기

활동 분석 보완( 체)자료 개발‘이라는 연구 주제에 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제작한 것입니다.

설문 질문에 한 의견을 선생님께서 평소 생각하고 느끼는 로 솔직하

게 응답해 주신다면,과학 쓰기 활동을 분석하고 보완( 체)자료 개발

연구의 귀 한 자료로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아울러 작성해 주신 설문지

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 목 이외의 다른 목 에

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를 해 귀 한 시간을 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년 11월

제주 학교 교육 학원 등과학 공 김정아 드림.       

  

 1.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2.교직경력 :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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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몇 학년 개정 등 과학을 가르친 경험이 있으십니까?(복수 가능.)

① 3학년 ② 4학년

③ 5학년 ④ 6학년

4.개정 등 과학 교과서 매 단원에 제시되어 있는 과학 쓰기를 어떻

게 지도하십니까?

① 수업시간에 지도를 하고 학생들이 하게 한다.

② 수업시간에 간단히 지도를 하고 과제로 낸다.

③ 시간과 단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할 때도 있고,넘어가기도 한다.

④ 거의 그냥 넘어간다.

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하지 않는다.

5.과학 쓰기를 지도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 이 있습니까?

① 있다.(5-1번으로 가세요.) ② 없다.

5-1어려움을 느낀 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학생들이 쓰기를 싫어해서

② 단원의 내용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③ 시간이 부족해서

④ 기타 ( )

6.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과학 쓰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 효과

는 무엇입니까?

① 과학 사고력(논리 ,창의 ,비 사고력을 포함)신장

② 학생들의 선행 개념 오개념 확인

③ 학생에 맞는 교수방법 개발, 용 자료로 활용

  ④ 의사소통능력 신장

⑤ 기타 ( )

7.과학 쓰기가 학생들의 과학 ,창의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함

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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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조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8.과학 쓰기를 체 혹은 보완할 수 있는 활동으로 학생들의 과학 사

고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활동을 골라 주십시오.(복수 가능.)

① 마인드맵 ② 메이킹북

③ 그림으로 표 하기 ④ 교육연극

⑤ 기타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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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문지는 과학교과서에 있는 과학 쓰기에 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

아보고자 작성된 것입니다.여러분의 성 과 아무런 련이 없으며 결과는

연구 목 이외에는 사용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문제를 잘 읽고 이해

한 다음 성심 성의껏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여러분의 답변은 앞으로 후배

들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조해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제주 학교 교육 학원 등과학 공 김정아 드림.

<부록 2>

개정 등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과학 쓰기의 활용 인식에 한

학생용 설문지 (3,4,5,6학년만 해당함.)

( ) 등학교 ( )학년 (남,여)

1.우리 학교는 어디에 있나요?

① 제주시 동지역 ② 제주시 읍면지역

③ 서귀포시 동지역 ④ 서귀포시 읍면지역

2.과학 교과서에 있는 매 단원의 과학 쓰기를 어떻게 공부하나요?

① 열심히 꼭 한다.

②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③ 하게 되면 충 한다.

④ 아 하지 않는다.

3.과학 쓰기가 여러분의 과학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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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조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4.과학 쓰기를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이 있습니까?

① 있다.(4-1번으로 가세요.) ② 없다.

4-1.어려움을 느낀 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로 표 하는 게 힘들어서

②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③ 시간이 부족해서

④ 기타 ( )

5.과학 쓰기를 신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활동으로 과학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골라주세요.(여러 개 선택 가능.)

① 마인드맵 ② 메이킹북

③ 그림으로 표 하기 ④ 교육연극

⑤ 기타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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