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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conducted science writing activities related to ‘energy and climate change’ for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over 6 weeks, and investigated how their argument structure was
develop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irst, before receiving writing educati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sed argument elements such as claim and reason, but after receiving science writing education
using feedback, the frequency of use of argument elements such as ‘reason, evidece, acknowledgement and
rebuttal’ increased. Second, in the early days of writing, “reason types” were the most common, but
gradually developed into “rebuttal types” that included all argument elements. Third, it was confirmed that
continuous science writing activities and feedback improved the students' level of argument. Forth, as a result
of semi-structured interviews, it was found that constant writing, continuous feedback, and science writingrelated class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s’ argument structure.
Keywords : science museum, science writing, argument structure, feedback, semi-structured interview
요 약 : 이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 글쓰기 활동을 6주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그들의 논증 구조가 어떠한 형태로 발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쓰기
교육을 받기 전 초등학생들은 이유와 주장과 같은 논증 요소를 사용하였으나, 피드백을 활용한 과학 글쓰기 교육을
받은 후 이유, 근거, 반론수용, 반박과 같은 논증 요소의 사용빈도가 증가하였다. 둘째, 글쓰기 초기에 학생들은 주장
과 이유로 이루어진 ‘이유형’의 과학 글쓰기 유형이 가장 많았으나, 점차 주장, 이유, 근거, 반론수용, 반박의 논증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반박형’ 유형으로 발달하였다. 셋째, 지속적인 과학 글쓰기 활동과 피드백은 학생들의 논증
수준을 향상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반구조화된 면담 결과 꾸준한 글쓰기와 지속적인 피드백, 그리고 과학
글쓰기 관련 수업이 학생들의 논증구조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과학관, 과학 글쓰기, 논증 구조, 피드백, 반구조화된 면담

Ⅰ. 서

론

학교에서는 ‘물의 여행’, ‘에너지와 생활’을 중심으로
다양한 탐구 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과학적 사고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통합 주제로 초등

력,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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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의 핵심역

습한 내용이 장기 기억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량을 함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증거에 근거한 논증 활

서, 글쓰기를 통해 학습한 개념을 학습자들만의 새로

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교육부, 2015). 2007 개정 과

운 방법이나 내용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글쓰기는 가

학과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과학 글쓰기가 소개된

치 있는 학습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과

이후, 학습자의 사고 활동을 논리적으로 조직화하고,

학 수업에 과학 글쓰기를 적용하면서 학생들의 과학

학생들의 과학지식 구조화, 과학적 사고력 향상, 과학

글쓰기 수준, 과학 탐구 능력 향상, 과학 교과의 학업

적 태도 형성, 과학 탐구능력 향상을 위한 과학 글쓰

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을 보여주는

기가 강조되고 있다(송윤미, 2012). 과학글쓰기는 과

연구도 진행되었다. 권순희(2012)는 과학 글쓰기를

학을 소재로 하여 과학 논설문이나 설명문, 감상문,

통해 과학적 문제해결 과정을 학습하고, 과학 글쓰기

실용문 등을 쓰는 활동이며, 과학 수업 시간에 경험하

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이

는 탐구 활동을 과학적 사고로 인식하고 그것을 글로

향상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박정은 등(2009)은 과

표현함으로써 초인지 기능을 습득할 수 있다(천재훈

학 글쓰기를 할 때 논증 구조 교육을 도입하면 학생들

과 손정우, 2004). 이 때문에 과학 학습에 있어 과학

의 논증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과학적 사고력까

글쓰기는 효과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 사고

지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보

력을 함양할 수 있고(구슬기와 박일우, 2010), 과학적

았다. 정민이와 여성희(2013)는 과학 글쓰기 모형을

탐구력 향상에 효과적이다(Gunel et al., 2009;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 수업에서 학업 성취수준

Welington & Osborne, 2001).

에 상관없이 모든 학습자들의 과학적 소양 함양에 유

과학 글쓰기는 일반적인 글쓰기와는 달리 논리적

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변정

사고력 및 창의적 사고력이 요구되고, 사고의 내용이

호 등(2011)은 일방적으로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

자연 현상에 맞춰져 있으며, 학습 소재로 사실이나 법

이 아닌, 스스로 참여하고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

칙 등이 주로 사용된다(황신영, 2011). 이러한 과정을

로 표현하는 수업을 하면 과학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

통해 과학 글쓰기는 정보를 조직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추론 기술을 사용하게 되고, 과학 현상을 기술하면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과학 글쓰기 수업은 학생

논증을 만들 수 있다. 즉, 학생들은 과학 글쓰기와 같

들의 인지수준 발달, 과학개념 이해, 논증 및 글쓰기의

은 논증 과정을 통해 과학적 지식과 명제의 구성 방법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남정희 등, 2008).

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Bell & Linn, 2000). 논증 과

그러나 이러한 과학 글쓰기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을 통해 개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논증을 할

학생들이 과학 수업 시간을 통해 과학의 본성을 이해

때 정보를 선별하는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면(위

할 수 있고,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논증 기회가

수민 등, 2014; O’Donnell & King, 1998), 학습자는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박영신, 2006).

논증 활동을 통해 과학 지식뿐만 아니라 과학 학습,

또한 과학에서 글쓰기는 주로 ‘과학 학습을 위한 글쓰

언어의 역할, 과학 문화,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까지

기(Writng to Learning Science)’ 또는 과학 개념의

과학 지식 구성 과정 중에 배울수 있는 기회를 얻게

이해 및 기억의 수단, 그리고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도

된다(Osborne et al., 2004).

구로 인식되고 있다(Ellis, 2004; Prain, 2006). 이것

그동안 과학 글쓰기와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형태

은 글쓰기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가르쳐야 할 내용이

와 방법을 통해 전개되어 왔다. 이에 대한 국내 외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는 데에서 비롯된

선행연구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Prain and Hand

문제일 것이며(김은정, 2020), 이 때문에 교사들은 학

(1999)는 과학 글쓰기 활용 수업에서 학생들이 과학

생들에게 과학 글쓰기 교육을 위한 목표 및 교육 내용

개념에 더 애착을 갖게 되었고, 과학 수업에 대한 인

수립을 위한 측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식도 더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

가 분명하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다.

․

고 Raimes(1983)와 Nunan(1999)은 학습자는 자신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과학 글쓰

이 학습한 내용을 글쓰기를 통해 표현하기 때문에 학

기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정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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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와 여성희, 2013), 과학 글쓰기와 관련된 수업을

생의 과학 글쓰기의 변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 글쓰기 수

루어지지 않았다(위수민 등, 2014). Maloney and

업 후 그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Simon(2006)은 어떤 흐름으로 학생들이 과학 글쓰기
수업 중에 그들의 논증을 발달시키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학생들은 논증 과
정을 통해 특정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유를 만들
어 가고, 그들의 관점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며, 다른
의견들에 대해 도전하고 대안을 발표함으로써 학습내
용과 관련된 언어에 숙달되게 되며, 결국 명확한 개념
이해를 하게 된다(남정희 등, 2008). 따라서 과학 교
육의 중요한 목표는 논증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
고, 이러한 논증 활동이 일어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
말과 글 즉, 언어이기 때문에 이는 상호간의 대화나
글쓰기를 통해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박정은 등,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과학 글쓰기 연구들
은 과학 글쓰기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해 주지 못하였으며, 초등학생
들의 논증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한 연
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학 글쓰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효용성을 고려했을 때, 과학 글쓰기
교육이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과학 글쓰기에서의 글쓰
기 교육 방법의 실행 방법에 대한 균형적인 논의가 필
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
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와 기후변화와 관
련된 과학 글쓰기 활동을 6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6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는 2020년 3월 말∼5월 초까지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6주간에
걸쳐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은 모두 서
울특별시 S 과학관 수업 프로그램인 ‘과학 실험반’ 학
생들로 남학생 10명, 여학생 4명, 총 14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모두 이 연구에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과학 수업 이
외에 논술과 관련된 글쓰기 수업은 따로 받아본 적이
없으며, 학업 환경, 가정 환경 및 부모의 소득수준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고, 타 지역에 비해 학업성취도
나 학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학업 성취도 수준은 중상
위 수준이었다.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학생들 중 연구 기간 중에
결석으로 인해 한 번이라도 자료가 누락되거나 글쓰
기 태도가 불량하여 과학 글쓰기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총 8명의 과학 글쓰기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 맥락은
Table 1과 같다. 그리고 과학 글쓰기 수업이 모두 끝
난 후 이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 글
쓰기 수업에 대한 인식을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연
구를 진행하였다.

주 동안의 과학 글쓰기 활동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논
증 구조 및 유형을 분석하고 그 변화 과정 추적을 통
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과학 글쓰기 교육 방법을 제
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학 글쓰기 수행 과정과
매주 지속적인 개별 피드백을 제공함에 따라 초등학

2. 과학 글쓰기 프로그램 개발
과학 글쓰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논제의 선
정’과 ‘진행방식의 선정’이라는 두 가지 큰 기준이 필
요하다. 이는 연구 참여자와 연구 목적에 따라 구분되

Table 1. 연구 참여자 맥락
학생명

배경
A

B

C

D

E

F

G

H

I

J

성별

남

남

남

남

여

남

남

여

여

여

과학 성취도

상

상

상

상

상

중상

중

중상

중상

중

글쓰기 교육 경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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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먼저 논제를 선정 할 때에는 가급적 연구

주차 주제에 맞는 글을 작성하게 하였다. 또한 학생들

참여자의 지식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거나 일상에서 경

이 작성한 글쓰기에 대해 Williams and Colomb

험할 수 있는 친숙한 내용을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2007)의 논증구조와 관련한 피드백을 빠짐없이 제공

전문가 타당도를 위해 2020년 2월∼3월까지 초등학

하였다.

생들의 과학 글쓰기 교육을 위하여 본 연구자를 포함
하여 과학교육 전문가 3인이 정기적으로 세미나에 참
여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 보완하면서 타당도를

3. 검사 도구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전문가

1) 논증적 글쓰기 분석틀

에 의한 타당도(CVI)는 .85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이 연구에서는 Williams and Colomb(2007)이 제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주제는 2015 개정 과학

시한 논증 구조를 중심으로, 김현미(2014)와 한신

과 교육과정 중 ‘지구의 환경’, ‘전기 안전’의 초등학

(2020)이 제시한 논증 구조 유형을 분석틀로 사용하

교 내용 요소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과학 글쓰기 활동
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친숙한 주제라고 판단하

였다(Table 3). Williams and Colomb(2007)의 논증

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하여 6주간에 걸쳐 실시한 과

요소는 ‘주장(claim), 이유(reason), 근거(evidence),
추론규칙(warrant), 반론 수용(acknowledgements)

학 글쓰기 주제는 Table 2와 같다.

과 반박(rebuttal)’이며, 그 논증 요소 중 ‘추론규칙

과학 글쓰기 수업은 총 6주 동안 진행하였으며, 수

(warrant)’은 글쓴이와 독자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원

업 시간 동안 학생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형식으

칙이기 때문에 논증 구조 유형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

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논증 수준
을 파악하기 위해 1주차 때는 논증과 관련된 교육 없

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이 글쓰기 제시문과 논제를 제시한 후 글을 작성하게

2) 반구조화된 면담 도구

하였으며, 2주차부터는 William and Colomb(2007)

논증 구조 발달 요인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이 제시한 논증 구조에 대한 수업을 진행 한 후, 2∼6

선행연구들(유병호, 2019; 위수민 등, 2014; 한제준,
2013)을 토대로 면담 문항을 선정하였다. 선행연구
조사는 논증 및 논증활동을 분석한 연구 중 ‘심층면

Table 2. 수업 일시와 글쓰기 주제
수업 일시

글쓰기 주제

담’을 통해 질적 연구를 진행한 연구를 중심으로 조사
하였다.

1주(3.25)

지구 온난화를 낮추기 위한 온실 가스
배출 감축 필요성

생의 눈높이에 맞게 검토, 보완하고 과학교육 전문가

2주(4.01)

지구 온난화 예방을 위한 수소,
전기자동차 개발 필요성

4인의 신뢰도를 확보하여 면담 도구를 선정하였다.

3주(4.08)

화력 발전소 건설 문제

4주(4.15)

여름철 에어컨 사용에 관한 문제

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면담
(semi-structured interview)의 형태로 면담의 주요

5주(4.30)

기후변화로 인한 우주 개발 필요성

6주(5.07)

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초등학

특히 여러 명의 연구 대상자들 간의 비교 가능한 자료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주요 질문 내용은 Table 4와
같다.
면담은 과학 글쓰기 수업이 종료된 후, 개별로 이

Table 3. 논증 구조 유형 분석틀
유형

주장형

이유형

근거형

논증 구성 요소

주장(C)

주장(C), 이유(R)

주장(C), 이유(R),
근거(E)

반론수용형

반박형

주장(C), 이유(R),
주장(C), 이유(R),
근거(E),
근거(E), 반론수용(A),
반론수용(A)
반박(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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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범주 및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 내용
범주

질문 내용

과학 글쓰기 발달에 영향을 준 요인 ․ 과학 글쓰기가 발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학 글쓰기에 대한 인식

․ 과학 글쓰기를 왜 배워야 할까요?
․ 논증구조를 바탕으로 글쓰기를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과학 글쓰기 개선방안

․ 논증구조를 바탕으로 글쓰기를 했을 때 어려웠던 점은 어떤점이 있었나요?

루어졌으며 20∼30분 정도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면
담자료는 녹음과 전사과정을 거친 후, 4명의 교육전

하여 6주 동안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과학 글쓰기 활
동을 진행하였다. 1주차에는 과학 글쓰기에 대한 교

문가들이 분석하여 신뢰도를 확보하고 그 의미를 정

육 없이 주제와 제시문만을 제시한 후 글쓰기 활동을

리하였다. 특히 면담 대상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말

진행하였으며, 2주차부터는 Williams and Colomb

하는 내용이 주제를 벗어나거나 추상적일 경우에는

(2007)이 제시한 논증구조모형을 토대로 글쓰기 교육

추가 질문을 통해 연구의 방향을 올바르게 이어갔다.

을 실시한 후 글쓰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6주 동안 진

또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녹음장비
를 면담 전에 미리 설치 및 동의를 구하고, 녹음에 대

행된 논증적 글쓰기 결과물은 논증구조 분석을 통해
논증 요소와 유형별로 구분하였으며, 6주 간의 변화

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다.

를 바탕으로 논증구조의 발달 정도를 알아보았다.

4.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Williams and Colomb(2007)의 논
증구조 유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과학 글쓰기 활동
에서 나타난 과학 글쓰기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논증
구조 발달 및 논증구조 유형 분석을 위해 과학 글쓰기
자료들을 먼저 분석하였고, 분석틀에 나타난 논증 구
조 유형에 따라 분석된 글쓰기 자료들을 대상으로 논
증 구조 유형을 분류하였다.
4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논증 구조 유형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4인의 전문가 각자가 개별적으로
글쓰기 결과물을 분석한 후 논증 구조 유형을 판단하
였다. 전문가 집단의 구성은 글쓰기 주제와 관련된 교
과교육학 박사 1인과 교수 1인, 그리고 과학 논증 관
련 연구 경험이 있는 과학교육 박사 1인 그리고 초등
교사 1인으로 하였다. 그리고 4인의 전문가 집단 분
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때는 4
인이 논의를 통해 그 유형을 판단하였다. 이때 4인의
평가자 간 신뢰도는 Cronbach α=.81로 높은 신뢰도
를 보였다.

1) 논증 요소 사용 빈도 변화
초등학생들의 논증 요소 사용 빈도는 Fig. 1과 같
다. 논증적 글쓰기에 사용된 논증요소의 사용빈도는
차시별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주차에는
주장 8개와 이유 10개만 사용되었으나, 6주차에는 다
양한 논증 요소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논증 요소의 분포가 ‘주장’과 ‘이유’에 대부분 편중되
어 있던 처음과는 달리 수업이 진행 될수록 ‘근거, 이
유-근거, 반론수용’의 사용빈도가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꾸준한 글쓰기를 통해 논증 요소들에 대
한 이해도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논증 요소들을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선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논증 구조 발달 분석
초등학생들의 논증 구조 발달 정도를 확인하기 위

Fig. 1. 초등학생들의 차시별 논증요소 사용 빈도
(단위: %)

․

252

․

한신 김중한 김형범

에너지기후변화교육 10권 3호

행연구(강경희, 2018; 위수민 등, 2014)에서 꾸준한

그리고 이유, 근거, 반론수용과 관련된 논증 요소도

글쓰기는 초등학생의 논증적 글쓰기 수준 향상에 긍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장, 이유, 근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거의 변화양상을 나타내는 그래프의 변화폭과 비교했

위 자료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유’

을 때 발달양상이 일관되지 않고 불안정한 경향을 보

의 감소와 ‘근거’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근거

인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

의 사용 비율에 대해 Williams and Colomb(2007)은
글 전체에서 근거의 사용 비율이 1/3보다 작다면 이

이 반론수용과 반박이라는 논증요소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논증적 글쓰기에

유를 뒷받침할 만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며, 2/3가 넘는다면 근거가 너무 많은 것으로 설명했

있다.

다. 근거의 사용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보
이는 차시에서도 평균 약 24%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

2) 논증구조 유형별 발달 정도

므로 근거의 사용량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논증구조의 유형은 논증구조를 이루는 각 요소들
의 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Williams

바로 근거사용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and Colomb(2007)이 제시한 논증구조를 이루는 요

이는 학생들이 주장을 뒷받침함에 있어 주관적인 의

소 중, 글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추론규칙

견에만 의존하던 초기에 비해 객관적 사실 정보를 적

(warrant)을 제외한, 주장(claim), 이유(reason), 근거

극 활용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현

(evidence), 반론 수용(acknowledgements)과 반박

미(2014)는 이유에 따른 근거를 많이 제시할수록 글
의 설득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으며, 서성

(rebuttal)의 총 5가지 구성요소의 조합을 바탕으로,
예비연구를 거쳐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도록

교(1999)는 주장과 근거를 1:1의 비율로 구성할 것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제안하며 근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6주 간

매주 진행된 학생들의 논증적 글쓰기 자료를 논증

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근거의 사용 비율이 증

유형별로 분류하였으며, 분류된 자료는 Table 5와 같

가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교수학습

다. 아무런 교육 없이 글쓰기를 진행한 첫 번째 글쓰

에 적용하여 보다 오랜 기간 꾸준한 글쓰기수업을 진
행한다면, 학생들의 논증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에서는 주장과 이유로 이루어진 ‘이유형’이 7명으
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과학 글쓰기 교육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근거사용의

과 피드백을 주면서 진행한 2∼6시 동안 가장 큰 증

필요성을 인지하고 근거를 논증의 요소로써 활용한

가 빈도를 보인 것은 모든 논증요소가 사용된 ‘반박

경우라고 하더라도,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자신이

형’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글쓰기 수업을 꾸준하게 진

추측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

행하면 학생들의 논증 유형 발달에 긍정적이며, 특히

었다. 이는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감소시키므로(김현
미, 2014), 보편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 또

단순한 논증구조를 사용하거나 논증에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생일지라도 논증 유형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5. 차시별 논증 유형 발달 정도
차시

논증
유형
(명)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5차시

6차시

주장형

1

0

0

0

0

0

이유형

7

2

4

3

2

0

근거형

0

0

0

0

0

0

반론수용형

0

4

2

1

0

1

반박형

0

2

2

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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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글쓰기 활동 초기에 가장 많은 논증 유형이

육은 받아본 적은 없었으나, 수업 시간에 자신의 의견

었던 ‘이유형’의 경우, 일반적인 학생들의 글쓰기에서

을 자유롭게 발표를 잘하며, 과학과 관련된 주제에 매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라 판단된다. ‘이유’

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었다.

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연구 참여자 A와 G의 1주차 글쓰기에서는 Fig. 2

주장과 이유로만 구성된 논증은 객관적 사실이나 정

및 Fig. 3과 같이 단순하게 자신의 주장과 함께 이유

보의 활용 없이 글쓴이의 생각 위주로 작성되는 경향
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증 방식은 올바른

를 간단하게 서술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글은 연구 초
기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

논증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과학 글쓰기 교육을 통

는 글쓰기 유형이며, 이러한 논증 방식은 글쓴이의 생

해 학생들은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글쓰기 방식의 문

각을 위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논증으로 볼

제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교사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 없다.

반영하면서,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함과 동시에

하지만 논증 관련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주장

논증적으로 완성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형, 이유형의 유형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학생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논증방식이 주장과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주장, 이유, 근거의 논증 구

이유로 이루어진 단순한 형태이지만, 꾸준한 논증구

성 요소를 사용하는 ‘근거형’은 수업이 종료가 될 때

조 수업과 피드백은 학생들이 자신의 평소 글쓰기 방

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객관적인

식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피드백 결과를 적극적으로

사실인 과학이론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반영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위수민 등

알고 있는 과학이론일지라도 그 사실 정보를 주장에
대한 뒷받침 요소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로 볼 수 있

(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피드백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라 판단된다.

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기존의 글쓰기 교육이 국어의

Fig. 4와 Fig. 5는 연구 참여자 A와 G의 6주차 글
쓰기 예시 자료이며, ‘반박형’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반박형’은 주장, 이유, 근거, 반론수용 및 반박이 모
두 드러난 글이다. 따라서 이러한 글은 보이지 않는
독자의 생각을 고려할 수 있는 보다 높은 논증적 사고
의 시작을 의미하며,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함과

영역으로 한정되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초
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민병곤, 2001), 학생들은 증
거를 찾아 자신의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드는 논
증적인 활동과 글쓰기 활동은 별개로 여기기 때문이
라고 판단된다. 이를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해보면
학생들은 실험을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과 과학 이론
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지식으로 따로 기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는 대부분 실험과 관찰활동으로 구성
되어 제시된 자료를 해석하고 연결하는 과정이 필수
적이라는 점에서(김영대, 2015) 논리적인 연결과정인
논증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과학수업에 있

주장(C)

― 왜냐하면 →

이유(R)
온실가스가
많으면 기온이
올라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온실가스
양을 줄이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

Fig. 2. 연구 참여자 A의 1주차 글쓰기(이유형)

어서 학생들이 논증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꾸
준한 논증적 글쓰기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준다.

2. 글쓰기를 통한 논증 수준의 발달
초등학생들의 논증 수준의 발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1∼6주까지의 글쓰기 자료를 분석하고 비교하였
다. Fig. 2와 Fig. 3은 연구참여자 A와 G의 1주차 글
쓰기 자료이고, Fig. 4와 Fig. 5는 6주차의 글쓰기 분
석 자료이다. 연구 참여자 A와 G는 글쓰기에 대한 교

주장(C)
나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
가스를 줄이는
것에 찬성한다.

― 왜냐하면 →

이유(R)
온실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Fig. 3. 연구 참여자 G의 1주차 글쓰기(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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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규칙
(W)
주장(C)

원자력 발전은
유지해야 한다.

~ 라고
주장한다.

이유(R)

근거(E)

R1: 원자력발전은 한번
발전하는데 돈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E1: 화력발전에 비해 한번에 에너지를 만드는
양도 많을뿐더러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R2: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적인 에너지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 라는
이유
때문에...

E2: 화력발전소에서는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지만, 원자력발전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기 때문이다.

반론 수용(A)과 반박(Rt)
A1: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꺼려하지만,

Rt1: 사실 방사능은 우리
주변 모든 물건에서도
나온다.

A2: 핵 폐기물에서
방사능이나 오염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Rt2: 아직은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연구가
적어서 생기는
문제이므로 더 많은
연구를 하면 가능할
것이다.

Fig. 4. 연구 참여자 A의 6주차 글쓰기(반박형)

추론규칙
(W)
주장(C)

이유(R)

저는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
에너지
개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R1: 원자력발전소가 폭파
또는 파괴되는 그 안에
있던 내용물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 라고
주장한다.

근거(E)

~ 라는
이유
때문에...

반론 수용(A)과 반박(Rt)
A1: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으로 만드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의 23%로 많지 않고, 다른
에너지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Rt1: 하지만 다른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더 많이 하면 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에 반대합니다.

Fig. 5. 연구 참여자 G의 6주차 글쓰기(반박형)

E1: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될 때 그
인근 지역 사람들은 죽거나 장애인들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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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논증적으로 완성된 형태의 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학 글쓰기 유형이 논증적 과학 글쓰
기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유형이 모
든 초등학생들에게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피드백이 학생들의 논증구조 발달
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Fig. 6은 Williams and Colomb(2007)의 논증구
조에 맞춰 논증 수준이 어떻게 발달되어 가는지를 나
타내는 자료이다. 연구 참여자 D의 논증 유형 발달과
정을 살펴보면 처음 1∼3주 동안은 주장 1개와 이유
1개로 이루어진 단순한 논증 유형을 보이지만, 4주
이후로 근거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서서히 완성된 논
증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은 연구 참여자 D가 작성한 과학 글쓰기 자료의 일
부분이다.
․ 1주차: (주장) 나는 반대한다. 온실가스를 줄이면
서 지구 온난화를 예방한다고 하는데, (이
유)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들어지기 때문
이다.

가능성과 막대한 비용, 미래에 대한 보장
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
들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우주 개발은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 6주차: (주장) 나는원자력발전을 유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 (근거) 러시아
나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해 피
해를 주는 것처럼, (이유) 만약 원자력발
전소가 사고로 인해 폭발하거나 방사능이
퍼져 많은 인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도 있고, 돌연변이가 생겨 사람들이 피해
를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론수용) 지
금은 대체할 발전소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반박) 태양발전소나 바람으로 전
기를 만드는 기술을 사용해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 자료에 나타난 것과 같이 연구 참여자 D의 1주
차 글쓰기에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온실가스 줄이
는 주제에 대해, 연구 참여자 D가 평소 작성하던 글

․ 5주차: (주장) 나는 우주개발이 인류에게 필요하

의 형태 대로 주장과 이유로 구성된 단순한 논증 형태

다고 생각한다. (이유) 그 이유는 중 가장

로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4주차부터 연구 참여자

큰 문제는 지구온난화인데, 만약 지구온난

D는 본격적으로 주장, 이유, 근거를 구분한 논증 형태

화가 너무 커지면 인류는 지구에 생존할

를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5주차와 6주차에 이르러서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주 개발로 다른

는 반론 수용과 반박 모두가 드러난 글로 발달시켰다.

행성에 정착하여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연구 참여자 D의 답변이다.

(근거) 실제로 나사에서는 지구온난화가
지속되어 인류가 생존하지 못할 때를 대

․ 연구 참여자 D 인터뷰: 처음에는 주장과 이유만

비하여 인류가 정착할 다른 행성을 찾고

넣었는데 선생님이 잘못된 부분을 말해줘서 계속

있다. (반론수용) 하지만 신문에서는 성공

고치다 보니 글이 늘게 된 것 같아요.

1주차
주장

←

2주차
이유1

주장

←

3주차
이유1

주장

←

4주차
이유1

주장

←

5주차
이유1
↑
근거1

주장

←

6주차
이유1
↑
근거1

주장

←

↑

↑

반론수용

반론수용
↑
반박

Fig. 6. 연구 참여자 D의 논증 유형 발달 과정

이유1
↑
근거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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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데, 단순하게 학생들에게 글쓰기 기회만 제

․ 연구 참여자 A: 처음에는 글을 그냥 적었는데, 이
유나 근거나 반박 같은 걸 알게 되어서 배운 구조

공하는 것을 넘어 교사들이 체계적으로 피드백을 해

대로 글을 적다보니 글이 잘 써지게 된 것 같아요.

이러한 결과는 연구 참여자 D와의 인터뷰에서도

주었을 때 글쓰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
과는 한신(2020)과 위수민 등(2014)이 연속적인 글쓰

․ 연구 참여자 H: 학교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을 배

기 훈련을 통해 논증구조와 논리 전개 방식을 향상시
킬 수 있다고 하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웠는데 여기서 근거 같은 걸 자세히 배우니까 글

3. 초등학생들의 과학 글쓰기 교육에 대한 인식
논증 유형 발달에 영향을 준 요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정리하였다. 주요 질
문 내용은 ‘논증적 글쓰기가 발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요?’이며, 면담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들의 과학 글
쓰기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먼저, 학생들은 꾸준한 글쓰기 훈련과 지속적인 피
드백이 논증 유형 발달에 도움이 된 것으로 인식하였
다. 첫 시간에는 학생들은 주장과 이유로만 구성된 글
을 작성하였으나 글쓰기 수업이 진행될수록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나가면서 논증 유형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많은 학생들이 응답하였는데, 이
러한 응답은 교사의 꾸준한 글쓰기와 피드백이 학생
들의 과학 글쓰기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이러
한 결과는 단순히 논증 기회만 제공해서는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없으며, 꾸준하고 체계적
인 과학 글쓰기 교수방법이 필요하다. 이는 위수민
등(2014)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꾸준한 글쓰기 훈련과 지속적인 피드백이
논증 유형 구조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연구
참여자 G의 답변이다.

을 더 잘 쓸 수 있는것 같아요.

셋째, 과학 글쓰기 교육의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수업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논증
적 글쓰기를 더 잘하기 위해 과학 글쓰기 수업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면 좋을지에 대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어려웠던 점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으로는 논증 요소
들, 특히 근거를 찾는 과정, 반론수용과 반박을 쓰는
과정이 어렵고, 또한 글을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학생들은 글 쓰는 시간
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한시간 안에 글을 작성해야
하는 시험에 응시했을 때 제대로 끝낼 수 없을 것이라
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다. 이는 아직 논증적 글쓰기
에 완전히 익숙해 지지 않은 학생들이 논증 요소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학생들이 꾸준히 과학 글쓰기
활동을 통해 과학 글쓰기에 익숙해진다면 완성된 글
을 더욱 빨리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논증 유형 수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
견으로 학생들은 한 시간에 모든 논증 요소들을 배우
지 말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배워나간다면 더욱 이해
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
은 관련 주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시간이 충분하
면 좋겠다는 의견과 수업 횟수를 더 많이 늘린다면 더
욱 발달할 것이라는 응답 또한 있었다. 다양한 의견

․ 연구 참여자 G: 반론이나 반박 같은걸 어떻게 적
어야 할지 몰랐는데 계속 선생님이 수정해 주신
대로 적다보니 알 것 같아요.

중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논증 요소를 순차적
으로 배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논증구조의 발달
이나 교수법을 개발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그
연구대상이 고등학생이거나(김정배, 2013; 박정은 등,

둘째, 논증 요소 및 논증 유형과 관련된 과학 글쓰

2009; 유병호, 2019), 예비교사 혹은 현직교사(강경

기 수업을 듣고 난 후, 학생들은 글쓰기를 더욱 체계

희, 2018; 위수민 등, 2014)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초

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강경희

등학생과 이해도 면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판

(2018), 위수민 등(201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단된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이해 수준에 맞게 논증 요

다음은 논증적 과학 글쓰기 수업에 참여했던 연구 참
여자 A, H의 답변이다.

소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교수법은 대상의
수준을 고려한 효과적이 교수법 중 하나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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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와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 글쓰기 활동을 6주
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그들의 논증 구조가 어떠한 형
태로 발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
등학생들의 글쓰기에 나타난 논증구조 발달 과정을
논증 요소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글쓰
기 활동이 종료된 후 과학 글쓰기 수업에 대한 인식을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
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글쓰기 교육을 받기 전 초등학생들은 이유와
주장과 같은 논증 요소를 사용하였으나, 피드백을 활
용한 과학 글쓰기 교육을 받은 후 이유, 근거, 반론수
용, 반박과 같은 논증 요소의 사용빈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매 시간 과학 글쓰기와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이 논증요소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고, 다양
한 논증 요소들을 활용하는 능력이 발달하였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특히, 학생들은 근거의 사용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이 객관적 사실 정보를 적
극 활용하여 설득력 있는 글쓰기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글쓰기 초기에 학생들은 주장과 이유로 이루
어진 ‘이유형’의 과학 글쓰기 유형이 가장 많았으나,
점차 주장, 이유, 근거, 반론수용, 반박의 논증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반박형’ 유형으로 발달하였다. 글쓰기
초기에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이유형은 글쓴이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주관적인 판단인 이유로 구
성된 올바른 논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지속적인
글쓰기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글쓰기 문
제점을 파악하여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고, 점
차 논리적으로 완성된 형태인 반박형으로 발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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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론수용’ 및 ‘반박’의 증가는 상대방의 반론에
대해 대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자신의 주장을 더욱 설
득력 있게 만들어 나가는 보다 고차원적인 논증활동
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반구조화된 면담 결과 꾸준한 글쓰기와 지속
적인 피드백, 그리고 과학 글쓰기 관련 수업이 학생들
의 논증구조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과학 글쓰기 활
동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체
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배운 내용
을 복습하고 요약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과학과 교육목표 중 하나로 과
학 글쓰기를 포함하여 관련 교수법 개발에 대한 관심
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
학교육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의 과학 글쓰기와 논증요소 및 논증
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교사들이 과학 글쓰
기 수업을 진행할 때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과학 글쓰기의 흐름과 그
내부에서 논증요소의 연결 고리를 파악해 학생들의
글쓰기 활동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과학 글쓰기 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 학생들
의 성향을 고려한 글쓰기 전략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
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의 성향
은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교사가
직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
향을 고려하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과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지속적인 과학 글쓰기 활동과 피드백은 학생
들의 논증 수준을 향상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6차
시 동안의 논증적 글쓰기 결과 ‘주장’과 ‘이유’는 감
소하였으며, ‘근거’, ‘반론수용’ 및 ‘반박’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이유’의 감소와 ‘근거’의 증가
는 이유에 대한 근거의 사용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
음을 의미하며 이는 주장을 뒷받침함에 있어 주관적
인 의견에만 의존하던 초기에 비해 객관적 사실 정보
를 적극 활용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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