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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지식기반 사회에서 흔히 교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학생들의 맹목적인 지식의 수용 능
력을 길러주기보다는 지식의 생성능력 향상에 도
움을 주는 것이다(박재화, 2014). 과학의 본성 면에
서도 과학 지식이란 절대 불변의 것이 아니라, 새
로운 연구와 발견에 의해 계속 변해가는 것이므로
과학 지식 자체를 수용하기보다는 과학지식이 생
성되는 과정과 방법이 더욱 중요하다(강인애, 1997). 
이 과정에서가설을검증하기위해실험설계를하는
것은 과학 탐구능력 중 하나로 과학적 사고력을 향
상시키는데중요한과정이며(Martin, 1997; McPherson, 
2001), 기존의 개념이나 방법을 새롭게 조합하기 위
해 창의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창의성 함양에도 효
과적이다(권용주등, 2003; 김영채, 1999; 정진수, 2008; 

McPherson, 2001).
그러나 초등학생들은 탐구 주제와 관련된 변인

을 제대로 파악하고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
고, 여러 변인을 통합하여 실험 설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김선자와 최병순, 2005). 이는 과학교육
현장에서 많은 교수-학습 모형과 수업 전략이 과학
적 지식을 생성하기보단 이미 밝혀진 과학 이론과
법칙을 전달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
고(권용주 등, 2004; 김선자와 최병순, 2005), 초등학
교에서 실험 설계는 대부분 교사에 의해 제시되는
형태가 67.8% 관찰되었고, 실험 설계조차 없이 교
사에 의해 제공된 실험 도구로 실험에 착수하는 경
우도 14.4%(양일호 등, 2006)에 이르는 등 초등학생
들의 실험 설계능력 부족의 원인으로 교사의 일방
적 수업 진행 방식을 들 수 있다.
한편, 오늘날 사회에서 요구되는 또 다른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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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역할 중 하나로 과학지식의 기계적 습득보
다는 필요한 정보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정보처
리 능력과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
이다(이현자 등, 2007; 홍정림, 2001). 이에 따라 핵
심역량 중심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학과
의 목표를 자연현상과 사물에 대해 호기심과 흥미
를 가지고, 과학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탐구
능력의 함양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
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소양을
가지는 것에 두고 있으며, 과학 교과의 핵심 역량
에 과학적 문제해결력과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을
함께 포함시켰다(교육부, 2015). 하지만 이처럼 의
사소통능력이 과학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 위주의 주입식 과학 학습
과 직접적인 체험 활동에 치중한 나머지 과학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활발한 의사소통은 거의 이뤄
지지 않고 있다(장신호, 2004).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브레

인스토밍의 변형된 기법인 브레인라이팅의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학생들의 의사결정과
창의력 개발을 위한 토론 기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과 창의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송창석, 2011). 브레인라
이팅은 전체 또는 소집단의 구성원들이 문제 해결
을 위한 방법이나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여러 장
의 카드에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진행자(교사)나 소집단 구성원(학생)들이 일정한 분
류 기준에 따라 수집된 카드를 분류하여 게시판 또
는 전지에 부착하는 의견 수렴․발표의 한 방법이
다(Rohrbach, 1969; Levitt & Housley, 2002). 브레인
라이팅 과정을 통해서 제시되고, 수렴된 의견은 그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나 대안이 될 수 있
고, 주제별 토론 또는 그룹토론의 소주제로 활용될
수 있다(송창석, 2011). 하지만 이와 관련한 브레인
라이팅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미흡하고 국어, 사회
과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신 브레인라
이팅과 유사한 브레인스토밍 수업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한 수업이 강
의식 수업보다 창의적 사고력 신장에 효과가 있고
(유봉현, 2001; 정우정, 2000), 브레인스토밍 수업을
받은 학습자들이 그렇지 않은 학습자보고 학습동기
가 높고, 특히자신감과만족감이높다(최경실, 2005)
는 결과가 있다. 브레인라이팅은 브레인스토밍과

아이디어 산출 방법이 다를 뿐, 같은 발산적 사고
기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하는 원리는 동일
하다고 볼 수 있다(김미소, 2018). 이런 특징을 가진
브레인라이팅이 초등학교 과학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적용을 통해 학생들의 실험 설계
능력과 과학적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단 구성원의 활발한 상호
작용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브레인라이팅 기
법을 초등 과학 수업에 적용해 보고, 학생들의 실
험설계능력,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N초등학교 4학

년 2개 학급 중 비교반(24명)과 실험반(24명) 각각
1학급으로 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브레인라이팅을 활용한 과학 수업 전략의

개발과 적용

1) 브레인라이팅을 활용한 수업 전략의 개발

브레인라이팅을 활용한 수업은 기존 브레인라이
팅 토의․토론 수업 모형(정문성, 2004)을 중심으로
현장교사 3명과 과학교육 전문가와 함께 협의하여, 
초등과학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여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제인식, 탐색, 실행, 
평가 4단계로 재구성하였다.

(1) 문제인식

학급의 구성원을 4명으로 나누어 소집단을 구성
한다. 이때, 진단평가 점수로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
성했다. 각 소집단에 제공되는 준비물은 모둠보드

Table 1. Number of students in the experiment and comparison 
classes

구분
학생수(%)

계
남자 여자

실험반 11(45.8) 13(54.2) 24(100)

비교반 11(45.8) 13(54.2) 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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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1개와 학생들의 브레인라이팅 활동을 돕는 학습
지, 과학생각카드 1인당 3장씩 총 12장을 제공한다. 
준비물 배부 후 교사는 수업하고자 하는 내용을 질
문형태로 제시한다. 이때 실험에서 제공되는 실험
준비물은 미리 제시한다.

(2) 탐색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하는 질문을 보고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각자의 의견을 과학생각카드에 기
록한다. 1개의 카드에 1개의 문제해결방법을 작성
하게 하여 혼란이 없도록 한다. 개별적으로 작성한
과학생각카드는 작성하는 대로 1장씩 모둠보드판
에 내려놓는다. 활동은 비경쟁적이고 협동적인 분
위기 속에서 진행한다. 비경쟁적이며 협동적인 소
집단 구조에서 하위 그룹 학생의 경우, 다른 친구
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자신의 의견을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후 구성원 각자들이 생각한
과학생각카드에대하여비슷한카드를묶는다. 분류 
과정에서는 각자 적은 카드에 기록된 내용을 잘 설
명하도록 하여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모아진 카드를
범주화한다. 개인별로 카드에 기록된 내용을 설명
할 때에는 1장씩 설명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범주화
된 카드를 묶어 이를 정리할만한 문제해결방법을
모둠보드판에 적는다. 그 후 소집단 별로 가장 많
은 카드가 나온 것을 중심으로 문제해결방법을 선
택하여 브레인라이팅 학습지에 정리하여 발표한다.

(3) 실행

탐색단계에서 소집단별로 선택하여 정리한 문제

해결방법을 바탕으로 실험(활동)을 한다. 실험 진
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해결방법
을 모둠 안에서 논의 후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4) 평가

문제해결방법을 바탕으로 한 실험 결과를 발표
한다. 이때 브레인라이팅을 통해 설계한 실험의 잘
된 점과 잘못된 점에 대해 설명하고, 나머지 모둠
은 경청하며 발표 모둠의 문제해결방법과 결과를
평가한다.

2) 브레인라이팅 수업의 적용

(1) 모둠구성 및 좌석 배치

협동학습구조(Kagan, 1994)의 모둠 구성 방법에
의거 이질적인 모둠 구성을 위해 학기초 실시한 진
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 중, 하 집단을 골고루
배치하였다. 구조중심 협동학습이 학업성취도와 학
습태도(이경희, 2003), 과학과 학업성취도와 학습태
도(안명심, 2009), 자아효능감(김세철, 2005), 말하기
능력(황영숙, 2007)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
다. 이를 참고하여 자리배치는 모둠으로 하였고, 친
밀하거나 의견 다툼이 많은 학생들은 같은 모둠이
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모둠을 배치하였다.

(2) 사전 훈련

브레인라이팅을 적용한 과학 수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하여 브레인라이팅
에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가 제시하는 주제로
브레인라이팅사전활동을실시하였다. 사전교육은 
브레인라이팅을 과학수업에 활용하는 시점(2019년
5월초) 전 2차시에 걸쳐 실시하였다.

(3) 수업에서 적용

실험반은 브레인라이팅을 활용한 과학수업을, 
비교반은 교사용 지도서에 따른 안내된 과학 수업
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4학년 1학기 5단원
｢혼합물의 분리｣를 중심으로 지도안과 활동지를
(Appendix 1) 작성하여 실시하였다. 해당단원은 다양
한 혼합물을 여러 방법으로 분리해 보고, 도구를
사용하여 분리하는 것의 좋은 점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해 보고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되어 선정하였다. 2019년 5월 초부터 6월 초까

Table 2. Science class steps with brainwriting

학습단계 활동내용

문제인식
‣ 소집단 분류
‣ 모둠 혹은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주제나 질문
제시

탐색

‣ 문제 해결을 위한 각자의 의견을 과학생각카
드에 기록

‣ 과학생각카드 수집
‣ 비슷한 의견에 따라 과학생각카드 분류 및 범
주화

‣ 문제해결방법 결정 및 발표

실행 ‣ 실험수행하기

평가
‣ 실험 결과 정리 및 해석
‣ 실험과정 및 결과 발표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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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약 5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수업 처치 후
실험설계능력, 과학적 의사소통능력 사후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분석하였다.

3. 검사 도구

1) 실험설계능력 검사

실험설계능력 검사도구인 Diet Cola Test(Fowler, 
1990)는 과학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과학적
창의력을 과학적 탐구의 실제와 가장 가깝게 구현
한 것이다. 이 검사는 학생들에게 흥미있는 과학관
련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는 개방형 검사이다. 본 연구의 안면 타당도
는 선행 연구(Adams & Callahan, 1995)에서 검증된
바 있다. 실험설계능력 검사의 평가요소는 총 19가
지이며, 각 평가 요소별 점수체계는 3점 척도로 하
여 총점은 38점이다. 0점은 해당 항목에 대한 언급
이 없는 경우이고 1점은 제시되었으나 정확하고 완
벽하지 못한 상황을 나타내며, 2점은 정확하며 완
벽에 가깝게 제시를 하였을 경우이다. 이 연구에서
의 신뢰도는 .767이었다. 본 연구의 DCT의 실험설
계능력 분석틀은 Table 3과 같다.

2) 과학적 의사소통능력 검사

과학적의사소통능력을검사하기위해전성수(2013)
가 개발한 ‘과학적 의사소통능력 검사지(SCST, Sci-
entific Communication Skills Test)’를 사용하였다. 검
사 도구의 측정 준거는 4가지의 과학적 의사소통능
력 유형과 12가지의 과학적 의사소통능력 형태를
반영한 것이다. 과학적 의사소통 유형을 과학적 설
명과 과학적 주장 유형으로 나누고, 과학적 설명
유형은 서술과 설명 유형으로, 과학적 주장 유형은
근거와 정당화 유형으로 나누어 검사를 실시하였
다.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당
2점씩 총 48점 만점으로 하였다. 서답형 문항인 2, 
3, 4, 9, 21, 22, 23, 24번 문항은 1~2점으로 부분점
수를 주었다. 의사소통 형태는 과학교육에서 일반
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태들을 비슷한 것끼리 범
주화하여 재분류하고, 상위 범주를 글, 수, 표, 그림
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상위 형태에 포함
되는 하위 형태를 3개씩 분류하여 모두 12가지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92이었다. 

4. 자료 처리 및 분석
 실험설계능력과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PSS v.25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t 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브레인라이팅을 활용한 과학수업이 초등

학생의 실험설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브레인라이팅을 활용한 과학수업이 초등학생의

실험설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t-test한 결과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실험설계 능력에 대한 사전검사 결과, 실험반과

비교반의 평균이 비슷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브레인라이
팅을 활용한 실험반 학생들의 실험설계 능력의 평
균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Table 3. DCT’s experimental design capability analysis framework

번호 실험설계 평가 요소

1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가설을 확정함

2 논리적 흐름의 세 단계 이상의 과정을 포함함

3 실험준비물 목록을 작성함

4 실험대상의 특성을 고려함

5 변인 탐색 과정을 거침

6 변인을 한 가지 이상 선택함

7 구체적인 변인 조작 방법을 계획함

8 환경적 변인 통제 계획이 포함됨

9 생물적 변인 통제 계획이 포함됨

10 상황에 대한 묘사가 드러나 있음

11 관찰 및 측정 계획이 포함됨

12 자료 수집 계획이 포함됨

13 자료 해석 계획이 포함됨

14 실험의 반복 계획이 포함됨

15 측정의 반복 계획이 포함됨

16 실험설계 내용이 가설과 부합함

17 실행 가능성이 고려됨

18 안전 수칙이 고려됨

19 실험기간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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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었다(p<.01). 이를 실험설계 능력 하위요
소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실험형식과 과학주장의
영역에서 실험반 학생들이 사후 검사에서 평균이
비교반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1).
실험형식은 실험의 계획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논리적 흐름의
세 단계 이상의 과정, 변인의 선택 및 조작 방법의
계획, 환경적․생물적 변인 통제 계획, 실행 가능성
고려, 안전 수칙의 고려를 포함한다(Fowler, 1990). 
이들 중 논리적 흐름의 세 단계 이상의 과정을 포
함함, 실험의 반복 계획이 포함됨, 측정의 반복 계
획이 포함됨에서 비교반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과학주장은 수행된 실험을 통해 문제
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자료 해석 계획, 실험 및 측정의 반복 계획, 실험설
계 내용이 가설과 부합함을 포함한다(Fowler, 1990). 
이들 중 실행 가능성이 고려됨, 안전 수칙이 고려됨
에서 비교반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실험설계는 결과물보다는 결과물을 얻어내

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과학
적 사고 기술이 필요하다는 김종백(2006)의 연구와
브레인라이팅이 학습자의 사고력 향상에 유의미하
다는 양성근(2011)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실험설계는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가
장 핵심적인 과정이라(김선자와 최병순, 2005)는 결
과는 실험설계와 사고력의 연관성을 말해주고 있
고, 위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학생들

의 활동 후 소감문을 살펴보면 ‘실험방법을 우리가
정해서 차근차근 실험을 하니까 기분이 좋다.’, ‘우
리가 정한 실험방법으로 실패하고 성공하기도 하
니까 재미있다.’, ‘기존 수업은 선생님이 모든 실험
방법을 이야기해줘서 우리가 따라 했지만, 브레인
라이팅을 활용하면 우리가 실험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의 브레인라이팅을

활용한 과학수업은 학생들이 스스로 실험을 설계
해 보고,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의 경
험을 느끼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험 활동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실험결과를 얻었
을 땐 어떤 과정으로 인해 실험에 성공했고, 실패
하였을 땐 어떤 부분에서 잘못 생각했을지도 생각
해 보게 하였다. 또한 학습자 스스로 친구들과 함
께 실험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
들이 실험 설계능력 향상을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
된다.

2. 브레인라이팅을 활용한 과학수업이 초등

학생의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브레인라이팅을 활용한 과학수업이 초등학생의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의 전체적인 변화는 사전검

사에서 비교반과 실험반의 평균이 비슷하였고,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사후

Table 4. The results of t-test on experimental design ability of science classes using brainwriting

구분 전후
M(SD)

t p
비교반 실험반

상황설정
사전
사후

3.58
3.75

1.176
1.294

3.50
3.75

1.560
1.189

   .209
   .000

.835
1.000

실험형식
사전
사후

5.04
5.29

1.429
1.517

5.04
6.71

1.367
1.160

   .000
—3.633**

1.000
.001

실험실행
사전
사후

1.04
1.04

.359

.204
.96

1.00
.359
.000

   .805
  1.000

.425

.323

과학주장
사전
사후

1.75
1.67

.847

.761
2.13
3.04

1.361
1.197

   .149
—4.748***

.258

.000

실험설계능력
사전
사후

11.42
11.75

2.796
2.863

11.63
14.50

3.573
2.449

— .225
—3.576**

.823

.001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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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서는 실험반이 비교반보다 평균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이
를 하위영역으로 살펴보면, 과학적 설명형에 있어
서 사전검사에서 실험반이 비교반보다 약간 높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사후검사
에서도 실험반이 비교반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과
학적 주장형은 사전검사에서 비교반이 실험반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비
해, 사후검사에서는 오히려 실험반이 비교반보다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p<.05).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한유화(2010)는 수업에

학생이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기회의 증가에
따라 설명과 논변활동의 수준이 양적, 질적으로 향
상된다고 하였고, 양성근(2011)은 브레인라이팅 활
동이 발표불안을 줄이고, 발표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김미랑(2010)은 브레인라이팅 활동이
디베이트에 비해서 절차나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다수의 학생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내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장점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연구에서는 보다 심사숙고된 다양하고 독창

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고, 발표력이 부족
하여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을 끌어내 토론에 참여
시킬 수 있다는 브레인라이팅(김숙혜, 2007)의 장점
을 십분 활용하여 학생들의 과학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가 제시
하는 실험방법에 따라 맹목적인 과학실험이 아니
라, 브레인라이팅을 활용해 학생들 간 활발한 의사
소통을 통해 실험방법을 생각하고 실험을 하는 과
정에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과

학생각카드에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
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학생들
이 주도적으로 과학 수업에 참여하는 브레인라이
팅을 통해 학생들 간에 의사소통을 할 기회가 증가
되면서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활동 후 소감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친구들이 내 의견을 안
들어줄 때도 있었는데 내 의견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좋다.’ ‘기존 수업은 선생님이 모든 실험방
법을 이야기해줘서 우리가 따라 했지만 브레인라
이팅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실험방법에 대하여 생
각해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친
구들의 실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과학 수
업에서 브레인라이팅을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실험설계능력,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간단하
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브레인라이팅을 적용한 후 실험설계 능력

에 대한 변화를 알아본 결과, 사전검사에서는 차이
가 없었으나 사후검사에서 실험반이 비교반보다
평균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보아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학생들의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의 변화에

있어서도 실험반이 비교반에 비해 사후검사의 평
균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보아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브레인라이팅 기법이 과학 학습

Table 5. The results of t-test on scientific communication ability and subvariables in science classes using brainwriting

구분 전후
M(SD)

t p
비교반 실험반

과학적 설명형
사전
사후

10.17
10.21

3.620
5.283

10.33
12.50

3.996
4.170

— .151
—1.668

.880

.102

과학적 주장형
사전
사후

 9.88
10.25

4.919
5.135

 9.67
13.58

5.723
5.004

   .135
—2.278*

.893

.027

전체
사전
사후

20.04
20.46

7.647
9.713

20.00
26.08

8.633
7.945

   .018
—2.196*

.986

.033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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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으로써 학생의 실험설계 능력과 과학적 의사
소통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브레인라이팅 기법은 기존의 선행연
구에서와 같이 국어과와 사회과뿐만 아니라, 과학
과에서도 실험설계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임을
알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브레인라이
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생각을 잘 정리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과학생각카드와 같
은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과학수업
에서 브레인라이팅 기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의 계발이 모색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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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Teaching guide example

단원 5. 혼합물의 분리 차시 1/11 교과서 98~99쪽

배움문제 소금물 그림을 그리며, 혼합물의 분리에 흥미를 가져봅시다.

준비물
교사 소금, 머리 말리개, 플라스틱 컵, 숟가락

학생 검은색 종이, 크레파스, 수성 물감, 물, 붓

단계 학습과정 학습내용 브레인라이팅전략

도입

동기유발

배움문제파악

배움활동안내

◎ 소금물 그림 보여주기
여러 가지 색깔의 소금물로 만든 소금물 그림을 보여준다.

◎ 배움문제확인
소금물 그림을 그리며, 혼합물의 분리에 흥미를 가져봅시다.

◎ 배움활동안내하기
<활동1> 브레인라이팅하기
<활동2> 소금물 그림 그리기
<활동3> 작품 감상하기

‣1단계
문제인식

전개

브레인
라이팅하기

<활동1> 브레인라이팅하기
◎ 소금물로 그림 그리는 방법 브레인라이팅하기
- ‘소금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질문을 제시한다.
- 학생들은 모둠별로 해당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의견을 각자 과학생각카드
에 기록한다.

- 기록이 끝나면 비슷한 의견에 따라 과학생각카드를 분류한다.
- 가장 올바른 문제해결방법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2단계
탐색

소금물로
그림
그리기

<활동2> 소금물 그림 그리기
◎ 소금물로 그림 그리기
- 모둠별로 브레인라이팅을 통해 결정된 문제해결방법을 사용해 소금물 그림
을 그린다.

- 문제해결방법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 다른 해결방법을 모둠별로 생각하고
수정한 뒤 실행한다.

‣3단계
실행

작품 감상 및 평가 <활동3> 감상하기
◎ 작품 감상 및 평가하기
- 모둠별로 실행 과정과 결과를 발표한다.
- 친구들의 소금물 작품을 서로 공유하고 평가한다.

‣4단계
평가

정리 학습내용 정리
◎ 차시 예고
- 다음 시간에는 혼합물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