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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letter type rubric as a learning method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learn science writing easily and efficiently. For this study, five topics in science textbooks were 
chosen and modified  in everyday life situation. The rubric evaluation criteria were composed of four steps. Two 
classes of 4th grade of an elementary school in Seoul were selected for applying the developed rubric. The 
experimental group consisted of 25 students and control group consisted of 28 students. The letter type rubric 
was treated to experimental group.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the science writing ability after application. From the survey results, we could conclude that the rubric helps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develop the science writing ability and confidence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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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7년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자연
현상과 사물을 이해하고, 나아가 일상생활의 문제
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과

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하고 있

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과학적 소양은 과학적

사고력이 요구되는 과학 글쓰기를 통해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서 길러질 수 있다(Keys, 1999). 과학
글쓰기는 과학적 사고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선
개념 확인(정혁 등, 2004) 및 오개념 수정(이호진과
최경희, 2004)에 효과적이고, 지도 전략에 따라 과
학적 탐구 능력의 향상(배희숙 등, 2009; 신영준 등, 
2009) 및 과학에 관련된 정의적 특성의 긍정적 변

화(남경운 등, 2004)에도 영향을 미친다. 
2007년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과학 글쓰기가

제시되었고, 2010년 3, 4학년부터 차등 적용되었다. 
과학 글쓰기는 3～6학년의 과학과 교과서 각 단원
마무리 부분에 수록되었고, 보조 교과서인 실험 관
찰에 수행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다. 과학 글쓰기
의 중요성이부각되면서 과학글쓰기 과제나교수․

학습전략또는프로그램의개발(구슬기와박일우, 2010; 
남정희 등, 2008; 배희숙 등, 2009; 손정우, 2006) 등
과 같이 학생들이 과학을 이해하고, 과학 학습 방법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 글쓰기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Hohenshell & Hand, 2006).
그러나 국가 교육과정에서의 권장, 과학교육계의

과학 글쓰기에 대한 유용성 및 교수․학습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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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개발 등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 현장

에서 과학 글쓰기의 활용 정도는 미흡한 편이다. 김
은경(2011)은 과학 글쓰기를 잘 활용하고 있는 교사
의 비율(15%)보다 과학 글쓰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
고 있는 교사가 많다(48%)고 보고하고, 과학 글쓰기
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교사들이 효과적인

지도 방법을 모르고(55%)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적절한 지도 자료가 부족(21%)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과학 글쓰기가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

서는 교사들이 용이하게 활용하면서도 학생들의 학

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학습 전략과구체적인 지도

자료가 개발․보급되어야 한다(구슬기와 박일우, 
2010; 송윤미 등, 2011).    
이에 대한 방법으로 과학 글쓰기 주제별 루브릭

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루브릭은
전통적인 평가에서 사용하는 점수 또는 등급에 상

응하는 개념으로서 학생의 수행 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행 평가에서 사용하는 평가 척도이다(김
영천등, 2001). 루브릭은채점가이드(scoring guide), 
준거척도(criteria scale), 피드백시트(feedback sheet), 
수업 루브릭(instruction rubrics)과 같이 다양한 용어
로 사용되고 있다(한지영, 2006). 루브릭은 교사가
학생에게 기대하는 결과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에게 효과적으로 수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학

습 목표를 규정하는데 도움을 주며, 학생에게는 교
사의 기대를 분명하게 전달함으로써 수행력을 증진

시킬 수 있다(Andrade, 1996; Arter, 2000). 본 연구에
서 루브릭은 김정덕(2009)의 정의를 참고하여, 루브
릭을 4개 수준으로 채점 영역을 구분하여 평가 준
거를 제시, 학습자 및 평가자에게 도달해야 할 수행
의 정도를 안내하고 판단할 기준을 세부적이고 구

체적으로 기술한 평가 안내표로 정의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 글쓰기 수행 방법을 효율

적이면서도 용이하게 안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
구의 개발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 글쓰
기 수행 안내 및 평가 도구로 루브릭을 개발하고, 
이를 초등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과학 글

쓰기 수행 능력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과학 글쓰기 루브릭 개발 절차

이상혁과 이기화(2009)의 개발 절차를 참고하여

그림 1과 같이 준비 단계, 개발 단계, 개선 단계의
전체 3단계로 구분하여 과학 글쓰기 루브릭을 개발
하였다. 
준비 단계에서는 2007년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을 분석해 성취 기준을 마련하고, 수행 과제를 선정
하였으며, 수행 과제의 평가 방법을 결정하였다. 개
발 단계에서는 먼저 평가의 목적과 기준의 수, 학생
들의 수 등을 고려하여 루브릭의 형태를 선정하였

다. 다음으로 국어과의 글쓰기(가은아, 2010; 곽재
용, 2007; 박영목, 1999; 박영민과 최숙기, 2010; 원
진숙, 1995), 과학과의 글쓰기(남정희 등, 2008; 박은
희 등, 2007; 손정우, 2006), 루브릭(김영천 등, 2001; 
Andrade, 2000) 등 관련 문헌들을 참고하여 루브릭
의 평가 준거 7가지를 선정하였다. 또한 평가 준거
의 채점 범위인 척도를 설정하고, 과학 글쓰기 주제
를 반영해 각 평가 준거에서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수행 수준을 단계별로 구성하였다. 개선 단계에서
는 개발한 루브릭을 2차례 수정․보완하였다. 1차
는 과학교육 전문가 1인 및 과학교육 전공자 4인과
의 협의로, 2차는 학생들의 과학 글쓰기를 적용한
후 과학교육 전문가 1인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보
완하였다.

2. 과학 글쓰기 수행 과제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배운 내용과 관

련한 생활 속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르도록 과학 글쓰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에 따라 교과서의 과학 글쓰기 주제와 관련된 일상

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성취 기

준으로 하는 과학 글쓰기 주제를 개발하였다. 또한
글의 형식은 학생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충분

히 설명할 수 있도록 편지글로 하였다. 개발한 수행
과제는적용을위한 4학년 1학기 4개 주제와사전․

준비 단계

➡

개발 단계

➡

개선 단계

성취 기준 설정

⇩

수행 과제 선정

⇩

평가 방법 결정

루브릭 형태 선정

⇩

루브릭 준거 선정

⇩

척도 제시

⇩

루브릭 수행 수준 설정

루브릭

수정․보완

그림 1. 루브릭 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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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사를위한 1개 주제, 총 5개로표 1에제시하
였다. 수행과제는학생개인별로실시하고, 평가또한
학생들이 제출한 글쓰기를 개인별로 평가하였다.

3. 과학 글쓰기 루브릭 개발 과정

루브릭 개발의 목적이 학생들의 과학 글쓰기 수

행을 안내하고 평가하는데 있으므로 루브릭의 형태

를 과제의 기대 수행 결과에 따라 여러준거로 나누

어제시하는분석적루브릭으로하였다(Moskal, 2000). 
또한 과학 글쓰기 주제에 따라 평가 준거수행 수준

의 구체적 내용을 다르게 제시하는 특수 과제적 루

브릭(Perlman, 2003)으로 하였다.

1) 편지글 유형의 평가 준거 선정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일상생활 소재의 과학적

문제 해결을 편지글로 표현하는 과학 글쓰기 루브

릭을위한 7개의평가준거를선정하였다. 평가준거
는과학지식, 해결방법, 과학적설명, 주제, 글형식, 
글 구성, 문장 구성이다. 평가 준거는 과학 내용과
글쓰기로 범주화하였고, 표 2에 그 내용을 함께 제
시하였다. 과학 내용은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과학이나 자연현상, 그리고 이와 관련된 텍스트를
말한다. 글쓰기는 주제의 인식과 통일성, 내용의 조
직 및 표현과 관련된 글의 형식적인 부분을 말한다.

표 1. 과학 글쓰기 수행 과제

학년-학기 단원 과학 글쓰기 주제(편지글)

4-1

1. 무게 재기 세상의 저울이 모두 사라졌을 때, 해결 방법 설명하기

2. 지표의 변화 산사태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설명하기

3. 식물의 한살이 강낭콩 씨앗을 건강한 식물로 키우는 방법 설명하기

4. 모습을 바꾸는 물 튜브형 아이스크림을 상온에 두었을 때, 튜브가 헐렁해진 이유를 물의 상태 변화로 설명하기

사전․사후 감기에 걸렸을 때, 물약의 부피를 측정해서 먹어야 하는 이유 설명하기

표 2. 편지글 유형의 과학 글쓰기 루브릭 평가 준거

영역 준거 내용

과학

내용

과학 지식 주제에 필요한 과학 지식을 기술하고, 그 내용이 정확한가?

과학적 설명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가?

해결 방법 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제시한 해결 방안은 과학적인가?

글쓰기

주제 주제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가?

글 형식 편지를 받는 대상, 첫 인사말, 대화체의 문장, 끝 인사, 쓴 날짜, 보내는 사람이 갖추어져 있는가?

글 구성 처음, 가운데, 끝의 구조를 가지고 문단을 적절히 나누었는가?

문장 구성 맞춤법 및 띄어쓰기, 문장의 형태가 정확한가?

2) 수행 수준을 포함한 루브릭의 구성

평가 준거의 수행 과제를 위한 채점 범위인 척도

를 설정하고, 과학 글쓰기 주제를 반영해 각 평가
준거에서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수행 수준을 단계별

로 구성하였다. 수행 수준을 구분하는 척도는 각 평
가 준거의 수행과제를 위한 채점 범위로 4단계로
설정하였다. 4단계 수행 수준은 기대 성취 수준을
가장 잘 수행한 탁월한 수준인 수행 수준 4, 보통보
다 우수한 수준인 수행 수준 3, 보통보다 약간 미흡
한 수준인 수행 수준 2, 기대 성취 수준을 이행하지
못한 수준인 수행 수준 1로 이루어진다.
과학 내용 범주의 평가 준거는 주제에 따라 기대

하는 수행 내용이 달라지므로 각 단원의 학습 내용

을 토대로 기대하는 내용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과
학 내용은 표 3에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4단계
수행 수준을 기술한 루브릭의 일부를 표 4에 나타
내었다. 글쓰기의 평가 준거는 위 주제에 모두 동일
하게 적용되며, 4단계 수행 수준을 기술한 루브릭을
표 5에 제시하였다. 개발한 전체 루브릭은 부록 1
(교사용)과 부록 2(학생용)에 제시하였다.

3) 루브릭 개선

루브릭의개선과정은 2차에걸려이루어졌다. 1차
에서는 과학교육 전문가 1인 및 석사 과정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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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제 별 과학 내용 추출

학년-학기 단원 과학 지식 해결 방법 과학적 설명

4-1

1
저울과 무게의 개념, 저울의 종
류, 저울의 용도 등

무게를 잴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용수철, 수평잡기 등)
저울의 재료, 만드는 방법, 사용법
(기준 물체 포함)

2 산사태의 개념, 산사태가 일어

나는 이유, 장소, 피해 등
산사태를 막기 위한 방법 해결 방법이 산사태를 막는 근거

3 싹 트는 조건과 자라는 조건
강낭콩 씨앗을 건강한 식물

로 키우는 방법

씨앗이 싹이 트지 않고, 강낭콩이 잘 자라지
못한 원인

4 물의세가지상태(특징또는예), 
온도 변화에 따른 상태 변화

상태 변화 시 질량이 보존됨

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아이스크림이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의 특

징(열, 무게, 부피)

사전․사후
액체의 특성(부피 측정의 필요

성), 측정 도구
정해진 양의 물약을 먹는 방

법, 이유
일상생활에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경우

(측정도구, 측정도구를사용할때의좋은점).

표 4. 과학 내용의 4단계 수행 수준

준거
수행 수준

4 3 2 1

과학

지식

저울에 대한 설명을 2개 이상 기술하고
내용도 정확하다.(저울과 무게의 개념, 
저울의 종류, 저울의 용도 등)

저울에 대한 설명을 미흡

하지만 2가지 기술한다.
저울에대한설명을 1가
지 기술한다.

저울에 대한 설

명이 없다.

해결 방법

무게를 잴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제

시한다.(용수철, 수평잡기 등)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현
실성 있는 무게 재는 방

법을 제시한다.(손으로 어
림 재기, 시소 이용 등)

과학적이지도 않고, 현
실성도 없지만 무게를

잴 수 있는 방법을 제

시한다.

무게를 잴 수 있

는 방법을 설명

하지 못한다.

과학적

설명

용수철이나 수평잡기의 원리를 설명하

고, 저울 만드는 방법을 충분한 정보(재
료, 눈금, 기준 물체)를 이용해 설명한다.

저울 만드는 방법을 재료

를 제시하고 순서대로 설

명한다.

빠진 내용이 많지만 저

울 만드는 방법을 설명

한다.

저울만드는방법

을설명하지못한

다.

표 5. 글쓰기의 4단계 수행 수준

준거
수행 수준

4 3 2 1

주제
주제를정확히 인식하고, 무엇에
대해 쓰는지명확히나타나있다.

주제를 인식하고 무엇에 대

해 쓰는지 알 수 있다. 
무엇에대한글을쓰는지

알 수 있는 흔적이 있다.
무엇에 대해 쓰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

글 형식

(편지글)

편지를 받는 대상, 첫 인사말, 대
화체의 문장, 끝인사, 쓴 날짜, 
보내는 사람이 나타나 있다.

1～2가지 빠졌지만 기본 형

식 대부분이 갖추어져 있다.
어느정도형식을갖추어

편지글임을 알 수 있다.
형식을 갖추지 않아

편지글이라 보기 어

렵다.

글 구성

글을 쓰는 이유가 있는 처음, 유
익한 정보를 주는 가운데, 내용
을 마무리하는 끝의 구조를 가

지고 문단을 적절히 나눈다.

처음, 가운데, 끝의 구조를

가지고, 문단 구성이 약하게
되어 있다.

처음, 가운데, 끝의 구조
를 가지나 문단 구성이

되지 않는다.

처음, 가운데, 끝이
구분이없고문단구

성이 되지 않는다.

문장 구성

맞춤법, 문장부호, 띄어쓰기, 어법
이틀린곳이거의없이정확하다.

곳곳에틀린곳이보이나, 글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틀린 곳이 많아 글을 이

해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틀린곳이많아글을

이해하기 어렵다.

생 4인의 검토를 통해 루브릭의 내용을 수정․보완
하였다. 2차에서는 주제별 학생들의 글쓰기를 과학
내용의 평가 준거별로 선정하여 각 수행 수준에 적

용해 보고, 2차례 분석을 통해 명확하지 않은 수행

수준 단계를 수정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과학교육
전문가와의 분석 과정은 연구자가 학생들이 수행한

과학 글쓰기에서 각 수행 수준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고, 그렇게판단한기준을제시하면, 과학교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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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가 그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사항을 첨부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평가 준거를 수행하지 않은 수
행 수준 1에 점수 배점을 하는 것에 무리가 있어, 
협의를 통해 수행 수준 4는 3점, 수행 수준 3은 2점, 
수행 수준 2는 1점, 수행 수준 1은 0점으로 수정하
였다. 표 6은 루브릭의 평가 준거 중 과학적 설명에
대한 1단원의 분석 과정이고, 분석 후 수정된 과학
내용의 4단계 수행 수준은 표 7에 제시하였다. 

4. 루브릭의 적용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 2개 학급을 연구 대
상으로 하였으며, 1개 학급 25명을 실험 집단으로, 
다른 1개 학급 28명을 비교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두 집단은 과학 수업의 각 단원 마무리 차시에 과

학 글쓰기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수행 시간은 40분

표 6. 과학교육 전문과와의 과학적 설명 분석 과정

수행수준 4 3 2

과학 지식

무게를 잴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한다(용수철, 수평
잡기 등).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현실성 있는 무

게 재는 방법을 제시한다(손으로 어림
재기, 시소 이용 등).

과학적이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지만 무게를 잴 수 있는 방

법을 제시한다.

수행

수준

4

사례

우선 기준 물체를 정해. 기준 물체란, 어떤 물건을 기준으로 삼는 거야. (중략) 이제 간단하고 손쉬운 무게
재는 것의 준비물을 알려줄게.(중략) 용수철 끝부분을 조금 펴서 그릇에 걸어 그리고 다른 끝부분도 펴서

옷걸이에걸어. 그런다음기준 물체를 그릇에올려놓으면용수철이 내려갈 거야. 그리고 재고싶은물건을
또 다른 그릇에 올려놔. 그리고 기준물체보다 더 용수철이 길어지면 기준 물체를 하나 더 올려놔.

판단 기준 재료, 기준물체,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재는 방법을 용수철의 원리로 설명함.

전문가 의견

‘우선 기준 물체를 정해. 기준 물체란, 어떤 물건을 기준으로 삼는 거야.’는 원리 설명이라고 하기 어렵고, 
절차나 순서의 의미 설명이라고 볼 수 있음. ‘용수철이 내려갈 거야. 그리고 재고 싶은 물건을 또 다른 그
릇에 올려놔. 그리고 기준 물체보다 더 용수철이 길어지면 기준 물체를 하나 더 올려놔.’도 절차이지, 원리
설명이 아님.

연구자 답변 수행 수준을 ‘저울의 재료, 만드는 방법, 사용법(기준물체 포함)을 충분히 설명한다.’로 수정.

수행

수준

3

사례

첫 번째로 할것:용수철 2개, 매달 곳, 추. 두 번째는 용수철을 매달 수있는 대에 매달아. 용수철 끝 고리에
추 한 개를 매달고 한 개의 용수철은 늘어난 길이만큼 잡아당겨. 세 번째 2번째 방법을 반복하여 무게를
잴 수 있어.

판단 기준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순서대로 설명함.

전문가 의견
‘한 개의 용수철은 늘어난 길이만큼 잡아당겨’는 수행수준 4에서 원리 설명이라고 한 부분과 차이점이 보
이지 않음.

연구자 답변 수행수준 4로 정정하고 수행 수준 3의 내용을 ‘저울의 재료, 만드는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다.’로 수정함.

사례 재선정

저울은 밑에 받칠 작은 박스나 계란 판을 준비하고, 나무젓가락이나 수수깡하고 고무줄을 준비해. 작은 박
스에다 나무젓가락을 꽂고 그 위에 가로로 나무젓가락을 꽂아. 거기다 테이프나 고무줄로 묶고 고리를 달
면 양팔 저울이야.

수행

수준

2

사례
저울 만드는 재료는 눈금, 용수철, 영점 조절 나사. 구멍이 있는 깔때기등이 필요하고, 만드는 방법은 용수
철을 영점 조절 나사에 잇고 깔대기 안으로 넣고 눈금 구하면 방법은 끝

판단 기준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제시함

전문가 의견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제시했으나, 설명만으로는 저울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빠진 정보가
많다고 봄.

연구자 답변 수행 수준을 ‘저울의 재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나 빠진 정보가 많다.’로 수정함.

으로 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1년 3월부터 2011년 7
월까지로 총 4번의 과학 글쓰기를 처치하였다. 처
치 전 두 집단에 과학 글쓰기 능력 사전 검사를 실

시하였으며, 처치 후 사전 검사와 동일한 과학 글
쓰기 검사로 과학 글쓰기 루브릭의 효과를 알아보

았다.
실험반은 주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가 단계

별로 제시된 루브릭 활동지를, 비교반은 주제만 제
시된 빈 활동지를 사용하였다. 두 집단에서 학생들
이 과학 글쓰기에 소요한 활동 시간은 동일하였다. 
과학 글쓰기 후 피드백으로 실험반은 수행한 과제

가 각각의 평가 준거 중 어느 단계의 수행 수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정보와 함께 과학 내용 및 글

쓰기에 대한 점수를 제공받았으며, 비교반은 과학
내용 및 글쓰기에 대한 점수만을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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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 도구 및 분석 방법

1) 루브릭

루브릭은 2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과학 내
용은 평가 준거가 3가지였으며, 각 3점씩 9점을 제
시하였다. 또한 글쓰기의 평가 준거는 4가지로, 각
3점으로 배점하여 12점을 부여하였고, 과학 내용과
글쓰기 점수의 총점은 21점이었다. 수업이 진행되
면서 실험반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향상 정도를 루

브릭 결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각 주제마다 실험반
학생 5명의 자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과학교육

전공자인 초등교사 3인이 각각 채점하였으며, 채점
자간 신뢰도를 구하였다. 또한 비교반의 경우에도
학생 5명의 자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험반의

루브릭 평가 준거와 동일한 기준으로 과학교육 전

공자인 초등교사 3인이 각각 채점하였으며, 채점자
간 신뢰도를 구함으로써 실험반과 통제반의 학생

글쓰기 능력 향상 정도를 비교하였다. 루브릭의 내
용 타당도는 4.697이고, 채점자간 신뢰도는 평균

상관계수가 0.640, Cronbach 알파값이 0.842이며, 
p<0.01로 평가자 간의 신뢰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수정된 과학 내용의 4단계 수행 수준

준거
수행 수준

4(3점) 3(2점) 2(1점) 1(0점)

과학

지식

저울에대한설명(저울과무게의개
념, 저울의종류, 저울의용도등)을
3개이상기술하고내용도정확하다.

저울에 대한 설명을

2가지 기술한다.
저울에 대한 설명을 1가지
기술한다.

저울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해결 방법

무게를 잴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

(용수철, 수평잡기 등)을 제시한다.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현
실성 있는 무게 재는 방

법을 제시한다.

과학적이지도 않고, 현실성
도 없지만 무게를 잴 수 있

는 방법을 제시한다.

무게를 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지 못

한다.

과학적 설명
저울의 재료, 만드는 방법, 사용법
(기준물체포함)을충분히설명한다. 

저울의 재료, 만드는 방
법을 충분히 설명한다.

저울의 재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나 빠진 정보가 많다. 

저울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지 못한다.

표 8. 과학 내용과 글쓰기 결과 분석

영역 단계
실험반 비교반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과학 내용
사전 3.04 1.51 3.07 1.49 .076 .940

사후 4.24 1.05 3.04 1.75 3.07 .004*

글쓰기
사전 6.12 2.13 6.68 2.42 .888 .379

사후 9.00 1.96 7.18 2.67 2.805 .007*

*p<.05

2) 설문지

루브릭을 통한 과학 글쓰기 학습에 대한 학생들

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
문 내용으로는 루브릭의 평가 준거 제시가 과학 글

쓰기 수행에 미친 효과 6문항(2～7번 문항), 일상생
활과 관련된 주제의 과학 글쓰기 활동이 과학적 생

각에 미친 효과 1문항(8번 문항), 루브릭을 통한 과
학 글쓰기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4문항(1, 9, 10, 11, 
12번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문항은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 10문항과 자유 응답의 서술형 1문
항으로, 총 11문항이다. 설문지는 과학교육 전문가
2인과 과학교육 전공자 4인과의 협의를 통해 작성
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루브릭을 적용한 과학 글쓰기 효과

과학 내용과 글쓰기의 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
하였다. 과학 글쓰기 활동 전 두 집단의 과학 내용
과 글쓰기는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과학
글쓰기 활동 후 루브릭을 적용한 실험반은 과학 내

용 1.2점, 글쓰기 2.88점 상승하였고, 비교반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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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0.03점 하락, 글쓰기 0.50점 상승하였다. 단순
히 사후의 평균 상승 정도만 보더라도 루브릭을 사

용한 실험반이 그렇지 않은 비교반에 비해 신장도

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해 보
면 실험반은 과학 내용과 글쓰기 모두에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루브릭을 통한 과학 글쓰기
가 과학 내용과 글쓰기 지도에 모두 효과적인 방법

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루브릭
을 적용한 글쓰기가 대학생들의 글쓰기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인영(2010)의 연구와 같
은 결과이다.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수행 준거와 수
행 수준을 제시한 루브릭이 학습자들에게 과학 글

쓰기 수행 방법을 안내해서 그 능력을 향상시킨 것

으로 볼 수 있다. 
루브릭을 적용한 과학 글쓰기가 초등학생의 과

학 내용과 글쓰기에 있어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루브릭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하위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즉, 과학
글쓰기에서 루브릭의 사용이 과학 지식, 해결 방법, 
과학적 설명, 주제, 글 형식, 글 구성, 문장 구성 중
어떠한 측면에서 유의했는지, 혹은 유의하지 않았
는지를 집단 간 차이점에 대한 변화를 비교하여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를 보면 사전 검사에서 모든 과학 글쓰기 하

표 9. 집단 간 과학 글쓰기 평가 준거별 결과 분석

단계 하위요소
실험반 비교반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전

과학 지식 .08 .28 .25 .65 1.269 .212

해결 방법 2.08 .86 2.04 .88 .185 .854

과학적 설명 .88 1.13 .79 1.07 .312 .756

주제 1.72 .74 1.93 .86 .944 .350

글 형식 1.28 .94 1.68 1.12 1.393 .170

글 구성 1.16 .55 1.11 .50 .366 .716

문장 구성 1.96 .79 1.96 .79 .020 .984

사후

과학 지식 .72 .89 .25 .70 2.118 .040*

해결 방법 2.28 .54 1.82 .82 2.373 .021*

과학적 설명 1.24 .83 .96 .96 1.110 .272

주제 2.4 .50 1.93 .98 2.242 .030*

글 형식 2.56 .58 2.14 1.01 1.868 .068

글 구성 2.00 .71 1.21 .57 4.480 .000*

문장 구성 2.04 .73 1.89 .74 .726 .471
*p<.05

위 요소가 실험반과 비교반이 동질하게 나타난 것

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과학 글쓰기를 실시한 후 집
단간 검증에서 실험반은 과학 지식, 해결 방법, 주
제, 글 구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실험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하위 요소 중
과학 내용에서는 과학 지식이, 글쓰기에서는 글 구
성이 각각 0.84점, 0.64점으로 큰 향상을 보였다. 과
학 지식은 과학 글쓰기 적용 후 과학글쓰기에 주제

와 관련된 과학 지식을 이용해 상황을 설명하는 것

이 효과적인 글쓰기임이 루브릭을 통해 지도되었다

고 볼 수 있다. 글 구성은 사전 글쓰기를 살펴보면
학습자의 대부분이 문단 구성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루브릭을 통해 문단을 구분해
글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의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글의 처음, 중간, 끝의 내용 구성을 루브릭을 통해
습득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과학 지식은 사전․
사후 점수의 향상 정도는 크지만 사전․사후 모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데, 이는 과학 글쓰기 주제
에 과학 지식을 이용하도록 직접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아, 이를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험반의과학적설명, 글형식, 문장구성은사후

검사에서 모두 점수가 향상되었고, 향상된 정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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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반에 비해 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다. 글 형식은 비교반 또한 같은 형식의 편지글을
여러 차례 써 봄으로써 편지글 형식에 익숙해진 것

이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

다. 문장 구성은 문법과 어법에 관련된 것으로 단시
간의 학습에 의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으로 지속적

인 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학생의 과학 글쓰기 분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과학 내용의

하위 요소인 과학 지식과 해결 방법, 그리고 글쓰기
하위 요소인 주제와 글 구성 등 4개의 평가 준거에
대해사례를각각제시하였다. 다음그림들은액체의
부피에 대한 주제의 사전, 사후 글쓰기 사례이다.
그림 2와 그림 3은 동일 학생의 과학 글쓰기로, 

사전 검사에서는 주제에 필요한 과학 지식을 기술

하지 않고, 물약을 적당히 먹어야 하는 것에 대한
설명만 제시하였다. 반면, 사후 검사에서는 액체의
특성을 부피 측정의 필요성으로 설명한 과학 지식

을 제시하였다. 과학 글쓰기 주제에 필요한 과학 지
식을 기술해서 설명하라는 말이 나타나 있지 않지

만, 루브릭을 통한 과학 글쓰기 활동 후 과학 지식
을 이용해 주제를 설명하면 더 우수한 글쓰기가 됨

을 알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 4와 그림 5는 동일 학생의 과학 글쓰기로, 

사전 검사에서는 주제에 대한 해결 방법만 제시하

그림 2. 과학 지식 사전 검사

그림 3. 과학 지식 사후 검사

그림 4. 해결 방법 사전 검사

그림 5. 해결 방법 사후 검사

였다. 반면, 사후검사에서는주제의해결방법과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도 제시하였다. 해결 방법
의 효과적인 제시 방법을 루브릭을 적용한 과학 글

쓰기를 통해 익히고, 단순히 해결 방법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도 함께 제시하면 더좋은 설

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과 그림 7은 동일 학생의 과학 글쓰기로, 

액체 부피 측정의 중요성을 편지로 설명하는 것인

데, 사전 검사에서는 주제와 관련 없는 설명을 제시
하였다. 반면, 사후 검사에서는 주제에서 제시한 상
황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루브
릭을 통해 주제를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는 기회

-중략-

그림 6. 주제 사전 검사



<연구논문> 초등학생의 과학 글쓰기 수행 안내를 위한 편지글 유형의 루브릭 개발 및 적용 : 손진순․정진수․백성혜․천재순 33

그림 7. 주제 사후 검사

가 주어지고, 그런 과학 글쓰기 활동을 한 결과, 주
제를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형성된 것으로 볼수 있

다. 루브릭의평가준거중주제는낮은과학글쓰기
능력을 나타내는 학생들에게서 큰 향상을 보였다.
그림 8과 그림 9는 동일 학생의 과학 글쓰기로, 

사전 검사에서는 한 편의 글을 한 문단으로 제시하

그림 8. 글 구성 사전 검사

그림 9. 글 구성 사후 검사

였다. 반면, 사후 검사에서는 내용 전개에 따라문단
을 적절히 나누어 제시하였다. 루브릭을 적용한 과
학 글쓰기를 통해 문단 나누기를 지속적으로 언급

해 글쓰기 시 문단을 나눠야 함을 인식하고, 내용의
흐름에 따라 글을 나누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루
브릭의 평가 준거 중 문단 구성은 높은과학 글쓰기

능력을 나타내는 학생들에게서 큰 향상을 보였다.

3. 설문지 분석

루브릭을 통한 과학 글쓰기 학습에 대한 학생들

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내용 중 통계처리가

가능한 11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
였다. 루브릭의 평가 준거 활용에 대한 2～7번 문항
은 88% 이상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해 과학
글쓰기 시 루브릭의 평가 준거로 제시된 항목을 고

려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
상생활과 관련된 주제의 과학 글쓰기 활동이 과학

적 생각에 미친 효과를 알아본 8번 문항의 응답 결
과로 과학 글쓰기 주제가 과학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의 피드백에
관한 9번 문항은 모든 학생이 교사의 평가가 다음
과학 글쓰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본
연구에서 평가는 학생들이 수행한 과제가 각각의

평가 준거 중 어느 단계의 수행 수준에 해당하는지

와 과학 내용, 글쓰기, 총점에 대한 점수를 기록하
여 학생들에게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루브릭이 피
드백을 주는데도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1번과 10번 문항의 응답 결과로 과학 글쓰기 루
브릭이 과학 글쓰기에 자신감을 갖게 하고 글쓰기

작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루브릭을 통한
과학 글쓰기의 지속성을 묻는 11번 문항에 18명
(72%)의 학생들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타 문항에 비
해 낮은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 비 긍정적 응답자들
의 서술형 문항의 응답을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린
다’, ‘팔이 아프다’, ‘맞춤법’, ‘앞․뒤가 안 맞았던
점’ 등을 어려웠던 점으로 기술하였다. 이는 본 연
구에서의 과학 글쓰기가 글쓰기의 형식을 갖춰 완

성된 한 편의 긴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지속적인 과학
글쓰기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응답 비율은

본 연구에서는 72%, 신영준 등(2009)의 연구에서는
30.0%, 구슬기와 박일우(2010)의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나, 과학 글쓰기 전략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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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루브릭의 항목별 효과에 대한 리커르트 척도 응답 비율 (N=25)

번

호
설문 내용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1학기의 무엇을 써야할지 알려주는 과학 글쓰기 방법은 과학 글쓰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20(80) 5(20) 0(0) 0(0) 0(0)

 2 글을 쓸 때 해결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수업시간에 배운 과학 지식을 이용하게

되었나요?
16(64) 6(24) 3(12) 0(0) 0(0)

 3 글을 쓸 때 해결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이유와 예시들 들어 설명하게 되었나요? 14(56) 8(32) 3(12) 0(0) 0(0)

 4 과학 글쓰기 주제를 보고 과학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었나요? 15(60) 8(32) 2(8) 0(0) 0(0)

 5 과학 글쓰기를 통해 편지 쓰는 형식을 잘 알게 되었나요? 19(76) 3(12) 2(8) 1(4) 0(0)

 6 과학 글쓰기를 통해 글의 처음, 중간, 끝에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지 알게 되었나요? 17(68) 5(20) 2(8) 1(4) 0(0)

 7 과학 글쓰기가 맞춤법, 문장부호, 띄어쓰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18(72) 4(16) 3(12) 0(0) 0(0)

 8 우리 생활과 관련된 주제의 과학 글쓰기 활동이 주변의 현상을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14(56) 7(28) 4(16) 0(0) 0(0)

 9 선생님의 평가가 다음 과학 글쓰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17(68) 8(32) 0(0) 0(0) 0(0)

10 1학기의 과학 글쓰기를 통해 과학 글쓰기에 자신감이 생겼나요? 15(60) 7(28) 3(12) 0(0) 0(0)

11 앞으로도 이런 과학 글쓰기를 계속하고 싶나요? 14(56) 4(16) 5(20) 1(4) 1(4)

있다.
12번 문항은 4학년 1학기 때의 과학 글쓰기는 3

학년 때의 과학 글쓰기와 비교해 어떠하였는지 의

견을 묻는 서술형 문항으로 과학 글쓰기 루브릭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25명의 자유 응
답 중 좋았던 점으로는 과학 글쓰기에 도움이 되었

다 또는 실력이 늘었다는 응답이 8명(32%), 글쓰기
형식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4명(16%), 과학에 도
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3명(12%), 글쓰기에 호감을
나타내는 기타 의견이 6명(24%), 무응답 4명(16%)
으로 나타났다. 어려웠던 점으로는 글쓰기 형식을
갖추어 써야 하는 것 5명(20%), 생각을 하고 써야
하는 것 5명(20%), 글을 써야 하는 것 4명(16%), 루
브릭을 통해 과학 글쓰기 쓰는 방법을 익히는 것 2
명(8%),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기타 응답이 5명
(20%), 무응답 4명(16%)으로 응답하였다. 이것으로
학생들은 루브릭을 통한 과학 글쓰기 활동을 통해

글쓰기의 형식을 익히게 되었고, 과학 글쓰기 실력
뿐만 아니라 과학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스로 노력하게 되었다
는 내용으로 학습에 대한 긍정적 (자기주도적) 태도
를 갖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루브릭을 적용한
과학 글쓰기가 학생들에게 조금은 어려웠지만 재미

있었고, 과학 글쓰기 실력뿐만 아니라 과학에 대한

생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주변 현상의 과학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과학

글쓰기 수행을 안내하기 위해 루브릭을 고안하고,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과학 글쓰기 수행 방법을 안내하는 루브릭

을 1학기 동안 4차례에 걸쳐서 적용한 결과, 과학
글쓰기 수행 능력에 통계적으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루브릭을 적용한 과학 글쓰기
과제 수행 동안 학생들은 과학 글쓰기에서 요하는

과학 내용과 글쓰기 방법을 루브릭을 통해 안내 받

아 학습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과학 글쓰기 수행 능
력이 향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설문 결과에서도
루브릭을 활용한 과학 글쓰기 방법이 과학 글쓰기

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100%)과 과학 글쓰기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응답(88%)으로 보아 과학
글쓰기 학습 방법으로써의 루브릭의 제시는 학생들

에게 과학 글쓰기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루브릭을 통한 평가는 학생들이 수행한 과

제가 각각의 평가 준거 중 어느 단계의수행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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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어 학생들이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 교사의 평가
가 다음 번 과학 글쓰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설문 결과(100%)를 보아도 루브릭은 유용한
평가 도구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루브릭의 평가 준거 중 ‘과학 지식’은 사

전․사후 모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 학생
들은 과학 글쓰기에서 과학 지식을 이용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준거들에 비해 점수는 낮았지만 점수의 변화 정도

가 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향상을 보여, 지속
적인 안내를 통해 과학 지식의 활용도 기대할수 있

으리라 본다. 
본 연구는 루브릭을 적용한 과학 글쓰기 수행능

력의 유의미한 효과 검증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현

장에서 과학 글쓰기 루브릭의 일반화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교과서의 단원별 과학 글쓰기 주제에 맞는

루브릭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개
발․적용한 과학 글쓰기 루브릭은 동일한 유형의

주제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도 보여
주듯 과학 글쓰기 유형은 다양하고, 교수학습 전략
에 따라 과학적 사고력, 과학 개념 변화, 과학 탐구
능력, 과학 학습 동기 및 태도 등 그 유용성이 달라
진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에 그 목적에 따
라 루브릭을 개발․적용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

을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초등학교 현장 교사들에게 용이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과학 글쓰기 지도와 평

가 자료로의 활용을 제안한다. 교사용 지도서에 과
학 글쓰기 주제와 루브릭을 함께 제시한다면, 교사
들의 과학 글쓰기 지도 방법의 어려움을 덜수 있으

며 또한, 과학 글쓰기 과제 수행 후 평가 도구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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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교사용 과학 글쓰기 루브릭

과학 

글쓰기
4. 모습을 바꾸는 물

4 학년   반    (남, 여)

 이름:

- 동생 수근이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려다 엄마 심부름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보니 책상 위에 놓아 둔 아이스크림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심부름을 가기 전에는 튜브에 아이스크림이 단단하게 꽉 차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스크림이 녹아 있고 튜브가 헐렁해져 있습니다. 튜브의 마개를 연 흔적은 없는데 동생은 누군가가 

먹은 것이 틀림없다고 하며 범인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

  동생에게 아이스크림을 누군가가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아이스크림이 녹아 

튜브가 헐렁해진 이유를 물의 상태 변화를 이용해 설명하는 편지를 써 봅시다.

준거
수행 수준

4 3 2 1

주제

주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무
엇에 대해 쓰는지 명확히 나

타나 있다.

주제를 인식하고 무엇에

대해 쓰는지 알 수 있다. 
무엇에 대한 글을 쓰는지

알 수 있는 흔적이 있다.
무엇에 대해 쓰는지 나

타나 있지 않다.

과학 지식

물의 세 가지 상태를 제시하

고 각각의 상태에 대해 설명

(특징 또는 예)하며, 이를 온
도변화로 기술한다.

물의 세 가지 상태를 제시

하고 각각의 상태에 대해

설명한다.

물의 세 가지 상태를 제시

하고 각각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나 빠진 정보가 있

다.

물의 세 가지 상태에 대

한 언급이 없다.

해결 방법

상태 변화 시 질량이 보존됨

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상태 변화로 부피가 다름

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방법을 제시하나 상태변화

와 연결 짓지 못한다.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

한다.

과학적 설명

(근거)

아이스크림이 액체로 상태

변화 할 때의 특징을 3가지
설명한다.(열, 무게, 부피)

아이스크림이 액체로 상태

변화 할때의특징을 2가지
설명한다.(열, 무게, 부피)

아이스크림이 액체로 상태

변화할때의특징을 1가지
설명한다.(열, 무게, 부피)

얼음이 물로상태변화할

때의 특징을 설명하지 못

한다.

글 형식

(편지글)

편지를 받는 대상, 첫 인사
말, 대화체의 문장, 끝인사, 
쓴 날짜, 보내는 사람이 나
타나 있다.

1～2가지 빠졌지만 기본

형식 대부분이 갖추어져

있다.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추어

편지글임을 알 수 있다.
형식을 갖추지 않아 편

지글이라 보기 어렵다.

글 구성

글을 쓰는 이유가 있는 처

음, 유익한 정보를 주는 가
운데, 내용을 마무리하는 끝
의 구조를 가지고 문단을 적

절히 나눈다.

처음, 가운데, 끝의 구조를
가지고 문단 구성이 약하

게 되어 있다.

처음, 가운데, 끝의 구조를
가지나 문단 구성이 되지

않는다.

처음, 가운데, 끝이 구분
이 없고 문단 구성이 되

지 않는다.

문장 구성

맞춤법, 문장부호, 띄어쓰기, 
어법이 틀린 곳이 거의 없이

정확하다.

곳곳에 틀린 곳이 보이나

글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틀린 곳이 많아 글을 이해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틀린 곳이 많아 글을 이

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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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학생용 과학 글쓰기 루브릭

과학 글쓰기 4. 모습을 바꾸는 물
4 학년   반   번    성별(남, 여)

 이름:

-동생 수근이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려다 엄마 심부름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보니 책상 위에 놓아 둔 

아이스크림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심부름을 가기 전에는 튜브에 아이스크림이 단단하게 꽉 

차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스크림이 녹아 있고 튜브가 헐렁해져 있습니다. 튜브의 마개를 연 흔적은 없는데 

동생은 누군가가 먹은 것이 틀림없다고 하며 범인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

 동생에게 아이스크림을 누군가가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아이스크림이 녹

아 튜브가 헐렁해진 이유를 물의 상태 변화를 이용해 설명하는 편지를 써 봅시다.

준거

수행 수준

과학 글쓰기 내용 생성

4 3 2 1

편지를 쓰는

까닭

무엇에

대해 알

려주는

지 잘

나타나

있다.

명확하

게 제시

되어 있

지는 않

지만 무

엇에 대

해 쓰는

지 나타

나 있다.

무엇에

대해 쓰

는지 알

수 있다.

무엇에

대해 쓰

는지 알

수 없다. 

동생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의

상태 변화

물의 상

태가 변

하는 원

인, 물의
세 가지

상태, 각
각의 특

징에 대

해 설명

한다.

물의 세

가지 상

태와 각

각의 특

징에 대

해 설명

한다.

물의 세

가지 상

태에 대

해 설명

한다.

물의 세

가지 상

태에 대

한 설명

이 없다.

물의 세 가지 상태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증명할까요?
과학적

으로 증

명할 수

있는 방

법을 제

시한다 .
( 무 게

비교)

과학적

으로 증

명할 수

있는 방

법을 제

시한다 .
( 부 피

비교)

해결 방

법을 제

시한다.

해결 방

법을 제

시하지

못한다.

튜브는 헐렁해 졌지만 아이스크림을 누군가가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이스크림

튜브가

헐렁해진

이유

아이스

크림이

물로 상

태 변화

할 때의

특징을

3 가 지

설명한

다 . (열 , 
무게, 부
피)

아이스

크림이

물로 상

태변화

할 때의

특징을

2 가 지

설명한

다.

아이스

크림이

물로 상

태변화

할 때의

특징을

1 가 지

설명한

다.

아이스

크림이

물로 상

태변화

할 때의

특징을

설명하

지 못한

다.

아이스크림이 녹아 튜브가 헐렁해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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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글쓰기 4. 모습을 바꾸는 물
4 학년   반   번    성별(남, 여)

 이름: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편지글 형식에 맞게 편지를 써 봅시다. 

준거
수행 수준

4 3 2 1

편지로

써요

편지를 받는 사람, 첫 인사
말, 대화체의 문장, 끝인사, 
쓴 날짜, 보내는 사람이 나
타나 있다.

1～2가지 빠졌지만 기본

형식 대부분이 갖추어져

있다.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추어

편지글임을 알 수 있다.
형식을 갖추지 않아 편지

글이라 보기 어렵다.

글을

나눠요

처음에는 글을 쓰는 이유, 
가운데에는 설명하는 내용, 
끝에는 마무리하는 내용이

있고 문단을 적절히 나눈

다.

처음, 가운데, 끝의 내용구
성은 되어 있으나, 문단을
적절히 나누지는 못한다.

처음, 가운데, 끝의 내용구
성은 되어 있으나 문단 구

성은 되지 않는다.

처음, 가운데, 끝이 구분이
없고 문단 구성이 되지 않

는다.

문장을

확인해요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등이 틀린 곳이 거의 없이

정확하다.

곳곳에 틀린 곳이 보이나

글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틀린 곳이 많아 글을 이해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틀린 곳이 많아 글을 이해

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