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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writing-related variable that
predicts the writing ability (spelling, composition, writing fluency) of first- and
second-graders in primary school.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at risk groups in
spelling, composition and writing fluency were examined through the task scores of
writing-related skills.
Methods : A total of 44 children (23 first graders, 21 second graders) were tested for
writing and writing-related skills. The writing test included spelling, composition, and writing
fluency tasks, while the writing-related skill test included phonological awareness,
phonological short-term memory, RAN, orthographic awareness, reading fluency, and
receptive vocabulary tasks.
Results : The scores of the spelling, composition and writing fluency test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second-graders than first-graders. Also, the scores of orthographic awareness,
phonological awareness, and reading fluency tasks among writing-related skills tes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ades. In addition, reading fluency and orthographic
awarenes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spelling ability; reading fluency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composition, and the RAN test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writing fluency.
Finally, in the case of at risk groups in spelling,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orthographic awareness, reading fluency, and phonological short-term memory task scores
compared to the non-risk group. In addition, the risk group in both composition and writing
fluenc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RAN task score compared to the non-risk groups.
Conclusions : As a result of this study, different variables that predict writing ability in each
writing sub-area can be seen. In addition,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mechanism of
writing difficulties may differ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a child's writing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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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장길이가 점진적으로 향상하게 되며 이러한 쓰기 기능은 위계적이
며 발달적인 단계를 가지고 있다(Choi, 2012; Lee, 2018; Lee &

쓰기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행위로 읽기, 듣

Joo, 2005; Seo, 2015). 학년이 올라갈수록 글의 범위와 성격은

기, 말하기와 같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진다

다양해지고, 복잡한 구문구조와 다양한 어휘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17). 어린 유아들

생각이나 글을 전달한다.

은 끼적이기와 낙서하기를 시작으로 성인의 쓰기행동을 모방하거

쓰기는 학령기 뿐 아니라 일생에 거쳐 사용되며(Kim, 2013),

나 무작위로 글자를 쓰는 등 쓰기 활동에 흥미를 드러냄으로써 쓰

타인들과 소통하고 사회생활을 위해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우

기를 한다(Clay, 1984). 3~4세가량에는 쓰기는 하나 긁적거리는

리 일상에서도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Jung & Kim,

경우가 많고, 4~5세가 되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 글자 놀이를 즐기

2010; Seo, 2015). 이에 우리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쓰기 지

고 자신의 이름을 표기할 줄 알게 된다(Lee et al., 1993). 학령

식이 필요하며 쓰기는 관심 있게 다뤄져야 할 영역 중 하나이다.

전 아동들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하여 문해를 접하고 학령기에

학령기 초기 철자 습득에 결손이 생길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어려

이르러서는 정확한 글쓰기 규칙 및 방법에 대해 알고 글을 써 자

움이 지속되며(Berninger et al., 2006), 이러한 이유로부터 쓰기

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한다. 쓰기는 단어의 수나 문장 수, 문

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을 조기에 확인하고 중재하여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Seo, 2015).

Copyright 2020 ⓒ Korean Speech-Language & Hearing Association.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편, 학습에 필요한 다른 영역에는 문제가 없으나 쓰기에 어려
움을 가진 아동을 쓰기학습부진이라 하는데, 이러한 쓰기학습부진
아동의 경우 또래에 비해 문장 수준이 간결하고 높은 지적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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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학령

작문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어휘(vocabulary), 읽기

기 아동 중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3~10%

(reading), 형태소인식(morphological awareness), 통사적 처리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으며(Shin & Cho, 2001) 쓰기학습

(syntactic processes),

부진 아동 중 철자쓰기(spelling)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들의

(Babyigit & Stainthorp, 2010; Erhan, 2010; Guan et al,.

경우 일반 아동들에 비해 2~4배 정도의 오류를 보인다(Mac

2014; Kim 2013; Maria & Debora, 2011; Park, 2018).

Arthur et al., 1996). 학습부진 아동은 읽기보다 쓰기에 어려

Kim(2013)은 철자표기인식(orthographic awareness) 능력이 작

움이 더 크며(Yang & Seo, 2009) 많은 학령기 아동들은 연령

문 능력과 상관이 있음을 밝혔고, Min 등(2015)은 음운인식

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쓰기에 대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phonological awareness)이 작문 능력과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

(Seo, 2015). 또한 읽기 능력이 우수하여도 쓰기 능력이 저하

하였다. Lee와 Jung(2018)는 수용어휘(vocabulary), 음운인식

된 경우 쓰기에 기반한 활동이나 쓰기로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

(phonological awareness), 빠른이름대기(rapid automatized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며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naming)가 예측 변인임을 보고하였다.

작업기억(working memory) 등이 있다

읽기 유창성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경우 학년이 지나

한편, 철자쓰기(spelling)와 작문(composition)과 더불어 주어

도 지속적으로 쓰기 및 전반적 학습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

진 시간 내에 정확하고 빠르게 글을 쓰는 능력에 대해 관심을 갖

성이 높아(Kim et al., 2006) 쓰기의 어려움이 읽기 및 학습전

고, 이를 쓰기 유창성(writing fluency)으로 정의하며 쓰기의 하위

반과 매우 관련이 깊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격차

영역에 포함시키기도 한다(Seo, 2015). 쓰기 유창성(writing

는 시간과 학년이 지날수록 커지고(Kim et al., 2009) 학습을

fluency)이란 주어진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글을 쓰는 능력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Weil & Amundson,

을 의미한다(Kim, 2008).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읽기와 쓰기

1994).

발달단계 상 유창성이 풍부해지는 시기로 읽기 유창성과 쓰기 유

있다.

장애인교육법 IDEIA에 따르면, 쓰기는 대개 철자쓰기(spelling)

창성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Lee, 2008). Kim(2002)은 초등학교

와 작문(composition)으로 나누어진다(2004; as cited in Kim

저학년 시기에 쓰기 유창성에 문제가 나타날 경우 다음 학습단계

et al., 2012). 먼저, 철자쓰기(spelling)는 낱말이나 문장을 듣고

로의 진보가 어려워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쓰기 유창성 문제의

정확하게 받아쓰는 것을 의미한다(Ahn et al., 2006). 초기 아동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의 철자쓰기 발달 단계에서는 음운론적 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처럼 쓰기는 매우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언어기술이므로 가장

전체 단어를 통으로 외우고, 통단어 쓰기를 통하여 철자 쓰기를

습득하기 어렵고 늦게 발달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Seo, 2015).

하거나 단어를 소리나 음절로 나누며 음운론적 분석 과정을 거쳐

쓰기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공식화된 검사도구로는 기초학습기

철자쓰기를 하게 된다(Ahn et al., 2006). 음운론적 분석과정을

능 수행평가 체제: 쓰기(Kim, 2008), 한국어 읽기검사(Pae et

통해 쓰는 철자쓰기의 경우, 자소-음소 대응 규칙을 적용하여 철

al., 2015) 등이 있으며 검사도구에 따라 포함된 과제가 상이하

자와 대응되는 소리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제시되는 단어를 음절이

나

나 음소로 나누어 쓰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능숙해지면 자동적

(writing fluency)등을 측정할 수 있다.

철자쓰기(spelling),

작문(composition),

쓰기

유창성

으로 철자를 쓸 수 있게 된다(Ahn et al., 2006). 철자쓰기 능력

쓰기의 하위영역과 쓰기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은 이후에 발달하는 작문쓰기 능력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Seo(2015)의 연구에서는 쓰기 하위영역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쓰

한 기술이 되며, 철자쓰기 발달에는 음운인식(phonological

기 관련 변인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밝혔다. 또한 학년이 동일하여

awareness)과 철자표기인식(orthographic awareness), 형태소인

도 쓰기 어려움의 양상에 따라 관련 변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

식(morphological awareness)등의 능력이 요구된다(Abbott &

음을 시사하였다. Lee(2008)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1, 2, 3학

Berninger, 1993; Graham et al., 1997).

년을 대상으로 국어학습부진학생과 일반학생 집단으로 나누어

철자쓰기(spelling)의 어려움은 대개 학령기 초기에 나타나고

쓰기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에 대해 알아보았고

(Seo, 2015), 철자지식과 전략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자쓰기

그 결과, 국어학습부진학생의 경우 읽기 유창성과 쓰기 유창성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Kim, 2009). Yang과

간 상관을 보였으나 일반학생 집단의 경우 상관이 없었다. 이

Lee(2016)는 철자지식이 철자쓰기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저학

에 대해 연구자는 대상자의 수가 적어 추후에 이와 관련된 추

년이라 하더라도 학년별로 변화하는 철자 메커니즘을 밝히기

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였다. Lee(2008)는 초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등학교 저학년의 읽기 유창성과 쓰기 유창성이 풍부해지는 시

작문(composition)이란 자신이 경험한 것이나 추구하는 생각을
문자로 사용해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양한 주제로 글을 정교

기로 중요함을 언급하였으나 초등학교 저학년 일반 학생들의
학년 간 쓰기능력의 차이는 살펴보지 않았다.

하게 씀으로써 글쓴이 개개인의 독창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다

수단이다. 작문은 쓰기 영역 중 가장 높은 영역의 의사소통 방법

양한 요인을 변인으로 삼고 쓰기능력과의 관계성을 예측하고

으로서 읽기, 구어적 표현, 철자 등의 지식이 갖추어져야 한다

입증하였으나 주로 쓰기의 하나 혹은 두 가지 영역만 살펴본

(Choi, 2012). 쓰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 작문에 있어

연구가 많았고(Kim, 2016a; Kim, 2016b; Kim & Kim, 2018;

서 다양한 양상으로 어려움이 나타나며, 작문의 양과 질적인 면

Lee, 2008; Lee, 2018; Lee & Jung, 2018) 쓰기 유창성을 포함

모두 낮은 성취를 나타낸다(Choi, 2012).

한 쓰기능력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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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쓰기 능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진되며(Lee & Joo,
2005; Seo, 2015) 특히 1~3학년에는 정확하게 쓰는 음절과 단어
의 수가 증가하여 쓰기 능력이 현저하게 증가한다(Kim, 2002).

영역별로 위험군과 비위험군 아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Table 1. Profile of the participants

학령기가 되면서 쓰기 능력은 학업성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조기 선별이 중요하며(Lee et al., 2020; Seo, 2015), 학
RCPM

년별로 변화하는 철자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Yang & Lee, 2017). 특히 쓰기 문제는 고학년보다 저학년 시기
에 어려움을 나타낼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로 남을 수 있음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각 쓰기 하위영역에 따른 오류분석을 바탕으로 평
가 전략이 적용되어야 하므로(Kim, 2002) 쓰기의 다양한 측면에
서 평가를 하여 위험학생을 선별하여야 한다.

Grade 1
(n=23)

Grade 2
(n=21)

M

28.91

32.29

SD

3.66

3.07

M

20.87

20.90

t
-3.30*

-.05
SD
2.38
1.92
Note. RCPM=Raven Coloured Progressive Matrices test (raw scores);
REVT-r=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raw
scores).
*
p<.05
REVT-r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일반 아동 간 쓰기 하위영역 및 쓰기 관련
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고 쓰기 하위영역과 쓰기 관련 변인들과

2. 연구도구

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쓰기 관련 변인으로는 국내
외 선행연구에서 쓰기를 예측한 변인으로 보고된 수용어휘, 철

1) 레이븐 지능검사

자표기인식, 읽기 유창성, 음운인식, 음운기억, 빠른이름대기를

레이븐 지능검사(Raven’s Coloured Progressive Matrices:

포함하였다. 더욱이 쓰기와 읽기 간의 밀접한 관계를 언급한

RCPM, Raven et al., 1998)는 시공간적 지각력과 추론 능력을

연구들(Lee, 2008; Seo, 2015)을 고려하여 읽기 유창성 과제

평가하는 것으로 웩슬러 지능검사 중 동작성 지능지수와 상관관계

도 포함하였으며 아동이 쓰기의 하위 영역(철자, 작문, 쓰기 유

가 높은 비언어성 지능검사로서 사용되고 있다(Park, 2013). 이

창성)에서 취약한 쓰기 능력을 보이는 경우 쓰기 관련 변인 과

검사는 3세트로 구성되어 각 세트 당 12문제, 총 36문제로 구성

제들의 점수를 통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되어 6개의 예시 중 비어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그림을 찾는 과제
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지능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였
다.

Ⅱ. 연구 방법
2) 수용ㆍ표현 어휘력 검사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라남도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23명(남
자 12명, 여자 11명), 2학년(남자 7명, 여자 14명) 21명 총 44명
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학년 아동의 평균월령은 1
학년 84.65개월(80~89개월), 2학년 95.86개월(90~101개월)이었
다. 각 학년별 쓰기 학령은 1학년의 경우 평균 1.2학년(원점수 12
점~2.4학년), 2학년의 경우 평균 2.0학년(원점수 6점~5.1학년)이
었다.

수용ㆍ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는 만 2세 6개월에
서 만 16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어휘력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
화된 검사도구이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어휘력을 측정하기 위
해 수용언어 검사만 간이검사로 실시하였다.
3) 한국어 읽기검사
한국어 읽기검사(Korean Language based-Reading Assessment:
KOLRA, Pae et al., 2015)는 초등학교 1~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전

대상아동은 (1)레이븐 지능검사(Raven’s Coloured Progressive

반적인 읽기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표준화된 검사도구이다. 본 연구에

Matrices: RCPM, Raven et al., 1998) 결과, 각 학년 또래아동

서는 철자쓰기 능력과 작문쓰기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하위 과제

평균을 기준으로 –1.5SD 이상이며, (2)수용ㆍ표현 어휘력검사

중 받아쓰기 및 주제글쓰기를 실시하였고, 쓰기 관련 변인 능력을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알아보기 위해 읽기 유창성, 음운인식, 음운기억, 빠른이름대기 과

al., 2009)중 수용어휘만 실시하였다. 수용어휘 검사 결과, 각 학

제를 사용하였다. 이 중 빠른이름대기 과제는 숫자와 글자 과제로

년 또래아동과 비교하여 –1.5SD 이상인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또

나뉘어져 있으나 유창성은 글자과제보다 숫자과제와 더 상관성이

한 (3)부모나 교사에 의해 신체발달, 인지 및 언어발달, 청력, 행동

있다고 설명한 Ahn(2012)의 연구를 근거로 숫자과제만 실시하였

및 정서, 신경학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다. 읽기 유창성은 낱말 읽기 유창성과 문단글 읽기 유창성으로

(Table 1).

나뉘어져 있고, 두 과제 모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쓰기 위험군을 레이븐 지능검사(RCPM)와 수용
어휘(REVT-r)에서 각 학년 또래아동 평균을 기준으로 –1.5SD 이

4)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쓰기

상이며 쓰기 과제(철자쓰기, 작문, 쓰기 유창성)에서 –1.25SD 이하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인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철자쓰기, 작문, 쓰기 유창성 각

쓰기(Basic

Academic

Skills

Assessment-Written Expression: BASA-WE, Kim, 2008)는 쓰
기 문제를 가진 아동의 수행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표준화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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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이며, 본 연구에서는 쓰기 유창성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
하였다. 이 검사는 아동에게 주어진 시간 3분 내에 얼마나 많은

3. 실험설계

글자를 정확하게 쓰는지를 측정하기 위함이며 아동에게 이야기 서
두를 제시하고 1분 동안 생각할 시간을 제공 한 후, 이야기 서두
에 이어질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1) 예비 실험
본 실험에 앞서 검사의 항목 및 전체 조사 시간, 과제에 대
한 아동의 피로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

5) 철자표기인식(Orthographic Awareness) 검사

다. 초등학교 1학년 아동 1명, 2학년 아동 1명을 대상으로 실

철자표기인식은 국외의 선행연구에서 철자표기인식을 측정하는

시하였으며, 예비 실험에서 개인으로 검사하였던 연구 절차나

과제를 국내의 사정에 맞게 수정ㆍ번안한 선행연구 Yang과

과제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나타난 집

Lee(2016)의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검사는 동음

중력 저하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진행이 어려운 점은 수정ㆍ보

어 변별검사와 문자 선별검사 두 가지 검사로 나뉘어져 있으며

완하여 본 실험에 다시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두 검사의 결과를 합산하여 철자표기인식 능력의 총점을 구하였다.
2) 본 실험 절차
① 동음어 변별검사
본

연구에서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8주에 걸쳐 연구대상자들이 소재
등

하는 초등학교 내 빈 교실 등 조용한 공간에서 실시하였다. 실험

Yang과

이전에 학교를 통해 사전에 통지서 및 동의서를 배부하였으며 보

Lee(2016)의 동음어 변별검사를 기반으로 검사를 제작하였다.

호자의 동의를 받은 총 44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검사 문항은 연습 문항을 제외한 12문항으로 선정하였고, 제시

였다.

(2006)의

국외

사용한

동음어

선행연구를

변별검사는

기반으로

Hagiliassis

수정ㆍ번안한

된 단어는 초등학교 1, 2학년 쓰기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철자

검사는 아동들의 집중시간 고려 및 학교교과과정에 방해되지 않

쓰기 능력을 알아본 Paek과 Kim(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어

는 선에서 진행해야하는 한계점이 있어, 학교 교실에서 쓰기검사

휘들 중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과 수준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철자쓰기, 작문, 쓰기 유창성)를 집단으로 실시하였으며 타 과제는

어휘를 선별하여 제작하였다.

개별 검사로 실시하였다. 개별 검사는 교실과 독립된 외부공간에서

본 과제는 문장을 제시하여 두 가지 보기 중 제시된 문장에

검사자와 아동 1:1로 실시하였다.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들어갈 정확한 철자 단어를 찾아 선택하는 것이며 정답, 정답

실시 협력자에게는 실시 목적과 내용, 실시방법, 채점방법에 대해

과 음은 같으나 철자 형태가 다른 의미있는 단어가 제시되도록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한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구성하였다(예, 의자가 낮다/낫다). 검사자가 문항의 문장을 읽

진행 전 사전에 녹음동의를 구두로 확인한 후 실시하였고 아동에

어줄 때 아동들은 눈으로 글을 따라 읽고 답지에서 바르게 표

게 검사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각 검사도구 지침에 따

기된 단어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검사는 시간제한 없이 실시되

라 과제를 실시하였다. 아동이 참여에 어려움을 보이거나 거부반응

었고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점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을 보일 경우 중단하였다. 집단 검사의 경우 30분 전후로 시간이
소요되었고 개인 검사 또한 30분 전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개인

② 문자 선별검사

검사의 경우 아동의 반응은 현장에서 녹음기로 녹음하며 기록지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자 선별검사는 Deacon 등(2012),

기록하였고 기록이 끝난 후에는 녹음 내용을 다시 들으며 확인하

Olson 등(1994)의 국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수정ㆍ번안한 Yang

는 절차를 가졌다.

과 Lee(2016)의 문자 선별검사를 기반으로 검사를 제작하였다. 검
사 문항은 연습 문항을 제외한 15문항으로 동음어 변별검사와 동

4. 신뢰도

일하게 진행되었으며 제시된 단어는 시각적 유사성이 있는 단어를
이용하여 단어재인 연구를 진행한 Paek(2004)의 연구를 참고하여
적절한 어휘를 선별하고 제작하였다. 보기는 정답, 정답과 음은 같
지만 의미가 없는 무의미 단어 두 가지가 제시되도록 구성하였다
(예, 코에서 콘물/콧물/콛물 이 흐른다). 본 과제 또한 검사자가
문항의 문장을 읽어줄 때 아동들은 눈으로 글을 따라 읽고 답지에
서 바르게 표기된 단어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검사는 시간제한 없
이 실시되었고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점하여 총점을 산출하였
다.

채점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평가자 간 신뢰도를 산출
하였다. 평가자 간 신뢰도는 수용‧표현 어휘력검사와 한국어 읽기
검사 중 철자쓰기, 작문 과제와 기초학습기능검사: 쓰기 검사 중
쓰기 유창성 과제가 100%, 한국어 읽기검사 중 읽기 유창성, 음운
인식, 음운기억, 빠른이름대기, 철자표기인식 검사에서 98.5%로
나타났다.

5. 결과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년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인(쓰기 하
위영역, 쓰기 관련 변인)을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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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전체 학년(1학년, 2학년)의 쓰기 과제와 쓰기 관

(p<.01), 문단글 읽기 유창성(p<.01), 음운기억(p<.01)과 정적 상관

련 변인 간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기 유창성은 빠른이름대기(p<.05)와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였고, 쓰기

부적 상관이 있었다(Table 4).

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
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각
쓰기 하위영역

위험군과 비위험군의 쓰기 관련 변인의 영향력

을 살펴보았고, 모집단 간 표집의 수에 차이가 있어, 비모수 검

Table 3. Mean and SD of the score of write-related skills in
grade 1 and 2
Tasks

정인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RV ( /28)
OA ( /27)

Ⅲ. 연구 결과

WR ( /50)

1. 학년에 따른 쓰기 과제 능력 비교
PR (score)

1) 학년별 쓰기 하위영역 과제 점수
학년에 따른 쓰기 하위영역(철자쓰기, 작문, 쓰기 유창성) 과제

PA ( /30)

원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철자쓰기와 작문과제는 한
국어 읽기 검사 원점수를, 쓰기 유창성 과제는 기초학습기능검사:
쓰기 검사의 획득점수를 기술하였다(Table 2).

PM ( /70)

Grade 1

Grade 2

(n=23)

(n=21)

M

20.87

20.90

SD

2.38

1.92

M

16.26

21.14

SD

3.25

3.34

M

18.48

24.05

SD

4.51

4.49

M

26.83

35.58

SD

14.19

8.56

M

15.04

19.00

SD

5.47

7.20

M

60.09

60.86

SD

4.80

4.14

t
-.05
-4.91***
-4.10***
-3.22**
-2.04*
-.57

M
27.39
25.86
.99
SD
5.07
5.25
Note. RV=receptive-vocabulary; OA=orthographic awareness;
WR=word reading fluency; PR=paragraph reading fluency;
PA=phonological awareness; PM=phonological short-term
memory; RAN=rapid automatized naming.
*
p<.05, **p<.01, ***p<.001
RAN (score)

Table 2. Mean and SD of the score of spelling, composition
and writing fluency tasks in grade 1 and 2
Grade 1
(n=23)

Tasks
Spelling ( /30)
Composition ( /16)
Writing fluency (score)

Grade 2
(n=21)

M

18.17

24.67

SD

7.07

4.88

M

3.43

6.52

SD

1.88

3.34

M
SD

38.39

55.67

15.79

22.96

t
-3.57**
-3.73**
-2.59*

*

p<.05, **p<.01

2) 학년별 쓰기 관련 변인 과제 점수
학년에 따른 쓰기 관련 변인(수용어휘, 철자표기인식, 낱말 읽기
유창성, 문단글 읽기 유창성, 음운인식, 음운기억, 빠른이름대기)
과제 원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Table 3). 그 결과,
모든 과제에서 1학년의 평균보다 2학년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수
용어휘, 음운기억, 빠른이름대기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쓰기 능력을 예측하는 쓰기 관련 변인
1학년, 2학년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쓰기 하위영역(철자쓰기,
작문, 쓰기 유창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쓰기 관련 변인을 탐색하
였다. 쓰기 관련 변인(수용어휘, 철자표기인식, 낱말 읽기 유창성,
문단글 읽기 유창성, 음운인식, 음운기억, 빠른이름대기) 과제
중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변인들의 표준값(z-score)을 사용하
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5, 6, 7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철자쓰기를 예측하는 변인은 문단글 읽기
유창성(F=30.31,

p<.001),

철자표기인식(F=6.58,

p<.001)으

로 나타났다. 작문쓰기를 예측하는 변인은 문단글 읽기 유창성
(F=9.50, p<.01)으로 나타났으며 쓰기 유창성을 예측하는 변
인은 빠른이름대기(F=4.62, p<.05)로 나타났다.

2. 쓰기 하위영역과 쓰기 관련 변인 간 상관관계
4. 쓰기 위험군과 비위험군 간 쓰기 과제 능력 비교
전체 학년의 쓰기 하위영역(철자쓰기, 작문, 쓰기 유창성)과 쓰기
관련 변인(수용어휘, 철자표기인식, 낱말 읽기 유창성, 문단글 읽기
유창성, 음운인식, 음운기억, 빠른이름대기) 수행능력 간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표준값(z-score)을 사용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철자쓰기에서는 쓰기
관련 변인 중 철자표기인식(p<.01), 낱말 읽기 유창성(p<.01), 문단
글 읽기 유창성(p<.01), 음운인식(p<.01), 음운기억(p<.01)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문에서는 낱말 읽기 유창성

쓰기 과제의 각 영역에서 학년 별 표준값(z-score) –1.25SD 이
하를 기준으로 쓰기 위험군 아동 및 비위험군 아동으로 분류 하였
다. 위의 분류 기준에 따라 철자쓰기 위험군, 작문쓰기 위험군, 쓰
기 유창성 위험군 집단 각각 및 비위험군 집단으로 나누어 쓰기
관련 변인 과제 점수를 비교 검토하였다. 총 위험군 집단 아동은
14명, 비위험군 집단 아동은 3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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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자쓰기 위험군의 특성

능력을 비교하기 위해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철자쓰기 획득 점수를 기준으로 철자쓰기 위험군(6명) 및 비위험

결과는 아래의 Table 9와 같다. 검사 결과 빠른이름대기(Z=-2.57,

p<.05)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군(38명) 간 쓰기 관련 변인 과제 능력을 비교하기 위해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의 Table 8

3) 쓰기 유창성 위험군의 특성

과 같다. 검사 결과 철자표기인식(Z=-2.78, p<.01), 낱말 읽기 유
창성(Z=-2.31, p<.05), 문단글 읽기 유창성(Z=-2.19, p<.05), 음운

쓰기 유창성 위험군(6명)과 비위험군(38명) 간 쓰기 관련 변인

기억(Z=-2.55, p<.05)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과제 능력을 비교하기 위해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아래의 Table 10에 제시되었고, 검사 결과 빠른이름대기
(Z=-2.86, p<.05)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 작문 위험군의 특성
작문쓰기 위험군(6명)과 비위험군(38명) 간 쓰기 관련 변인 과제

Table 4. Correlation between writing skill tasks and writing-related skills
SP

COM

WF

RV

OA

WR

PR

PA

PM

RAN

SP
COM

.55**

WF

.21

.23

RV

.27

.03

-.17

OA

.54**

.20

.20

.34*

WR

**

-.00

.35*

.54**

*

**

.53

.43

PR

**

**

.65

.43

.18

.31

.34**

.66**

PA

.56**

.15

.17

.49**

.32*

.24

**

PM

**

.54

.41

.10

*

.09

*

.03

-.29

-.25

-.30

-.24

.48

-.46**

-.21

**

-.34*

Table 8. Results of U-test in writing-related skills between
at risk group and non-risk group in spelling difficulty

Table 5. Writing-related skills predict spelling ability
Tasks

Understandized
coefficients

B

β

VIF

R R²

SE

Adj
R²

F

M
Tasks
***

PR

-.65

.19

.65 1.00 .65

.42

.41 30.31

PR
OA

-.52
.36

.11
.11

-.52
1.13 .73
.36

.54

.51 23.73***

Note. PR=paragraph
awareness.
***
p<.001

reading

fluency;

OA=orthographic

Table 6. Writing-related skills predict composition ability
Tasks
PR

Understandized
coefficients

B

SE

.43

.14

β
.43

VIF

R

1.00 .43

R²
.18

Adj
R²

F

.17

9.50**

Table 7. Writing-related skills predict writing fluency ability

RAN

Understandized
coefficients

B

SE

-.32

.15

β
-.32

R²

Adj
R²

F

1.00 .32 .10

.08

4.62*

VIF

Note. RAN=rapid automatized naming.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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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At risk
(n=6)

Non-risk
(n=38)

MannWhitney U

Z

p

RV

18.92

23.07

92.50

-.74

.46

OA

9.00

24.63

33.00

-2.78

.01**

WR

11.25

24.28

46.50

-2.31

.02*

PR

11.83

24.18

50.00

-2.19

.03*

PA

15.00

23.68

69.00

-1.54

.12

PM

10.08

24.46

39.50

2.55

.01*

RAN

Note. PR=paragraph reading fluency.
**
p<.01

Tasks

.42

.20

.03
Note. SP=spelling; COM=composition; WF=writing fluency; RV=receptive-vocabulary; OA=orthographic awareness; WR=word reading
fluency; PR=paragraph reading fluency; PA=phonological awareness; PM=phonological short-term memory; RAN=rapid automatized
naming.
*
p<.05, **p<.01
RAN

-.25

-.53**

**

27.42
21.72
84.50
-1.01
.31
Note. At risk=children at risk for spelling; Non-risk=children at
non-risk for spelling; RV= receptive-vocabulary; OA=orthographic
awareness; WR=word reading fluency; PR=paragraph reading
fluency; PA=phonological awareness; PM =phonological short-term
memory; RAN=rapid automatized naming.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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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sults of U-test in writing-related skills between
at risk group and non-risk group in composition difficulty
M
Tasks

MannWhitney U

Z

학년보다 2학년의 소요시간이 짧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
은 본 연구대상의 수가 비교적 한정적이고, 학년이 낮아 표준

p

편차가 비교적 컸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

At risk
(n=6)

Non-risk
(n=38)

RV

24.67

22.16

101.00

- .45

.66

간의 평균 차는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수용어휘의 경우

OA

21.58

22.64

108.50

- .19

.85

본 연구에서는 간이검사를 실시하여 31문항으로 검사를 하였으
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과 2학년

WR

19.42

22.99

95.50

- .63

.53

PR

15.50

23.61

72.00

-1.43

.15

다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쓰

PA

21.50

22.66

108.00

- .21

.84

기 능력과 쓰기 관련 변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PM

15.42

23.62

71.50

-1.46

.15

그 결과, 철자쓰기와 철자표기인식, 낱말 읽기 유창성, 문단글

RAN

35.00

20.53

39.00

-2.57

.01*

읽기 유창성, 음운인식, 음운기억간의 유의미한 상관을 살펴볼

Note. At risk=children at risk for composition; Non-risk=children at
non-risk for composition; RV=receptive-vocabulary; OA=orthographic
awareness; WR=word reading fluency; PR=paragraph reading fluency;
PA=phonological awareness; PM=phonological short-term memory;
RAN=rapid automatized naming.
*
p<.05

수 있었다. 이는 철자쓰기 발달에 요구되는 능력들은 음운인식,
철자표기인식

등의

능력과

함께

발달한다는

선행연구

(Berninger et al., 2010; Deacon et al., 2012)와 일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철자쓰기부진아
동과 일반아동 집단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철자쓰기와 읽기, 음
운인식 능력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Ahn 등(2006)의 연구와도 유사
한 결과를 보였다. 작문 쓰기는 낱말 읽기 유창성과 문단글 읽기

Ⅳ. 논의 및 결론

유창성, 음운기억이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기
유창성은 빠른이름대기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쓰기 능력과 쓰기 관련

빠른이름대기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아동의 읽기 능력

변인의 수행력을 살펴 학년별 발달적 차이를 살펴보고 초등학교

을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Kirby et al.,

저학년의 쓰기 능력을 예측하는 쓰기 관련 변인을 탐색하고자

2003). 또한 국내 연구에서도 빠른이름대기가 음운인식과 함께 초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쓰기 과제를 철자쓰기, 작문쓰기,

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읽기문제나 읽기장애를 예측하는 강력한

쓰기 유창성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수행력을 살펴보고,

변인으로 보고되었다(Park & Kim, 2014). 빠른이름대기는 철자

각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쓰기 위험군의 쓰기 특성이

단어를 저장하고 장기기억 내에서 생성한 철자 지식과 연결되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를 아래에

음운론적 부호화를 빠르게 처리하여 인출하는 능력으로(Vaessen

기술하였다.

& Blomert, 2010), 속도를 측정하는 쓰기 유창성 과제와의 관련

먼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전체 아동의 학년 별 쓰기 능

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즉, 쓰기 유창성 과제나 빠른이름대기

력 차이를 알아보았다. 쓰기 수행수준을 살펴본 결과, 쓰기 과

모두 빠른 처리를 요하는 시간의 속성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으

제인 철자쓰기, 작문, 쓰기 유창성의 평균 점수에서 2학년이 더

며, 정확하고 자동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속성이 결과에 반영된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1학년보다 2학년에서의 전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 빠른 이름대기는 읽기 능력

쓰기 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1~3학년의 철자쓰기 능

뿐 아니라 쓰기 능력 중 쓰기 유창성과도 관련이 높은 것을 알 수

력은 유의한 발달패턴을 보인다는 Kim(2009)의 연구 결과와

있다.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학년수준별 쓰기 관련 변인 과제에서

중다회귀분석 결과, 철자쓰기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문단글

는 수용어휘, 음운기억을 제외한 모든 과제에서 1학년보다 2학

읽기 유창성과 철자표기인식 순으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

년이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철자표기인식, 낱말 읽기 유창성,

의미한 것을 알 수 있었다(F=30.38, p<.001). Seo(2015)의

문단글 읽기 유창성, 음운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연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쓰기장애 학생의 쓰기 하위영역과

를 보였다. 본 결과를 통해 학년 간에 차이가 뚜렷한 하위변인

읽기 유창성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낸 결과와 유사한 결과

이 있음을 알 수 있고 1학년보다 2학년의 읽기 능력 또한 높은

를 나타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철자표기인식이 철자쓰기 능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Lee와 Jung(2018)의 연구에서 학

력을 설명한다고 하였는데(Abbott & Berninger, 1993), 본 연

년이 올라감에 따라 철자지식이 증가한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

구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아동

났다. 그러나 쓰기 관련 변인 과제 중 수용어휘 및 음운기억,

을 대상으로 한 Kim(2013)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

빠른이름대기 과제의 경우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는 보이지 않

음으로 작문쓰기를 예측하는 요인으로는 문단글 읽기 유창성이

았다. 음운기억 및 빠른이름대기 과제의 경우 집단 간 유의미

유의미한 요인이었으며(F=10.50, p<.01) 작문 능력을 예측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는 변인이 읽기 능력임을 주장하는 Abbott와 Berninger(1993)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음운기억 과제는 1학년보다 2학년의

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다. 또한, 쓰기 유창성을 예측하는

평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빠른이름대기 과제에서도 1

요인으로는

빠른이름대기가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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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25, p<.05). 선행연구들에서는 빠른이름대기와 읽기 유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지위나 교육관심도, 사교육 년수 등 환경적인

창성 간의 깊은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다수 있었으나(Ahn,

요인이 쓰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일반화에 어려움이

2012; Bower, 1995; Kim et al., 2011; Park, 2010; Wolf &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더 많은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Bowers, 1999; Woo et al., 2016), 쓰기 유창성과 빠른이름대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기와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읽기

있다. 둘째, 쓰기 위험군의 연구대상자 수를 충분히 하기에는 조사

유창성, 빠른이름대기 변인은 읽기뿐만 아니라 쓰기 능력을 예측할

대상 수의 한계가 있어 집단을 나누어 분석하기에 다소 적은 대상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었다. 후속연구에서는 1, 2학년 아동들뿐만 아니라 3학년 이상

다음으로 각 쓰기 하위 영역(철자쓰기, 작문쓰기, 쓰기 유창
성)별 쓰기 위험군 집단과 비위험군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

의 아동들도 선정하고 더 많은 대상을 표집하여 수행수준의 차이
를 알아보고 쓰기 관련변인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았다. 먼저, 쓰기 과제 중 철자쓰기를 기준으로 위험군과 비위
험군 집단 간의 쓰기 관련 과제의 점수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
으로 철자쓰기 위험군이 비위험군에 비해 낮은 성취 점수를 보
였으나 특히 철자표기인식과 문단글 읽기 유창성, 음운기억이
유의하게 낮았다. 다음으로, 작문쓰기를 기준으로 위험군과 비
위험군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 비위험군 아동 간에 빠른 이름대
기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Kim(2016a)의 연구에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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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저학년의 쓰기 능력 발달 및
쓰기 관련변인과의 관련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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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주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목적 : 본 연구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쓰기능력과 쓰기 관련변인 수행력을 살펴 학년별
발달적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쓰기 능력을 예측하는 쓰기관련 변인을
살피고자 하였다. 쓰기 능력을 철자쓰기, 작문쓰기, 쓰기 유창성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의 위험군의
쓰기 능력과 쓰기 관련변인 수행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방법 : 초등학교 1학년(23명), 2학년(21명) 총 44명을 대상으로 쓰기 및 쓰기 관련 변인 검사를
실시하였다. 쓰기검사는 철자쓰기, 작문, 쓰기 유창성을 포함하였고 쓰기 관련 변인 검사는
음운인식, 음운기억, 빠른이름대기, 철자표기인식, 읽기 유창성, 수용어휘 과제를 포함하였다.
결과 : 첫째, 철자쓰기, 작문, 쓰기 유창성 능력 모두 2학년이 1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고, 쓰기관련변인에서는 철자표기인식, 음운인식, 읽기 유창성 능력이 학년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철자쓰기 능력에는 읽기 유창성과 철자표기인식이, 작문쓰기의 경우 읽기 유창성이
예측변인이었으며, 쓰기 유창성은 빠른 이름대기가 예측 변인이었다. 셋째, 철자쓰기 위험군의
경우 철자표기인식과 읽기 유창성, 음운기억 과제 점수에서 비위험군과 차이를 보였다. 작문쓰기
위험군 및 쓰기 유창성 위험군의 경우 빠른 이름대기 과제 점수에서 비위험군 아동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 본 연구 결과 쓰기 하위 영역에 따라 쓰기 능력을 예측하는 변인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쓰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 이들의 쓰기 문제의 특성에 따라 이에 관여하는 메커니즘이 다를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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