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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 능력에서 가장 복잡한 영역이 쓰기이며, 단순히 글자를 쓰는 낮은 수준의 능력에서부터 자신의 생각

을 표현하는 높은 수준의 능력에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대부분의 학습장애 아동에게 쓰기는 읽기보다 훨

씬 더 어려운 과제이고, 쓰기장애는 읽기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의 쓰기능력을 탐색하고 쓰기장애를 진단하며 적절한 중재를 실행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쓰기오류분석 및 쓰기평가에 관하여 고찰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쓰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즉 쓰기오류의 유형별 출현율을 살펴보고, 교

사의 평정 혹은 학급의 특성(일반학급/특수학급) 등에 따른 쓰기오류의 출현율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특히 쓰기 유창성을 나타내는 양적인 측정 지표(총음절, 총단어, 정확음절, 정확단어)는 초등학교 저학

년 수준에서 타당한 척도라는 점이 시사되었다. 또한, 특수학급 학생들이 같은 학년의 일반학급 학생보다 더

많은 오류를 나타내며, 특히 음절의 대치가 두드러졌다.

주요어 :쓰기 평가, 쓰기 오류분석, 쓰기 장애, 측정지표

Ⅰ. 서 론

쓰기의 주된 목적은 정보를 기록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가정과 일터에서 컴퓨터를 도입하

게 되는 것과 같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쓰기와 관련된 문제들 중 일부는 극복할 수 있게 되었

다. 그러나 여전히 의사소통을 위해 단어와 낱자를 숙달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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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 글자를 잘 쓰는 것을 배우지 못한 학생들은 수업에서 뒤처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쓰기능력은 학습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된다(김승국, 김동일 외, 1997).

쓰기란 언어적 전달 내용을 기호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언어의 소리를 정확한 철자 형태를 갖

춘 문자 기호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언어 기술에서 가장 복잡한 영역이 쓰기이며, 단순히 글자를

쓰는 낮은 수준의 능력에서부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높은 수준의 능력에까지 그 범위가 다양

하다. 대부분의 학습장애 아동에게 쓰기는 읽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이고, 쓰기장애는 읽기문

제가 해결된 뒤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김승국, 김동일 외, 1997).

아동이 쓰기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구어기술과 읽기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아동들은

주제에 따라서 생각하고 조직할 수 있어야 하며, 단어를 쓰면서 제대로 필기할 수 있어야 한다. 쓰기는

통상적으로 글씨쓰기(습자, handwriting), 철자쓰기(spelling), 작문(written expression- composition)의

세 영역으로 분리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이중 글씨 쓰기와 철자쓰기가 쓰기 교육의 최종 목표인 의

사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이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주목하여 보아야 한다.

첫째, 글씨쓰기의 주목적은 정보를 기록하고 의사 소통을 하는 데 있다. 이는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쓰기, 상대방에게 쓰기, 구직과 사무관련 능력에 관한 쓰기, 상대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기 위

한 쓰기를 포함한다. 가정과 일터에서 컴퓨터를 도입함으로써 그리고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좋지

않은 글씨 쓰기 능력과 관련된 문제들 중 일부는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의사소

통을 위해 단어와 낱자를 숙달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글자를 잘 쓰는 것에

대해 배우지 못한 학생들은 교실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쓰기 능력을 진단하고 지도할 때, 글씨쓰기에 대한 평가는 특히 모순되고 비체계적이다. 대부

분의 교사는 학생의 수행 결과를 적절히 평가하는 방법, 평가 결과와 교정 전략을 적절히 관련시

키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글씨쓰기가 구체적이고 영속하는 결과물을 남기지만 객관적으

로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쓰기 평가 과정은 형식과 기능 양면을 기본으로 한다. 형식 평가는

문자 구성 자체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요소들과 관련이 있다. 문자 구성은 일반적 쓰기 평가의

3P(자세, 위치, 연필 쥐는 법) 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자세(posture) 는 몸의 올바른 태

도와 발의 위치, 시선의 꼿꼿함 등이 속한다. 위치(position) 는 글자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종이의 위치와 관련된다. 연필(pencil) 은 연필을 잡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둘째, 철자쓰기 측면을 살펴보면, 읽기와 철자 능력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철자를 배우는 것

은 단어를 익히고, 읽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철자의 기능적 배경은 쓰기이다. 철자는 목적

에 이르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상습적인 철자 부진아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철자를 배우고 전략을 외우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철자 쓰기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켜야 한다.

셋째, 작문 능력은 다른 기본능력 곧, 수학, 말하기, 읽기와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다. 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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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 정해진 논리적 규칙을 따르고, 말하기는 거의 모방을 통해 학습되며, 읽기에서는 문자가 종

이에 전부 인쇄되어 남아 있게 된다. 하지만, 작문에서는 작문 기법들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목

적(줄거리, 구상, 묘사, 논거, 설명 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글 쓰는 이가 필요한 것이다. 작

문기법에는 손으로 쓰기, 타자치기, 철자쓰기, 구두법, 그리고 문법과 문체의 정확한 사용과 같이

다양한 기술이 있다. 많은 학습장애 학생들이 내가 뜻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글로 쓸 수 없어

요 라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작문에서 비형식적 검사(informal test )는 보통 여러 가지 측정 지표

에 근거하여 학업의 실제 글을 점수화한다. 유창성, 혹은 완숙성이라고 하는 문법적 복잡성은, 예

를 들면, 자주 글쓰기 기술의 평가 관점으로 쓰인다. 글쓰기 작품은 또한 독자의 감상에 근거한

전체적 절차에 따라 순위가 매겨질 수 있다. 문법적 복잡성의 평가는 특정한 작문 구조(예를 들

면 종속절, 구, 그리고 동격어의 사용)를 알아내는 반면, 전체적 점수화는 작문의 전체적 질과 관

계가 있다. 작문에서 문법적 복잡성은 비교적 적은 단어로 많은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글을 능숙하게 쓰는 사람은 문장을 연결하고 문장 내에서 의미를 확장시키는데 복잡한 문

법적 구조를 사용한다. 반면에 미숙하거나 초보들은 수식어가 거의 없는 간단한 문장을 쓰는 경

향이 있다. 문법적 복잡성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최소 문장의미 단위(minimal terminable

unit )나 T - unit이다. T - unit는 단문이나 대등접속사로 연결되는 독립절이다. 언어구사력이 증가할

수록, 복문구조를 더 많이 사용하여 T - unit를 확장시킨다. T - unit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이유에

서 척도화 하는데 유용한 평가 방법이다. (1) T - unit는 문법적으로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작문의

최소단위이고, 문장과는 달리 분석하기에 쉬운 채점 방식을 제공한다. (2) T - unit의 사용은 결손,

오류, 발전을 측정하는 것에 대비되는 공통요소로써, 연구자들이 학생, 학교, 그리고 특정한 작문

기술의 안팎으로 작문의 변화들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3) T - unit를 사용하면 문장의 경계를 확

정짓는 기술이 미숙한 경우에도 대문자 사용이나 문장부호 사용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오류를 피

할 수 있다. (4) T - unit는 높은 신뢰도 계수를 얻을 수 있다.

쓰기능력은 언어 발달의 위계적 순서에 입각해서 본다면 듣기, 말하기, 읽기 능력을 획득한 다

음에 발달한다. 아동이 쓰기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구어 기술과 읽기 기술을 적용

해야 한다. 따라서 듣기, 말하기, 읽기 단계의 어느 부분에서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곧 쓰기

장애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쓰기는 단순히 글자를 쓰는 수준의 능력에

서부터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수준의 능력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쓰기 능력은 읽기 능

력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이다. 때문에 쓰기 장애는 읽기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오랫동안 지속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쓰기의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선별하고 그에 적절한 쓰기교수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장애 아동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쓰기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쓰기와

철자, 작문 등의 영역에서 쓰기평가를 할 때에는 쓰기오류를 분류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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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분석을 바탕으로 현장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수 평가전략이 구체화되며 초등

학교 쓰기장애 아동의 지도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진단과 지도

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아동들의 쓰기 능력 지표를 탐색하고 오류 유형을 분석하며 쓰기오류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아동의 쓰기능력을 탐색하고 쓰기능력을 진단하며 이에 적절한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그러한 연구결과를 토착화시키려면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쓰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대처방안이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국내의 한 선행 연구(김동일, 2000)에서는 학습

장애, 특히 기초학습 기능 및 쓰기에 곤란을 겪는 아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개관하고 쓰기에 관

한 선행연구(Lerner , 1993; Mercer , 1987)를 검토함에 있어 쓰기, 철자, 작문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쓰기오류 및 쓰기평가에 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쓰기 평가의 대안적 접근인 교육

과정중심측정(CBM: Curriculum- Based Measurement)에 대한 개관과 쓰기 검사와 양적인 측정 지

표의 측정학적 적합성에 관련된 연구(Deno, 1985; Shinn, 1987)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 선행

연구(김동일, 2000)를 확장하여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쓰기검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시

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즉, 아동의 쓰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양적인 비형식적 측정 지표를 살펴

보고 아동이 보이는 쓰기오류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아동의 쓰기능력에 대한 교사평정

및 다양한 발달 준거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아동의 쓰기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와 쓰기 오류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출

현율을 조사하였다.

둘째, 각 쓰기 능력 지표와 오류유형이 성별, 학급, 학년, 교사평정이라는 준거변인에 따라 어

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하였다.

셋째, 각 오류유형별 통계치를 조사하여 오류유형 출현율에 대한 하위 분석을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 278명을 대상으로 쓰기검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

의 성비는 남자가 143명으로 51.4%를 차지하였고, 여자가 135명으로 48.6%를 차지하였다. 학년분포

는 1학년이 77명으로 27.2%, 2학년이 80명으로 28.3%, 3학년이 79명으로 27.0%, 4학년이 47명으로

16.6%의 분포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나누어 표집하였다. 일반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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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265명으로 93.6%이며, 특수학급 학생은 18명으로 6.4%를 차지하고 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쓰기능력을 평가하고 쓰기오류 분석을 하기 위하여 본 연구

자가 제작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검사지는 간단한 문장으로 된 이야기 서두 제시문(story

starter)을 제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학생의 전

반적인 쓰기 능력에 관한 교사의 평정을 1점에서 7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시간제한은

3분으로 하였다.

3. 연구절차

먼저 학생들의 쓰기오류유형을 알아보고 오류분석을 하기 위하여 검사지를 제작하였다. 다음으

로 검사지는 4개 초등학교에 각각 배포, 담임교사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4. 분석방법

첫째, 학년별, 성별, 학급별 각 오류유형의 출현율을 제시하였다.

둘째, 준거변인과 쓰기 척도 및 각 쓰기 척도들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셋째, 학년 및 학급별 각 오류유형의 탐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쓰기 검사 척도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김동일, 2000; Salvia & Ysseldyke, 2001; Shinn, 1987)를 중심으로 학

생들의 쓰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양적인 척도(측정 지표)를 설정하였다.

·총음절 : 총음절의 수

·틀린음절 : 틀리게 쓴 음절의 수

·정확음절 : 정확하게 쓴 음절의 수

·총단어 : 총단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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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단어 : 틀리게 쓴 단어의 수

·정확단어 : 정확하게 쓴 단어의 수

·총단어/ T : 하나의 T - unit당 총 단어의 수

·정확단어/ T : 하나의 T - unit당 정확하게 쓴 단어의 수

·교사평정 : 학생의 전반적인 쓰기 능력에 관한 교사의 평정으로서, 1점(가장 낮음)에서 7점(가

장 높음)척도까지 표기함.

또한 오류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김동일, 2000)에서 제시한 쓰기 오류유형을 설정하

였다(<표 1> 참조).

<표 1> 쓰기 오류 유형 및 용어 제시

오류유형 정의 및 예시

문장부호

잘못 사용

(문장부호)

정의 쉼표, 마침표, 따옴표와 같은 문장부호를 잘못 사용하거나 생략한 경우

예시
내가 말하였습니다( . ) ( )엄마 왜 짐을 챙기십니까?( ) ( )왜 챙기냐고(? )( ) ( )엄마는

놀러간다(. )( ) ( )어디요(? )( )

소리나는

대로

(소리)

정의 맞춤법을 무시하고 소리나는 대로 쓴 음절

예시 안자(앉아), 가방을 매고(메고), 따까씁니다(닦았습니다)

생략
정의 써야 할 음절을 빠뜨리고 쓰지 않은 경우

예시 갔습다(갔습니다), 등교하였습(등교하였습니다), 이상걸(이상한걸)

대치
정의 써야 할 음절 대신에 글자나 발음이 유사한 다른 음절을 잘못 사용한 경우

예시 서둘어(서둘러), 에배(예배), 줌넘기(줄넘기)

삽입
정의 불필요한 음절을 삽입한 경우

예시 체조조를 하고, 할머니가가

순서무시
정의 한 단어 내에서 음절의 순서를 무시하고 쓰거나 뒤바꾸어 쓴 경우, 혹은 무의미단어

예시 수수었습니다(? ), 산을 가다 돌을 밝아보니(? )

T-uni t
정의 T-uni t이란 단문이나 대등접속사로 연결된 하나의 독립절을 의미한다.

예시 나는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고/ /쉬는시간엔 밖에서 놀았다.

문맥에

불일치하는

T-uni t
(불일치 T)

정의 전체 이야기의 문맥에 적당하지 못하거나, 의미가 일치되지 않는 T-uni t

예시
집을 둘러보았다. / / 나는 책상 이런거를 둘러보았다. / / 나는 엄마가 참 좋다. / / 왜냐

요. / / 제가 어렸을 때 모습 사진을 집에 걸어두고, / / 이모생신이 화요일이다.

불완전한

T-uni t
(불완전 T)

정의 시간의 부족 등으로 인해 완성하지 못한 채 남겨진 T-uni t

예시 . . . 아빠와 운동을 하고 들어와 아침밥

접속사

과다사용

(과다접속)

정의 그리고, 그러나 등의 대등접속사를 문장 앞이나 중간에 2회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예시
그래서 어머니에게 칭찬을 받고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또 양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숙제를 하고. . .

※ 각 오류유형은 ( )안의 약어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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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쓰기 측정 지표 및 오류유형이 각각의 변인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표 2> 학년별 오류유형 (단위: 음절수, 단어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총 계

총음절
39.82

(19.07)
54.44

(23.06)
65.28

(26.78)
69.45

(26. 78)
55.98

(26.30)

틀린음절
2. 14

(2. 71)
1.96

(2.46)
2. 19

(2.91)
1.98

(3.05)
2.08

(2.75)

문장부호
. 71

(1. 16)
.91

(1. 17)
1.27

(1.88)
1.23

(4.05)
1.01

(2. 11)

총단어
19.55

(10.27)
25.53

(11.20)
30.28

(12.34)
33.02

(13. 51)
26.47

(12.65)

틀린단어
1.77

(2.26)
1.66

(1.81)
1.73

(2. 12)
1.66

(2.21)
1. 71

(2.08)

소리
. 90

(1.23)
.61

(1.00)
. 59

(1.09)
.53

(.93)
.67

(1.09)

생략
. 05

(.28)
.06

(.29)
.09

(.43)
.02

(. 15)
.06

(.31)

대치
. 96

(1. 53)
1. 14

(2.01)
1.32

(2. 17)
1.32

(2.53)
1. 17

(2.03)

삽입
. 05

(.28)
. 10

(.30)
.04

(. 19)
.02

(. 15)
.06

(.25)

순서무시
. 12

(.43)
.05

(.27)
. 13

(.72)
.04

(.20)
.09

(.47)

T-uni t
3.65

(2.25)
4.21

(2.21)
4.51

(2.28)
4. 74

(2.74)
4.23

(2.36)

불일치T
.00

(.00)
.05

(.27)
.06

(.25)
.00

(.00)
.03

(. 19)

불완전T
.45

(.50)
.41

(.50)
. 56

(.50)
.45

(.50)
.47

(.50)

과다접속
. 16

(.61)
. 14

(.41)
. 11

(.48)
.06

(.32)
. 12

(.48)

교사평정
4.26

(1. 73)
3.89

(1. 71)
3.86

(1.65)
4.23

(1.49)
4.04

(1.67)

정확음절
37.68

(18.31)
52.48

(22.95)
63.09

(26.88)
67.47

(26.37)
53.90

(26.04)

정확단어
17.78
(9. 71)

23.86
(10.96)

28.54
(12.28)

31.36
(13.44)

24.76
(12.45)

총단어/T
6.28

(3. 70)
6.90

(2.97)
7.62

(4. 19)
8.09

(3.79)
7. 14

(3.71)

정확단어/T
5.73

(3. 58)
6.42

(2.83)
7.09

(4.01)
7.60

(3.72)
6.62

(3.58)

※ ( )안은 표준편차

<표 2>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쓰기 척도 및 오류유형의 평균 출현율의 변화추

이를 분석한 것이다. 1학년에서 4학년으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총음절수 및 총단어수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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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학년의 총음절수는 39.82이고 2학년은 54.44이며 3학년

은 65.28, 그리고 4학년은 69.45로 나타났다.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는 현저한

증가율을 보이지만 3학년에서 4학년 사이에서는 이전보다는 낮은 증가율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평정은 1학년이 4.26, 2학년이 3.89, 3학년이 3.86, 4학년이 4.23으로 학년에 관계없

<표 3> 성별 오류유형 (단위: 음절수, 단어수)

남 여 총 계

총음절
52. 17

(25.65)
60.48

(26.60)
56.21

(26.40)

틀린음절
2.41

(2.88)
1.68

(2. 51)
2.05

(2.73)

문장부호
1.21

(2.74)
. 78

(1. 10)
1.00

(2. 12)

총단어
25.05

(12.73)
28.25

(12.46)
26.60

(12.68)

틀린단어
1.99

(2.30)
1.39

(1.80)
1. 70

(2.09)

소리
.83

(1.20)
. 51

(.95)
.68

(1.09)

생략
.08

(.40)
.04

(. 19)
.61

(.32)

대치
1.29

(2.21)
.97

(1.69)
1. 14

(1.98)

삽입
.07

(.28)
.04

(.21)
.06

(.25)

순서무시
. 1

(.39)
.07

(.55)
.09

(.48)

T-uni t
4.08

(2.42)
4.40

(2.31)
4.23

(2.37)

불일치T
.02

(. 14)
.04

(.24)
.03

(.20)

불완전T
.40

(.49)
. 55

(.50)
.47

(.50)

과다접속
. 13

(.47)
. 12

(.49)
. 12

(48)

교사평정
3.70

(1.63)
4.40

(1.61)
4.04

(1.66)

정확음절
. 50

(24.99)
.60

(26.53)
.54

(26. 10)

정확단어
.23

(12. 18)
.27

(12.49)
.25

(12.45)

총단어/T
7.02

(3.96)
7.34

(3.48)
7. 18

(3.73)

정확단어/T
6.42

(3.73)
6.92

(3.43)
6.67

(3.59)

※ ( )안은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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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정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생의 쓰기능력을 평정할 때에는 학년별 비교를

하지 않고, 각 학년 내에서 비교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3>은 성별에 따른 쓰기 측정 지표 및 오류유형의 출현율을 나타낸 것이다. 남학생의 평균 총

음절은 52.17이고 여학생은 60.48로 나타났으며 총단어는 남학생이 25.05, 여학생이 28.25로 나타났다.

<표 4> 집단별 오류유형 (단위: 음절수, 단어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총 계

총음절
45.83

(36.29)
56.67

(25.42)
55.98

(26.30)

틀린음절
4. 11

(4. 78)
1.94

(2.51)
2.08

(2.75)

문장부호
1.33

(1.88)
.99

(2. 13)
1.01

(2. 11)

총단어
21.61

(17.25)
26.80

(12.25)
26.47

(12.65)

틀린단어
3.0

6(2.96)
1.62

(1.98)
1. 71

(2.08)

소리
. 72

(1.02)
.67

(1.09)
.67

(1.09)

생략
. 06

(.24)
.06

(.32)
.06

(.31)

대치
3. 11

(4. 54)
1.04

(1.68)
1. 17

(2.03)

삽입
. 00

(.00)
.06

(.25)
.06

(.25)

순서무시
. 22

(.55)
.08

(.47)
.09

(.47)

T-uni t
3.61

(2.85)
4.27

(2.32)
4.23

(2.36)

불일치T
.06

(.24)
.03

(. 19)
.32

(. 19)

불완전T
.44

(.51)
.47

(. 50)
.47

(.50)

과다접속
. 00

(.00)
. 13

(.49)
. 12

(.48)

교사평정
2.33

(1.24)
4. 15

(1.63)
4.04

(1.67)

정확음절
41.72

(35.06)
54. 73

(25. 18)
53.90

(26.04)

정확단어
18.56

(16.34)
25. 18

(12.07)
24.76

(12.45)

총단어/T
6.73

(3.82)
7. 17

(3.71)
7. 14

(3.71)

정확단어/T
5.54

(3. 54)
6.69

(3.58)
6.62

(3.58)

※ ( )안은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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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특수학급과 일반학급 학생들의 쓰기 측정 지표 및 오류유형의 출현율을 나타낸 것

이다. 전반적으로 특수학급은 일반학급보다 쓰기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틀린음

절이 특수학급에서는 4.11이고 일반학급에서는 1.94, 틀린단어가 특수학급은 3.0, 일반학급은 1.62

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류의 수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상관관계

<표 5>는 교사평정, 학년, 학급, 성별의 준거변인과 9가지 쓰기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 결과 총음절, 정확음절, 총단어, 정확단어, T - unit과 교사의 쓰기 능력 평정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의 쓰기 능력 평정이 총음절, 정확음절, 총단어, 정확단어,

T - unit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이러한 쓰기 측정 지표가 높아지면 교사의 평정도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5가지 지표는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

사들이 평가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쓰기 능력은 작문의 질을 나타내는 T - unit보다는 실제로 학생

이 수행한 기초적 쓰기유창성(정확음절, 정확단어, 총음절, 총단어)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특수학급(2, 3, 4 학년)과 일반학급(1, 2, 3, 4 학년) 사이의 현저한 차이점은 총

음절이나 총단어보다는 틀린음절과 틀린단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반 학급 학생보다

특수 학급 학생의 학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쓰기 유창성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특수교육

대상자인 경우 쓰기 오류를 많이 보이는 특징이 두드러졌다.

<표 5> 준거변인과 쓰기지수와의 상관

교사평정 학년 일반/특수 집단 성별

총음절 .64** .42** . 10 . 16**

틀린음절 - . 10 - .01 - . 19** - . 13*

정확음절 .66** .42** . 12* . 17**

총단어 .62** .39** . 10 . 13*

틀린단어 - .09 - .01 - . 17** - . 14*

정확단어 .65** .40** . 13* . 15*

T-uni t .45** . 17** .07 .07

총단어/T .09 . 18** .03 .04

정확단어/T . 16* . 19** .08 .07

** p< .01, * p< .05



초등학생 쓰기 능력 진단과 지도를 위한 쓰기 평가와 쓰기 오류 분석 5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표 6> 쓰기 지수간의 상관

총음절
틀린

음절

정확

음절
총단어

틀린

단어

정확

단어
T-uni t

총단어

/T
정확

단어/T
총음절 1.00
틀린음절 . 15* 1.00
정확음절 1.00** .04 1.00
총단어 .95** . 17** .94** 1.00
틀린단어 . 15* .97** .05 . 18** 1.00
정확단어 .94** .01 .95** .97** .01 1.00
T-uni t .65** . 15* .64** .67** . 17** .65** 1.00
총단어/T . 18** .01 . 18** .23** .01 .23** - .45** 1.00
정확단어/T .22** - . 14* .24** .27** - . 14* .30** - .41** .98** 1.00

** p< .01, * p< .05

<표 6>은 각 쓰기 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총음절과 정확음절의 상관계

수는 1.00이고 총음절과 총단어와의 상관계수는 .95이며 총음절과 정확단어와의 상관계수는 .94,

총음절과 T - unit과의 상관계수는 .65로 나타났다.

<표 7> 각 오류와의 상관

소리 생략 대치 삽입
순서

무시
불일치T 불완전T

과다

접속

문장

부호

교사평정 .03 .02 - . 12* - .08 - . 12 - .08 .00 . 15* . 11
학년 - . 11 - .01 .07 - .06 - .03 .03 .04 - .06 . 10
일반/특수

집단
- .01 .00 - .25** .06 - .07 - .03 .01 .07 - .04

성별 - . 15* - .07 - .08* - .05 - .03 .06 . 15* - .01 - . 10
총음절 . 10 .02 . 13* .04 - .03 .07 - .00 .05 .23**
틀린음절 .61** .04 .88** . 18** .36** .04 - .03 - . 10 . 19**
정확음절 .04 .02 .04 .02 - .07 .06 .00 .06 .22**
총단어 . 12 .02 . 15* .04 - .04 . 10 - .05 .03 .26**
틀린단어 .60** .04 .85** .22** .35** .05 - .04 - . 10 . 19**
정확단어 .02 .01 .01 .00 - . 10 .09 - .04 .05 .23**
T-uni t . 12* .05 . 12* .09 - .03 . 10 - .20** .00 .33**
총단어/T - .00 - .07 .03 - .03 - .02 - .03 .20** .02 - .08
정확단어/T - . 10 - .08 - . 10 - .06 - .08 - .03 . 19** .04 - .09

** p< .01, * p< .05

<표 7>은 교사평정, 학년, 학급, 성별 및 쓰기 지수와 각 오류유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일반/ 특수 집단과 오류유형 중 대치 와의 관계로 보아, 특수학급 학생들이 일반

학급 학생보다 대치의 오류를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틀린음절과 틀린

단어에서 대치의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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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별/ 학년별 추이 분석

검사 결과를 좀더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을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 내에서는 학년별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기술 통계치의 변화추이를 제시하였다. 분석대상

중 특수학급 2학년 학생은 4명, 특수학급 3학년 역시 4명, 특수학급 4학년은 10명이었으며, 일반

학급 1학년은 77명, 일반학급 2학년은 76명, 일반학급 3학년은 75명, 일반학급 4학년은 37명이었

다(이하 특수학급 2학년, 특2 ; 특수학급 3학년, 특3; 특수학급 4학년, 특4; 일반학급 1학년, 일1; 일

반학급 2학년, 일2 ; 일반학급 3학년, 일3; 일반학급 4학년, 일4).

<표 8> 틀린음절에 대한 기술통계

특2 특3 특4 일1 일2 일3 일4
평균 4.00 3. 50 4.40 2. 14 1.86 2. 12 1.32
5%TM 3. 72 3.33 3.89 1.79 1.60 1.73 1.08
중앙치 1. 50 2.00 2.50 1.00 1.00 1.00 1.00
표준편차 6.06 4.43 4.90 2.71 2. 16 2.84 1.94
최소값 0 0 1 0 0 0 0
최대값 13 10 17 14 12 15 8
4분편차 13.00 7. 50 5.25 3.00 2.00 3.00 2.00
편도 1.892 1. 720 2.207 2.252 2.096 2.201 1.935

Note. 5%TM: 5%tr immed mean(상하 5%의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

<표 8>은 오류유형 중 틀린음절 오류에 대한 기술통계 통계치를 제시한 것이다. 특수학급 학

생의 오류가 일정한 것에 비해, 일반학급 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틀린음절의 평균이 감

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틀린단어에 대한 집단별 기술통계

특2 특3 특4 일1 일2 일3 일4

평균 2.50 2.25 3.60 1. 77 1.62 1.71 1. 14

5%TM 2.33 2.22 3.33 1.47 1.42 1.43 .95

중앙치 1.00 2.00 2. 50 1.00 1.00 1.00 1.00

표준편차 3.70 2.06 3. 13 2.26 1.70 2. 13 1.57

최소값 0 0 1 0 0 0 0

최대값 8 5 11 13 9 9 6

4분편차 6.00 3.75 4.25 3.00 2.00 3.00 2.00

편도 1.70 .713 1.63 2.43 1.868 1.7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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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는 오류유형 중 틀린단어에 관한 기술통계치를 제시한 것이다. 평균적으로 특수학급

학생이 일반학급 학생보다 틀린 단어가 많으며, 일반학급 학생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틀린단어

의 수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어 안의 음절 쓰기 오류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표(<표 10∼14>)를 제시하였다. <표 10>은 오

류유형 중 소리나는대로 쓴 음절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제시한 것이다. 특수학급 학생과 일반학급

학생간에는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은 오류유형 중 단어에서 음절을 생

략하는 오류에 관한 기술통계치를 제시한 것이다. 생략음절의 오류는 일반학급 1학년에서 2학년으

로 올라갈 때 .52에서 .07로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는 오류유형 중 대치음절

에 관한 기술통계치를 제시한 것이다. 일반학급의 대치음절 평균치는 1학년에서 .96, 2학년에서

1.03, 3학년에서 1.21, 4학년에서 .86인데 비하여, 특수학급의 대치음절 평균치는 2학년에서 3.25, 3

학년에서 3.25, 4학년에서 3.0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특수학급 아동이 일반학급 아동보

다 대치의 오류를 더 많이 범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13>은 오류유형 중 삽입음절에 관한 기

술통계치를 제시한 것이다. 음절을 삽입하는 오류는 일반학급의 경우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는 오류유형 중 순서를 무시한 음절에 관한 기술통

계치를 제시한 것이다.

<표 10> 소리나는대로 쓴 음절에 대한 기술통계

특3 특4 일1 일2 일3 일4
평균 . 25 1.20 .90 .64 .61 .35
5%TM .22 1. 17 .77 . 52 .46 .22
중앙치 . 00 1.00 .00 .00 .00 .00
표준편차 . 50 1. 14 1.23 1.02 1. 11 . 79
최소값 0 0 0 0 0 0
최대값 1 3 5 4 5 4
4분편차 . 75 2.25 2.00 1.00 1.00 . 50
편도 2.00 .66 1.29 1.71 2.09 3.21

Note. 특수학급 2학년은 해당 자료가 없음.

<표 11> 생략음절에 대한 기술통계

특4 일1 일2 일3
평균 . 10 .52 .07 .09
5%TM .06 .00 .03 .04
중앙치 . 00 .00 .00 .00
표준편차 . 32 .28 .30 .44
최소값 0 0 0 0
최대값 1 2 2 3
4분편차 . 00 .00 .00 .00
편도 3. 162 5.83 4.99 5.35

Note. 특수학급 2, 3학년은 해당 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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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대치음절에 대한 기술통계

특2 특3 특4 일1 일2 일3 일4
평균 3.25 3.25 3.00 .96 1.03 1.21 .86
5%TM 2.89 3.06 2.56 . 74 .81 .93 .59
중앙치 .00 1. 50 1.00 .00 1.00 .00 .00
표준편차 6. 50 4. 57 4.22 1.53 1.52 1.97 1.65
최소값 0 0 0 0 0 0 0
최대값 13 10 14 7 9 10 8
4분편차 9. 75 7. 75 3.50 1.00 2.00 2.00 1.00
편도 2.00 1.81 2.32 2. 18 2.90 2.36 2.96

<표 13> 삽입음절에 대한 기술통계

일1 일2 일3 일4
평균 . 52 . 11 .04 .03
5%TM .00 .06 .00 .00
중앙치 .00 .00 .00 .00
표준편차 .28 .31 .20 . 16
최소값 0 0 0 0
최대값 2 1 1 1
4분편차 .00 .00 .00 .00
편도 5.83 2.63 4.79 6.08

Note. 특수학급은 해당자료가 없음.

<표 14> 순서무시 음절에 대한 기술통계

특2 특4 일1 일2 일3 일4
평균 . 75 . 10 . 12 . 13 . 13 .03
5%TM .72 .06 .03 .00 .04 .00
중앙치 . 50 .00 .00 .00 .00 .00
표준편차 .96 .32 .43 . 11 .74 . 16
최소값 0 0 0 0 0 0
최대값 2 1 2 1 6 1
4분편차 1. 75 .00 .00 .00 .00 .00
편도 .86 3. 16 3.78 8. 72 7. 14 6.08

Note. 특수학급 3학년은 해당자료가 없음.

다음으로 문장 수준의 T - unit에서의 오류를 정리(<표 15∼18> )하여 제시하였다. <표 15>는

오류유형 중 문맥에 불일치하는 T - unit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제시한 것이다. <표 16>은 오류유

형 중 불완전한 T - unit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간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7>은 오류유형 중 접속사 과다사용에 관한 기술통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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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것이다. 특수학급 학생들에게서는 이러한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8>은 오류유형

중 문장부호 오류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제시한 것이다. 특수학급 학생들이 보이는 문장부호 오류

가 두드러졌다.

<표 15> 문맥불일치 T-unit에 대한 기술통계

특3 일2 일3
평균 . 25 .05 .05
5%TM .22 .00 .04
중앙치 . 00 .00 .00
표준편차 . 50 .28 .23
최소값 0 0 0
최대값 1 2 1
4분편차 . 75 .00 .00
편도 2.00 5.80 4.06

Note. 특수학급 2, 4학년과 일반학급 1, 4학년은 해당 자료가 없음.

<표 16> 불완전한 T-unit에 대한 기술통계

특2 특3 특4 일1 일2 일3 일4
평균 . 25 .50 .50 .45 .42 . 56 .43
5%TM .22 .50 .50 .45 .41 . 57 .42
중앙치 . 00 .50 .50 .00 .00 1.00 .00
표준편차 . 50 .58 .53 .50 .50 . 50 .50
최소값 0 0 0 0 0 0 0
최대값 1 1 1 1 1 1 1
4분편차 . 75 1.00 1.00 1.00 1.00 1.00 1.00
편도 2.00 .00 .00 . 19 .33 - .247 .284

<표 17> 접속사 과다사용에 대한 기술통계

일1 일2 일3 일4

평균 . 16 . 14 . 12 .08
5%TM .03 .08 .02 .05
중앙치 . 00 .00 .00 .00
표준편차 . 61 .42 .49 .36
최소값 0 0 0 0
최대값 3 2 3 2
4분편차 . 00 .00 .00 .00
편도 3.87 3.07 4.48 4. 78

Note. 특수학급은 해당 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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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문장부호 오류에 대한 기술통계

특2 특3 특4 일1 일2 일3 일4
평균 1.25 1.25 1.40 .71 .89 1.27 1. 19
5%TM 1. 17 1.22 1.22 .54 . 77 .99 .41
중앙치 . 50 1.00 .50 .00 . 50 1.00 .00
표준편차 1.89 1.26 2.22 1. 16 1. 14 1.91 4.44
최소값 0 0 0 0 0 0 0
최대값 4 3 6 7 4 12 27
4분편차 3.25 2.25 2.00 1.00 1.75 2.00 1.00
편도 1.66 1. 13 1.65 2.89 1.27 3.08 5.76

다음은 T - unit 수준에서 볼 수 있는 유창성에 대한 요약을 표(<표 19∼20>)로 제시한 것이다.

<표 19>는 T - unit당 총 단어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제시한 것이다. T - unit당 총 단어수는 4학년

의 경우 일반학급이 8.10, 특수학급이 8.07을 나타내고 있다. <표 20>은 T - unit당 정확하게 쓴 단

어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제시한 것이다. 같은 학년인 경우, 일반 학급의 학생이 특수 학급의 학생

보다 유창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T-unit당 총 단어에 대한 기술통계

특2 특3 특4 일1 일2 일3 일4
평균 5.75 4. 15 8.07 6.28 6.95 7.81 8. 10
5%TM . 4. 14 7.70 5.94 6. 75 7.20 7.73
중앙치 7.00 4. 12 7.00 5.45 6. 54 6.93 8.00
표준편차 2. 17 1.50 4.35 3.70 3.00 4.21 3.69
최소값 3.25 2.33 3.80 2.33 2.40 3.67 3.71
최대값 7.00 6.00 19.00 29.00 16.33 31.00 24.00
4분편차 . 2.81 3.83 3.65 3.63 3. 10 3.53
편도 -1.73 .08 2.02 3.35 .93 3.30 2.28

<표 20> T-unit당 정확하게 쓴 단어에 대한 기술통계

특2 특3 특4 일1 일2 일3 일4
평균 4. 18 3. 17 6.93 5.73 6.50 7.30 7. 78
5%TM . 3.25 6.60 5.40 6.35 6. 75 7.40
중앙치 3.25 3.89 6.44 5.00 6.28 6.37 7.20
표준편차 1.66 1.68 3.93 3.58 2.83 3.99 3. 70
최소값 3.00 .67 2.60 1.75 2.00 3.00 3.36
최대값 6.00 4.25 17.00 27. 50 16.33 29.00 24.00
4분편차 . 2.74 3.00 3.50 3.46 2.69 4.20
편도 1.69 -1.92 2.08 3.30 .85 3.21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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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결론

쓰기란 언어적 전달 내용을 기호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언어의 소리를 정확한 철자 형태를 갖

춘 문자 기호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언어 기술에서 가장 복잡한 영역이 쓰기이며, 단순히 글자를

쓰는 낮은 수준의 능력에서부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높은 수준의 능력에까지 그 범위가 다양

하다. 대부분의 학습장애 아동에게 쓰기는 읽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이고, 쓰기장애는 읽기문

제가 해결된 뒤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김승국, 김동일 외, 1997).

아동이 쓰기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구어기술과 읽기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아동

들은 주제에 따라서 생각하고 조직할 수 있어야 하며, 단어를 쓰면서 제대로 필기할 수 있어야 한

다. 쓰기는 통상적으로 글씨쓰기(습자, handwriting), 철자쓰기(spelling), 작문(written expression-

composition)의 세 영역으로 분리하여 살펴 볼 수 있다. 그러나 글씨 쓰기와 철자가 쓰기 교육의

최종 목표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이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주목하여 보아야 하며

이를 전체적으로 간편하게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의 쓰기능

력을 탐색하고 쓰기장애를 진단하며 적절한 중재를 실행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쓰기발달 지체로 인한 쓰기장애 아동에 진지한 성찰과 대처방안

이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쓰기오류의 분석을 통하여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쓰기오류분석 및 쓰기평가에 관하여 고찰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실

제 쓰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즉 쓰기오류의 유형별 출현율을

살펴보고 교사의 평정 혹은 학급의 특성(일반학급/특수학급) 등에 따른 쓰기오류의 출현율을 심층

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쓰기검사를 실시하였다. 학생

들의 성비는 남자가 143명, 여자가 135명이었다. 학년분포는 1학년이 77명으로 27.2%, 2학년이 80

명으로 28.3%, 3학년이 79명으로 27.0%, 4학년이 47명으로 16.6%이다. 일반학급 아동은 265명으

로 93.6%이며 특수학급 아동은 18명으로 6.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쓰기 능력을

평가하고 쓰기오류 분석을 하기 위하여 수행검사지를 제작·실시하였다. 검사지는 간단한 문장으

로 된 제시문(story starter)을 제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유롭게 채워 쓰도록 하는 형식으로 제

작되어 있으며, 학생의 전반적인 쓰기능력에 관한 교사의 평정을 1에서 7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수행한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쓰기 척도 및 오류유형의 평균 출현율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총음절수 및 총단어수가 점점 증가하였다. 1학년의 총음절수

는 39.82이고 2학년은 54.44이며 3학년은 65.28, 그리고 4학년은 69.45로 나타났다. 1학년에서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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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는 현저한 증가율을 보이지만, 3학년에서 4학년 사이에서는 이전보다

는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교사평정에서는 1학년이 4.26, 2학년이 3.89, 3학년이 3.86, 4학년

이 4.23으로 학년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담임 교사가 자신의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평정을 하기 때문에 학년별 차이가 반영되지 않고 학년 내에서 비교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특수학급과 일반학급 학생들의 쓰기 측정 지표 및 오류유형의 출현율을 보면, 전반적으

로 특수학급 학생이 일반학급 학생보다 쓰기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틀린음절이

특수학급에서는 4.11이고 일반학급에서는 1.94, 틀린단어가 특수학급은 3.0, 일반학급은 1.62로 나

타났다. 따라서 오류의 수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사평정, 학년, 학급, 성별의 준거변인과 9가지 쓰기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

시한 결과 총음절, 정확음절, 총단어, 정확단어, T - unit과 교사의 쓰기 능력 평정의 상관관계가 높

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의 쓰기 능력 평정이 총음절, 정확음절, 총단어, 정확단어, T - unit과 깊

은 연관이 있으며, 이러한 쓰기 측정 지표가 높아지면 교사의 평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다섯가지 지표는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들이 평

가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쓰기 능력은 작문의 질을 나타내는 T - unit보다는 실제로 학생이 수행한

기초적 쓰기유창성(정확음절, 정확단어, 총음절, 총단어)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

다. 또한 특수학급(2, 3, 4 학년)과 일반학급(1, 2, 3, 4 학년) 사이의 현저한 차이점은 총음절이나

총단어보다는 오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에서 일반 학급 학생보다 특수

학급 학생의 학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쓰기 유창성의 차이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

지 않지만, 특수교육 대상자인 경우 쓰기 오류를 현저하게 보이는 특징을 지녔다.

넷째, 교사평정, 학년, 학급, 성별 및 쓰기 지표와 각 쓰기 오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시

한 결과, 특수학급 학생들이 일반학급 학생보다 대치의 오류를 많이 보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틀

린음절과 틀린단어에서 대치의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틀린음절이나 틀린단어에서 보면, 특수학급 학생의 오류가 일정한 것에 비해, 일반학

급 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틀린음절의 평균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문장 수준의 T - unit에서의 오류는 특수학급 학생에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특

수학급 학생들이 T - unit이 중요하게 인정되는 능숙한 내용 전개와 문장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T - unit당 정확하게 쓴 단어의 수로 대표되는 유창성의 경우, 일반 학급의

학생이 특수 학급의 학생보다 유창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쓰기 유창성을 나타내는 양적인 측정 지표(총음절, 총단어, 정확음절, 정확

단어)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 타당한 척도라는 점이 시사되었다. 또한, 특수학급 학생들이

같은 학년의 일반학급 학생보다 더 많은 오류를 나타내며, 특히 음절의 대치가 두드러졌다.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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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T - unit수준의 작문 오류는 오히려 문장 사용이 능숙한 일반학급 학생에게 의미가 있는

오류유형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쓰기곤란 및 쓰기장애의 진단과 지도를 위한 오류유형의 유용성과 규준적 정보를 축적

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들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

수과정 및 자료를 제작하여 이러한 연구결과가 토착화되도록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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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of Writing and Error Analysis for Diagnosing
Elementary Students

Kim , Do ng -il*2)

Writing is an important basic literacy skill, which covers handwriting, spelling, and

written expression. Writing is different in important ways from other basic skills such as

mathematics or reading. Writing requires the writer to focus on the objective (story, plot , and

so forth) while also focusing on the techniques of writing. These involves such diverse skills

as handwriting or typing, spelling, punctuation, and the correct use of grammar and style.

Deficits and errors in writing include various problems which the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typically show in the classroom. A conventional measure of syntactic complexity is

the minimal terminable unit , or T - unit . A T - unit is an independent clause including any

dependent clauses attached to or embedded in i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means of measuring the writing ability of elementary students, using fluency measures as

well as T - unit , and identifying errors in writing. The present study comprise developments of

writing proficiency indicators and error prevalence of written expression from general

education students as well as special class students. The implications of writing assessment

with error analysis are discussed.

Key Wor ds : wr i t ing assessment , ana lys i s of wr i t ing, l ear ni ng di sabi l i t i es i n wr i t t en e

measur ement i ndicat or .

*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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