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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Despite the importance of writing for success in school, there is a limited amount 
of research on writing available. Developing writing skills is a demanding task because it 
requires linguistic awareness as well as reading skill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predictors of the writing abiliti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thods: For the pur-
pose of this study, the criterion variable tests and predictor variable tests for spelling and 
composition were administered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first through fifth 
grade. Through extensive review of literature, the predictors for spelling included vocabu-
lary, orthographic processing, morphological processing, letter sound knowledge, and 
word recognition. The predictors for composition included vocabulary, morphological pro-
cessing, working memory, listening comprehension, reading comprehension, and spelling. 
Then, a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plore the predictive fac-
tors for spelling and composition outcom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sult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vocabulary and orthographic 
processing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spelling. Secondly, morphological processing 
and vocabulary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composition. Conclusion: Despite the differ-
ences in the degrees of transparency between the Korean and English orthograph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comparable to those of previous studies performed in English. 
The summary of the results,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words: Writing, Spelling, Composition, Vocabulary, Orthographic processing, Morpho-
logical processing

쓰기는 자신이 이해하고 생각한 내용을 글로 표현하는 것으로, 

학령기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습득해야 하는 중요한 능력이

다. 하지만, 읽기부진 학생과 비슷한 비율로 쓰기부진 및 쓰기장애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Jenkins, Johnson, & Hileman, 2004), 

읽기에 비해 쓰기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Treiman, 

1993). 

지금까지 발표된 쓰기 모델 중 대표적인 모델로는 Hayes와 Flow-

er (1980)가 제안한 모델을 들 수 있다. Hayes와 Flower (1980)는 쓰

기는 계획하기, 작성하기, 수정하기의 세 단계 과정을 통해 진행되

며, 이 단계는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순환적으로 적용된다고 

언급하였다. Hayes와 Flower (1980)의 모델이 제안된 후, Berninger

와 동료들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지적 검사 및 쓰기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 쓰기 모델(simple view of 

writing)’을 제안하였다(Berninger, Cartwright, Yates, Swanson, & 

Abbott, 1994; Berninger, Hart, Abbott, & Karovsky, 1992a; Ber-

ninger, Whitaker, Feng, Swanson, & Abbott, 1996; Berninger et 

al., 1992b). 이 모델에 따르면, 쓰기는 크게 두 요소로 나뉘는데, 하

나는 글씨 쓰기(handwriting)와 철자(spelling)를 포함하는 사필

(transcription)이고, 나머지 하나는 글 작성(text-generation)이다. 

사필은 언어의 표상을 문자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translating lan-

guage representations in memory into written symbols, p. 273; 

Berninger et al., 1994)을 의미하며, 글 작성은 글쓴이의 생각을 여

러 단계의 언어(예, 단어, 문장, 글)로 전환하는 과정인데 이러한 전

환은 계획하기, 작성하기, 수정하기의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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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 두 모델을 제안한 학자들(Hayes & Berninger, 2010)이 함

께 ‘쓰기의 인지적 과정(cognitive processes of written expression)’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쓰기는 계획하기, 작성하기, 

수정하기의 세 단계 과정을 통해 진행되며, 작성하기 과정에 글 작

성뿐 아니라 사필(글씨쓰기와 철자)이 포함된다는 것이 골자이다. 

최근 Abbott, Berninger와 Fayol (2010)은 ‘여러 층의 언어(levels 

of language)’ 모델에도 주목하였는데, 이 모델은 구어와 문어가 여

러 층(예, 단어 수준, 문장 수준, 글 수준)으로 나뉜다는 점을 강조

한다. 이에 Abbott, Berninger와 Fayol (2010)은 1학년부터 7학년까

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쓰기영역 내 여러 층의 언어인 글씨쓰기, 

철자, 작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쓰기와 읽기영역

의 같은 층의 언어(예, 단어인지와 철자, 읽기이해와 작문) 간 관련

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철자와 작문은 유의한 관련

성을 가지는 반면, 글씨쓰기와 철자는 유의한 관련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어인지와 철자 간, 그리고 읽기이해와 작

문 간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쓰기 발달에서 철자와 작문이 중요한 영역임이 강조되었다는 측면

과 쓰기 발달에서 읽기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쓰기에 대한 다양한 모델이 제시되었고, 

쓰기능력에 다양한 변인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철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표기인식(or-

thographic awareness)과 음운인식(phonological awareness; Ab-

bott & Berninger, 1993; Berninger et al., 1994), 형태인식(morpho-

logical awareness; Carlisle, 2000; Pacton, Fayol, & Perruchet, 2005; 

Yeung et al., 2011), 어휘지식(Berninger et al., 1992b), 자모지식(Car-

avolas, Hulme, & Snowling, 2001; Lekkanen et al., 2004; Yeong & 

Rickard Liow, 2011)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 중 표기인식는 폭넓은 

연령대와 다양한 언어에서 철자능력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변

인으로 언급되고 있다(Abbott & Berninger, 1993). 또한, 읽기능력 

중 단어인지는 철자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bbott, Berninger, & Fayol, 2010). 

작문능력을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언어지식(어휘, 듣기이해 포함, 

Abbot & Berninger, 1993; Babayigit & Stainthorp, 2010, 2011; Bak-

er, Gersten, & Graham, 2003; Hooper et al., 2010), 작동기억(Ba-

bayigit & Stainthorp, 2010), 그리고 읽기 능력 중 읽기이해(Abbot 

& Berninger, 1993)가 작문능력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

히, 어휘는 다양한 언어권에서 작문능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

으로 보고되었다(Babayigit & Stainthorp, 2010, 2011). 또한, 철자

를 예측 변인으로 포함한 연구에서는 철자가 초등학교 전반에 걸

쳐 작문능력을 안정적으로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고하였다

(Abbott, Berninger, & Fayol, 2010; Graham, Berninger, Abbott, 

Abbott, & Whitaker, 1997; Yeung, Ho, Chan, & Chung, 2012).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어권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Babayigit & Stainthorp, 2010). 다행히도 최

근 다양한 언어권에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

은 쓰기능력에 대한 예측변인이 표기체계의 투명성에 따라 어떠한 

차별성을 지니는지를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Car-

avolas, Hulme, & Snowling, 2001; Foorman, Francis, Novy, & Li-

berman, 1991; Lerkkanen, Rasku-Puttonen, Aunola, & Nurmi, 

2004; Nikolopoulos, Goulandris, Hulme, & Snowling, 2006). 한글

은 낱자-소리 대응관계가 투명한 언어로 평가되며(Seymour, Aro, 

& Erskine, 2003), 실제로 1음절 글자의 경우 한글은 낱자-소리 대

응관계가 매우 투명하다. 하지만, 한글은 자소와 음소 사이에 일대

일 대응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어법에 맞도록 표기함으로써 하나

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의 형태가 단어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다르

게 발음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 또한 한글은 조사와 어미가 

발달된 언어로, 문법형태소들이 결합되어 문법관계를 표시하거나 

단어를 형성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한글 특성은 단어를 읽을 

때보다 단어를 표기할 때 더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 실제로 초등

학교 1-6학년 저성취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음운변동단어의 철자 

시 상당히 낮은 정답률(약 30%)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Choi, & Kim, 2010). 이와 같은 한글의 특성을 볼 때, 한글은 표층

표기체계 언어권으로 평가되지만, 표층표기체계와 심층표기체계

의 연속선상(continuum)에서 표층표기체계 언어권에 더 가까운 

언어로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한글을 사용하

는 초등학교 학생의 쓰기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국내 쓰기특성 연구들을 살펴보면, 취학전 아동

을 대상으로 실시된 쓰기발달 연구(Ko, 2007; Lim & Chae, 2007)와  

대상으로 실시된 쓰기영역별 특성연구가 주를 이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글씨 쓰기(Shin & Cho, 2001), 철자(Kim, 2009; Kim, Choi, 

& Kim, 2010; Park, 2002), 작문(Yu & Jeong, 2008) 과제에서 학년 

간 차이 또는 장애와 비장애 학생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이 발표

되었다. 이에 비해 쓰기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상

당히 제한적으로 발표되었으며, 특히 철자와 작문능력에 대한 예측

변인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거의 발표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의 쓰기능력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ayes와 Berninger (2010)가 제안한 

쓰기모델을 바탕으로 쓰기능력을 철자와 작문으로 보고, 선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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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근거하여 철자와 작문능력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을 각각 

선별해서 검사를 구성하여 초등학교 1-5학년 학생에게 실시하였

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학생의 철자능력을 예측하는 변인은 무엇인가? 

둘째, 초등학교 학생의 작문능력을 예측하는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지역 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5학년 학

생 총 98명(1학년 18명, 2학년 22명, 3학년 16명, 4학년 23명, 5학년 

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측의 협조를 얻어 각 학년별로 

1개 학급을 선정하여 검사들을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예측변인검사와 준거변인검사가 포함되었다. 준

거변인검사로는 KISE-기초학력검사의 표기기능검사와 KISE-기초

학력검사의 글 구성력검사가 각각 철자능력과 작문능력을 측정하

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철자능력에 대한 예측변인검사로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어휘검사, 표기인식검사, 형태인식검사, 자음소리

검사, 단어인지검사가 포함되었다. 작문능력에 대한 예측변인검사

로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어휘검사, 작동기억검사, 듣기이해검사, 

읽기이해검사, 기초학력검사의 표기기능검사가 포함되었으며, 조

사와 어미가 발달한 한글의 교착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형태인식

검사도 추가적으로 포함되었다. 

준거변인검사 

KISE 기초학력검사-표기기능

KISE 기초학력검사-표기기능검사(Park, Kim, Song, Jung, & 

Jung, 2008)는 낱자쓰기, 낱말쓰기, 맞춤법에 맞추어 쓰기, 받아쓰

기, 띄어쓰기, 문장부호의 사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시간

제한 없이 실시되었으며, 연속해서 5문항에서 오반응하면 이를 중

지점으로 보아 검사를 종료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정답은 1, 오답

은 0으로 채점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KISE 기초학력검사-글 구성력

KISE 기초학력검사-글 구성력검사는 그림보고 이야기 만들기, 

글의 내용 요약하여 쓰기, 인과관계, 닮은 점, 추론한 것을 쓰기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시간제한 없이 실시되었으며, 연속해서 

5문항에서 오반응하면 이를 중지점으로 보아 검사를 종료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점하여 총점을 산출하

였다. 

예측변인검사

어휘검사

어휘검사는 선행 연구(Kim, Kim, Yoo, Hwang, & Park, 2011; 

Woodcock, 1998)를 기반으로 두 개 하위검사(각각 25문항씩, 총 

50문항)로 구성하였다: ㄱ. 반대말 검사, ㄴ. 비슷한말 검사. 학생이 

해당 어휘의 반대말(예, ‘조용한’의 반대말은 무엇이지요?) 또는 비

슷한말(예, ‘사람’의 비슷한말은 무엇인지요?)을 쓰도록 개발되었

다. 검사는 시간제한 및 중지점 없이 실시되었다. 채점은 빈 칸에 들

어갈 알맞은 어휘를 쓰면 정답(2점), 틀린 답을 쓰거나 답을 쓰지 않

으면 오답(0점)으로 처리하였으며, 정답 어휘와 품사나 활용형이 다

른 경우에는 부분 점수(1점)를 부여하였다. 

표기인식검사 

표기인식검사는 선행 연구(Kim et al., 2011; Stanovich, West, & 

Cunningham, 1991)를 기반으로 동음이철어 선택과제(homophone 

choice tasks)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검사자가 목표단어(예, 식히

다)와 목표단어가 사용된 예문(예, 뜨거운 물을 식히다)을 읽어주

면, 학생은 답지에서 올바르게 표기된 단어를 선택하도록 개발되었

다. 답지에는 발음은 동일하지만 표기형태가 다른 동음이철어가 두 

개(예, 식히다-시키다)가 제시되도록 구성하였다. 검사문항은 총 32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검사는 시간제한과 중지점 없이 실시되었

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점하여 총점을 산출

하였다. 

형태인식검사

형태인식검사는 선행 연구(Carlisle, 2000)를 기반으로 형태 파생

형(morphological derivation) 과제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형태

파생 문항은 기본형이 제시되면 학생이 문맥에 적절한 어미 활용형

을 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크다’라는 단어가 제시되고, 

학생이 다음 문장(‘나라마다 지폐의 ____가 다르다’)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크다’를 바꿔서 말하도록 하였다. 검사문항

은 총 3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검사는 시간제한과 중지점 없이 

실시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점하여 총

점을 산출하였다. 

자음소리검사

자음소리검사는 선행 연구(Choi & Lee, 2008; Kim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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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erl & Wimmer, 2008; Schatschneider, Fletcher, Francis, Carl-

son, & Foorman, 2004)을 기반으로 두 개 하위검사로 구성하였다: 

ㄱ. 초성소리검사, ㄴ. 종성소리검사. 자음소리 검사지는 18개 자음 

초성과 16개 자음 종성으로 구성하였다(총 34문항). 검사는 시간제

한 없이 실시되었고, 연속해서 3문항에서 오반응 하면 이를 중지점

으로 보아 검사를 종료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정답은 1, 오답은 0

으로 채점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작동기억 검사

작동기억검사는 선행 연구(Kim et al., 2011)를 기반으로 숫자 거

꾸로 따라하기 과제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숫자 거꾸로 따라하

기 검사는 검사자가 소리 내어 읽어 준 숫자들을 학생이 거꾸로 정

확히 따라하는 정도를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다. 검사문항은 1부터 

9까지 수에서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제작한 일련의 숫자열로 구성

되었다. 숫자열은 3개에서 8개의 숫자들로 구성되었고, 각 숫자열 

별로 2개씩 총 12개 문항을 제작하였다. 각 숫자열 별 2개 문항에서 

모두 오반응 하면 이를 중지점으로 보아 검사를 종료하고, 한 문항

이라도 정반응을 하면 다음 숫자열검사를 진행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점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단어인지검사

단어인지검사는 선행 연구(Kim et al., 2011; Landerl, Wimmer, 

& Frith, 1997; Wurm & Samuel, 1997)을 기반으로 5개 하위검사

(각각 45문항씩, 총 225문항)로 구성되었다: ㄱ. 고빈도 음운변동 

의미단어, ㄴ. 저빈도 규칙 의미단어, ㄷ. 저빈도 음운변동 의미단

어, ㄹ. 무의미 규칙단어, ㅁ. 무의미 음운변동단어. 검사는 시간제

한 없이 실시되었으며, 연속해서 5문항에서 오반응 하면 이를 중지

점으로 보아 검사를 종료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점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듣기이해검사

듣기이해력을 평가하기 위해 선행연구(Edwards & Chard, 2000; 

Irwin & Mitchell, 1983; Kim, Yoo, Hwang, Kim, & Koh, 2010)를 기

반으로 개발하였다. 듣기이해검사를 위해 이야기 글이 개발되었으

며(예, 돌미륵과 장기두는 총각), 이야기 문법(story grammar; 주인

공, 배경, 사건의 발단, 전개, 결말, 주제 등)을 위주로 한 7문항을 듣

기이해 질문문항으로 구성되었다(예, 총각은 장기내기에서 미륵이 

이기면 어떻게 한다고 하였나요?). 검사는 시간제한 및 중지점 없이 

실시되었으며, 각 문항의 응답은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점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읽기이해검사 

읽기이해검사는 선행연구(Edwards & Chard, 2000; Irwin & 

Mitchell, 1983; Kim et al., 2010)를 기반으로 두 개의 하위검사로 구

성하였다: ㄱ. 이야기 글 읽기이해 질문(예, 사람을 구한 쥐), ㄴ. 설

명 글 읽기이해 질문(예, 익모초). 각 읽기지문 별로 7개의 문항이 

개발되었다. 이야기 글은 이야기 문법(story grammar; 주인공, 배

경, 사건의 발단, 전개, 결말, 주제 등)을 위주로 문항을 개발하였고

(예, 쥐들은 어떻게 밖으로 나갔나요?), 설명 글은 문단별 중심내용

(main ideas)을 위주로 문항을 개발하였다(예, 익모초를 말려서 집

에 두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검사는 시간제한 및 중지점 없이 실

시되었으며, 각 문항의 응답은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채점하여 총

점을 산출하였다. 

검사 실시 절차

본 연구의 검사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 및 대학원

생으로 구성되었다.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검사자들에게 검사절차 및 실시방법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

련의 내용은 검사소개, 검사 실시방법 및 지침, 채점방법 등으로 구

성하였다. 본 연구자가 구체적인 검사 실시방법을 시범 보인 후, 검

사자들은 짝을 이루어 검사자와 피검사자의 역할을 바꾸어 가며 

검사 실시방법을 연습하였다. 검사자 훈련 후, 검사실시 및 채점에 

관한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평균 98%로 높게 나타났다. 

훈련을 받은 검사자는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어휘검사를 제

외한 모든 검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어휘검사는 각 학급별

로 집단검사로 실시하였다. 개별검사는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에서 일과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루어졌으며, 검사자가 학생을 한 

명씩 독립된 공간으로 데리고 와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자 변

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제작된 지시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

였으며, 검사 실시에 앞서 연습문항을 통해 학생들이 검사 진행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검사순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해 검사순서에 대한 역균형 통제를 실시하였다.

검사 자료 분석

각 검사별 수행수준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치(평

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

한 쓰기능력 예측변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철자 및 쓰기능력별로 각

각 단계적 중다회귀(stepwise multiple regression)분석 방법을 적

용하였다. 예측변인 간 상관관계가 높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중

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VIF 지수를 확인한 결과, 본 연구

에서 설정한 모든 회귀모형에서 각 변인들의 VIF는 2 미만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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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선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계

분석절차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SPSS ver. 19.0 (IBM, Armonk, NY, 

USA)이다.

연구 결과

기술통계와 변인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에게 측정한 KISE-기초학력검사의 표기

기능검사, KISE-기초학력검사의 글 구성력검사, 어휘검사, 표기인

식검사, 형태인식검사, 자음소리검사, 작동기억검사, 단어인지검사, 

듣기이해검사, 읽기이해검사 등의 기술통계치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철자능력과 철자능력에 대한 예측변인 간 상관관계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고, 작문능력과 작문능력에 대한 예측변

인 간 상관관계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쓰기능력에 대한 예측변인 

철자능력에 대한 예측변인

철자능력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어휘, 표기인식, 형태인식, 자음

소리, 단어인지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모형의 설명량은 24.5% 

(F=16.969, p< .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철자 능력에 대한 예

측력이 높은 하위검사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단계적 중다회귀분

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휘와 표기

인식 순으로 회귀계수가 유의미하였다. 또한, 이중어휘만 투입했을 

경우의 설명량은 22.5% (F=27.698, p< .001)로 나타났으며, 표기인

식을 추가로 투입한 경우에는 설명량이 2.9% 증가하였다.

작문능력에 대한 예측변인

작문능력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어휘, 형태인식, 작동기억, 듣기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criterion and predictor variables 

Variable Mean SD

KISE-BAAT (spelling) 19.08 2.30
KISE-BAAT (composition) 15.02 5.04
Vocabulary 36.94 19.69
Orthographic processing 29.06 3.42
Morphological processing 20.74 5.78
Letter sound 22.60 9.09
Working memory 3.18 2.01
Word recognition 160.22 28.60
Listening comprehension 4.83 1.78
Reading comprehension 7.39 3.29

KISE-BAAT= Korea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Basic Academic Achievement 
Test.

Table 2. Correlations among the spelling measure and its predictor variables 

KISE-BAAT (spelling) Vocabulary Orthographic processing Morphological processing Letter sound Word recognition

KISE-BAAT (spelling) 1 - - - - -
Vocabulary .480*** 1 - - - -
Orthographic processing .366*** .460*** 1 - - -
Morphological processing .373*** .595*** .540*** 1 - -
Letter sound .281** .561*** .396*** .494*** 1 -
Word recognition .367*** .545*** .443*** .503*** .454*** 1

KISE-BAAT= Korea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Basic Academic Achievement Test.
**p < .01, ***p < .001.

Table 3. Correlations among the composition measure and its predictor variables 

KISE-BAAT 
(composition)

KISE-BAAT 
(spelling) Vocabulary Morphological 

processing
Working 
memory

Listening 
comprehension

Reading 
comprehension

KISE-BAAT (composition) 1 - - - - - -
KISE-BAAT (spelling) .403*** 1 - - - - -
Vocabulary .543*** .480*** 1 - - - -
Morphological processing .541*** .373*** .595***   1 - - -
Working memory .255* .090 .320** .293** 1 - -
Listening comprehension .377*** .235* .501*** .424*** .176 1 -
Reading comprehension .485*** .305* .690*** .581*** .279** .579*** 1

KISE-BAAT= Korea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Basic Academic Achievement Test.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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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읽기이해, 철자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모형의 설명량은 

35.1% (F= 9.376 p< .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문능력에 대

한 예측력이 높은 하위검사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형태

인식과 어휘 순으로 회귀계수가 유의미하였다. 또한, 이중 형태인식

만 투입했을 경우의 설명량은 28.8% (F=38.696, p< .001)로 나타

났으며, 표기인식을 추가로 투입한 경우에는 설명량이 5.9% 증가하

였다.

논의 및 결론

지난 10여 년간 쓰기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

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쓰기능력에 대한 예측변인에 대한 연구가 

영어권을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에도 이러한 노력의 일

환으로 쓰기능력에 대한 예측변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선행 연구에서 지지를 받은 철자와 작문의 예측변인들이 철자

와 작문능력에 미치는 예측력을 각각 살펴보았다.

철자능력에 대한 예측변인으로는 어휘, 표기인식, 형태인식, 자

음소리, 단어인지 등 5개 예측변인으로 투입되었다. 그 결과, 5개의 

예측변인을 투입했을 때(24.5%)보다 어휘와 표기인식 두 개의 예측

변인을 투입했을 때(25.4%)의 설명량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어휘와 표기인식이 철자능력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

일 뿐 아니라, 두 가지 변인의 예측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표기인식과 어휘가 철자능

력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인이라는 측면에서는 선행연구와 일치하

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Abbott & Berninger, 1993; Berninger 

et al., 1992b, 1994). 반면, 본 연구에서는 단어인지가 철자능력을 유

의하게 예측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

타났다(Abbott, Berninger, & Fayor, 2010). 이러한 차이는 영어권에 

비해, 표층표기체계 언어의 성격을 지닌 한글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글의 경우 단어인지 정확도

가 상당히 빨리 발달하고, 이로 인하여 단어인지의 철자에 대한 예

측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발표된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표기인식이 철자능

력을 예측하는 가장 대표적인 변인으로 언급된 것에 비해, 본 연구

에서는 어휘와 표기인식 모두 유의한 변인이기는 하지만 어휘가 표

기인식 보다 예측력을 더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기인식을 측정한 검사과제의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닌지 추측해 본

다. 본 연구에서는 표기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동음이철어 선택과제

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하지만, 표기인식은 동음이철어 선택과

제 이외에도 표기 선택과제(orthographic choice task; cake-caik 중 

실제 단어 선택) 또는 유사 단어 검증 과제(예, -ilk로 끝나는 단어는 

있지만, -ilv로 끝나는 단어는 없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러한 검사과제의 차이로 인하여 다소 상이한 연구결과가 나타나

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작문능력에 대한 예측변인으로는 어휘, 형태인식, 작동기억, 듣기

이해, 읽기이해, 철자 등 6개의 예측변인으로 투입되었다. 그 결과, 

이는 6개의 예측변인을 투입한 경우(35.1%)에 비해, 형태인식과 어

휘 두 개의 예측변인을 투입했을 때(34.1%)의 설명량의 손실이 단

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형태인식과 어휘가 작문능

력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일 뿐 아니라, 두 가지 변인의 예측효율

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Table 4.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predicting spelling 

Step Variables SE β VIF R2 Adjusted R2 ΔR2 ΔF

1 Vocabulary .011 .483*** 1.000 .233 .225 .233 27.698***
2 Vocabulary .012 .384*** 1.268 .270 .254 .036 4.489*
2 Orthographic processing .067 .215* 1.268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p < .05, ***p < .001.

Table 5.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predicting composition

Step Variable SE β VIF R2 Adjusted R2 ΔR2 ΔF

1 Morphological processing .074 .544*** 1.000 .296 .288 .296 39.077***
2 Morphological processing .090 .359*** 1.578 .341 .341 .059 8.390*
2 Vocabulary .027 .306** 1.578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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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가 작문능력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인이라는 측면에서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Babayigit & Stainthorp, 

2010, 2011; Hooper et al., 2010).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형태인식이 작

문능력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보여준

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결과를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사

와 어미가 발달한 교착언어적 특성을 지닌 한글의 글쓰기에서는 

형태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발표된 초등학교 학생의 작문능력 예측연구들에서는 작문능력을 

추가적으로 분류하여 예측변인을 살펴보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글의 유형(예, 이야기 글)에 따른 작문능력에 대한 예측변인

을 살펴보거나(Hooper et al., 2010), 작문평가의 유형(예, 작문의 

양, 작문의 질)에 따른 예측 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예, Yan 

et al., 2012)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작문능력에 관한 예측변인이 이

러한 글의 유형 및 작문평가의 유형 등에 따라 어떠한 차별성을 지

니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어 해석

에 주의를 요한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1-5학년 98명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지만, 학년별로는 약 20명밖에 되지 않아

서 학년별 결과 분석을 실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에는 학년별

로 더 많은 연구대상을 포함하여 학년별 예측변인을 분석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표기인식, 형태인식, 

작동기억, 듣기이해를 측정하기 위해 하나의 검사를 개발하여 실시

하였다. 추후에는 각 변인의 구인별로 하위 요인을 분석하여 하위

검사를 개발하고, 개발한 검사가 실제로 구인을 타당하게 측정하

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철자

에 대한 예측변인 중 음운인식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지

니고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문헌을 근거로 도출한 철자와 

작문의 예측 변인이 각각 철자와 작문을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살

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종속변인으로 철자와 작문

을 각각 따로 두어 예측 변인을 살펴보았다. 추후에는 철자와 작문

을 포함한 전체 쓰기능력에 대한 예측변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의 본 연구의 제한점을 미루어 볼 때, 본 연

구는 의 쓰기능력에 대한 예측변인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연구의 

성격 보다는, 추후 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예비 연구로서의 성격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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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초등학교 학생의 쓰기능력 예측변인에 관한 예비 연구

김애화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배경 및 목적: 쓰기는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중요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쓰기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

등학생 학생의 쓰기능력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철자와 작문능력을 예

측하는 유의한 변인을 각각 선별해서 검사를 구성하여 초등학교 1-5학년 학생에게 실시하였다. 철자 능력에 대한 예측변인으로는 어

휘, 표기인식, 형태인식, 자음소리, 단어인지가 포함되었으며, 작문능력에 대한 예측변인으로는 어휘, 형태인식, 작동기억, 듣기이해, 읽

기이해, 철자가 포함되었다. 결과: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휘와 표기인식이 철자능력에 대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형태인식과 어휘가 작문능력에 대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언어의 투명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영어권에서 

실시된 연구결과와 상당히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의 요약, 연구결과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에 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핵심어: 쓰기, 철자, 작문, 어휘, 표기인식, 형태인식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2012S1A5A2A0101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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