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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의 쓰기 태도가 어떠한 발달 양
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안산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다문화 가정 아동 119명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검사도구는 키어와 동료
들이 개발한 쓰기 태도 검사지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의 쓰기 태도 발달과 관련하여 이 연구가 발견한 사실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의 쓰기 태도는 1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하
면서 계속적으로 부적인 발달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부적 발달 경향은 5～6학년과
같은 고학년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둘째, 학년을 가로질러 여학생의 쓰기 태도가 남학생의 쓰기 태도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학교 밖 활동(예, 운동, 학원,
게임 등)에 많은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쓰기 활동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경험할 기
회의 부족, 쓰기 활동에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것과 교사의 부정적인 피드백, 고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직접적인 쓰기 활동보다는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쓰기(국
어) 수업 등으로부터 기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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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며

. 들어가

2013년 10월 22일 교육부가 작성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교육부, 2013), 2013년 10
월 현재 초중등 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은 모두 55,780명이다. 이 수치
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현황을 처음으로 조사한 2006년 9,389명보다 6배가량 증가한
것이며, 2011년 38,678명보다는 69% 2012년 46,954명보다는 8.4% 증가한 것이다. 특
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 외국인
노동자의 학생,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학생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학생은 5만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대구교육대학교 연구교수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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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현재의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 0.86%는 2014년도 올해에는 1.2%로 상
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이상 다문화가 통계상의 수치가 아닌 일상임을 실감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3월 ‘다문화
학생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예비 학교 및 다문화 코디네이터 운영, 한국어 교육과
정 도입 및 기초 학력 책임 지도 강화,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배우는 이중
언어 교육 강화, 다문화 학생 진로 진학 지도 강화, 다문화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교육과학기술부, 2012) 등을 골자로 하는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
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2014년 3월 ‘중도 입국 학생 적응을 위한 예비 학교
확대,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 교육 중점 학교 확대, 다문화 학생을 위한 대학생 멘
토링 사업 강화, 글로벌 브릿지 사업 확대, 다문화 학생 직업교육 지원 기관 확대’(교
육부, 2014)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4년 다문화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적 성취는 참으로 비관적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반 가정 학생과 비교할 때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업 성취는 여러
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연이, 2011). 이러
한 사정은 국어교육 영역에서도 유사한데, 다문화 가정 학생은 일반 가정 학생에 비
해 읽기 유창성이 떨어지고(윤준채, 2012), 어휘 능력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며(강
진숙, 2009; 성두원, 2009), 읽기 태도도 보다 부적으로 발달하는 경향을 나타냈다(윤
준채, 2013). 아울러, 쓰기 영역에서의 성취와 관련하여, 유재연과 이효인(2012)은 다
문화 가정 학생의 쓰기 능력을 백분위와 학력 지수를 토대로 할 때 연구에 참여한
1～4학년 190명의 다문화 가정 학생의 쓰기 능력은 평균적으로 ‘하’ 집단에 속한다고
보고했다. 강희정(2013)도 생활문을 사용한 쓰기 평가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이 일반
가정 학생에 비해 글의 내용, 조직, 표현, 어법 등에서 낮은 성취를 보였음을 보고했
다. 그러나 홍은실 외(2010)는 초등학교 1～2학년 일반 가정 및 다문화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쓰기 기초 학력 검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일반 가정 학생과 다문화
가정 학생의 쓰기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규명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경우, 일반 가정 학생의 성취가 다문화 가정 학생의 성취를 의미 있게 앞섰다.
이와 같이, (한)국어교육 학계에서는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다문화 가정 학생과 관
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 학생의 정의적 영
역에서의 성취, 특히 쓰기 태도(writing attitude)와 같은 정의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다문화 가정 학생을 평생 필자로 길러내는 것과 관련하여 쓰기
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그들의 쓰기 태도가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밝히는 일은 늦
은 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쓰기
태도가 학년과 성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경험적으로 탐구하였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쓰기 태도 발달 연구 235

Ⅱ쓰
.

득

기 태도의 습

달

과 발

1)

어떤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쓰기라는 행위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
는 반면에 어떤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또
한 어떤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쓰기 태도를 긍정적으로 발달시키는 반면에 어떤 다
문화 가정의 아동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발달시킨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은 매튜
슨(Mathewson, 1994)과 맥케나(McKenna, 1994)의 ‘읽기 태도 습득 및 발달 모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매튜슨(1994)의 ‘읽기 태도 습득과 발달 모형’에 따르면, 아동의 읽기 태도 발
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4가지이다. 그 첫 번째 요소는 ‘설득적 의사소
통’(persuasive communications)인데, 이것은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풍부한 문식 환
경, 독서에 대한 의미 있는 타자들의 적극적인 권유, 흥미로운 읽기 활동, 독서의 중
요성에 대한 의미 있는 사람들의 신념 등을 말하며 아동의 읽기 태도 습득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두 번째 요소는 ‘초석 개념’(cornerstone concepts)인데, 이것
은 독자가 읽기에 대해 갖는 개인적인 가치, 신념, 목표나 독자로서의 자아 개념이나
자아 효능감 등을 말하며 아동의 읽기 태도 습득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요소는 ‘감정적 만족’(affective satisfaction)과 ‘인지적 만족’(cognitive
satisfaction)이다. 이것은 아동이 독서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인지적 만족을
말하는 데, 독서로부터 오는 정서적 만족과 인지적 성취는 읽기 태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반면에 독서로부터 기인하는 정서적․인지적 불만족은 읽기 태도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아동의 읽기 태도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읽기 활동에서
독자로 하여금 정서적․인지적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Mathewson, 1994).
다음으로 맥케나의 ‘읽기 태도 발달 및 습득 모형’을 토대로 하면 아동의 읽기 태
도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3가지이다. 첫 번째 요소는 ‘타인의 기대에 대한 신
념’(Beliefs about expectations of others)이다. 이것은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인 문식 환경과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이(예, 부모, 교사, 친구 등) 읽기에 대하
여 가지고 있는 가치나 믿음에 대한 아동 자신의 인지적 판단을 의미하며, 매튜슨의
읽기 태도 습득 및 발달 모형에서의 ‘설득적 의사소통’과 유사한 요소이다. 두 번째
요소는 ‘읽기 결과에 대한 신념’(Beliefs about outcomes of reading) 요소이다. 이것
은 아동이 가지고 있는 독자로서의 자아 개념(자아 효능감)과 읽기 활동에 참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와 관련된 개인적인 기대나 신념을 말하며, 매튜슨이 제시했
던 ‘초석 개념’과 비슷한 요소이다. 마지막 요소는 ‘텍스트 표상’(text representation)
요소이다. 이것은 텍스트에 대한 의미 생성 과정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지적․정서적
1) 이 부분은 ‘졸고(2007), 초등학생의 읽기 태도 발달에 관한 국제 비교, 국어교육학연구 제28
집’과 ‘졸고(2009), 초등학생 필자의 쓰기 태도 발달 연구, 작문연구 제8집’의 이론적 배경의
내용을 새롭게 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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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을 의미하는데, 매튜슨의 읽기 태도 습득 및 발달 모형에서의 ‘감정적․인지적
만족’과 유사한 요소이다.
위에서 살펴본 매튜슨과 맥케나의 ‘독서 태도 습득 및 발달 모형’을 아동의 쓰기
태도 발달 과정에 적용해 보면, 아동의 쓰기 태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3가지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요소는 ‘쓰기 환경에 대한 신념’(Beliefs about
writing environment)인데, 이것은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문식 환경과 같은 ‘물리적
환경’과 부모나 교사와 같은 아동에게 의미 있는 타자가 쓰기에 대해 갖는 기대나 신
념과 같은 ‘심리적 환경’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판단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쓰기 활
동을 자극하는 풍부한 쓰기 환경, 특히 아동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적인 분위기, 글을 쓰라고 하는 부모나 교사의 적극적인 권유,
아동과 함께 하는 다양한 쓰기 활동 등과 같은 물리적인 쓰기 환경은 아동의 쓰기
태도 형성과 발달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 또한 글을 쓰는 것은 성인들 자신의 생
활에서 뿐만 아니라 아동의 삶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쓰기에 대한 의미 있는
사람들의 긍정적 신념과 가치와 같은 심리적 환경도 아동의 쓰기 태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쓰기 태도와 쓰기 태도 발달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요소를 중심으
로 ‘쓰기 태도 습득 및 발달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쓰기 태도 습득과 발달 모형
두 번째 요소는 ‘필자로서의 자기 개념’(Self-concept as a writer)인데, 이것은 아
동이 쓰기에 대해 갖는 개인적 가치나 신념, 필자로서의 자아 효능감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쓰기는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며 지식 획득이나 사고 발달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는 아동의 생각과 자신은 능숙한 필자라는 아동의 자신감은 쓰기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을 감소시켜 쓰기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발달시킨다. 이와는 반대로,
쓰기는 불쾌한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보 획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아
동의 신념과 자신은 능숙한 필자가 아니라는 아동의 좌절감은 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켜 쓰기에 대한 태도를 부적으로 발달시킨다. 그런데 필자로서의 자기
개념은 ‘쓰기 환경에 대한 신념’과 쓰기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아동의 ‘감정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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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만족’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풍부한 쓰기 환
경, 쓰기에 대한 의미 있는 사람들의 긍정적 신념이나 가치, 설득과 함께 쓰기 활동
에서 지적․감정적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요소는 ‘쓰기에 대한 만족감’(Satisfaction about writing)인데, 이것은 쓰기
활동에서 아동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인지적․감정적 만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동이 쓰기 활동에서 정서적 만족과 인지적 성취를 경험하게 되면 이것은 아동의
쓰기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와는 반대로, 아동이 쓰기 활동에서 정서적․
인지적 불만족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은 아동의 쓰기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아동의 쓰기 태도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쓰기 활동에서 아동이 정서적․인
지적 만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지적․정서적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Ⅲ

. 연구 방법

1.

피

험자 및 자료 수집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119명의 피험자는 모두 다문화 가정의 아동으로 교과부
가 지정한 다문화 학생 교육 거점 초등학교(경기도 안산시 소재)에 다니고 있다. 이
학교는 1995년에 세워진 초등학교로 전교생 390여 명 중에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150여 명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문화 초등학교이다. 특히, 이 학교는 다
문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있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
면에 일반 가정 자녀의 수는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하나의 예로, 초등학교 1학년
의 경우 총 50여 명의 학생 가운데 다문화 가정 학생이 40여 명을 차지하고 있다. 아
울러 기초 생활 수급자 가정도 30여 가구 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 학
생이 무료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학교 다문화 가정의 경제
적․문화적 여건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표 1> 학년과 성별에 따른 피험자의 분포
남자
여자
계

1학년
10
12
22

2학년
12
13
25

3학년
8
7
15

4학년
9
13
22

5학년
8
12
20

6학년
7
8
15

계
54
65
119

2011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국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면(학교 알리미 홈페이
지, 2011), 이 학교의 교육적 성취도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 학교 학생의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은 48.8%, 기초학력 비율은 42.5%, 기초미달 비율은 8.7%로 나타났다. 이
것을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2011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국어) 보통학력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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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기초학력 비율 20%, 기초미달 비율 1.2%(김도남 외, 2012)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학생의 국어 성취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료 수집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당 학교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았으며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설문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려주었다. 검사도구는 2011년 12월 첫째 주에 배포되어 12월 셋째 주에
모두 수거되었다. 아울러,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되었는데, 우
선 기초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 통계가 사용되었으며, 학년과 성별에 따른 학생들의
쓰기 태도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 방법이 사용되
었다.
2. 검사도구

다문화 가정 아동의 쓰기 태도는 키어와 동료들(Kear, Coffman, McKenna, &
Ambrosio, 2000)이 개발한 ‘쓰기 태도 검사지’(Writing Attitude Survey)를 우리말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쓰기 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느낌을 강조하여 쓰기 태도를 구성하는 구인으로 ‘느낌’(feeling)을 제안
하였고 신념이나 평가는 느낌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간주했다. 또한 이 검사도구는
미국의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쓰기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화 검사도구이다. 이것은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문항은 학생의
쓰기 태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짧은 질문과 가필드(Garfield)라는 만화 캐릭
터가 그것에 반응하는 네 가지의 얼굴 표정(매우 좋아하는 표정, 좋아하는 표정, 싫
어하는 표정, 매우 싫어하는 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번안된 검사도구는 우
리나라의 학생에게 낯선 가필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에 어린 아동의 얼굴 표정
(매우 좋아하는 표정, 좋아하는 표정, 싫어하는 표정, 매우 싫어하는 표정)을 사용하
였다. 학생의 쓰기 태도 점수는 매우 좋아하는 표정을 4점으로 하고 매우 싫어하는
표정을 1점으로 하여 합산하여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한 학생이 획득할 수 있는 최
소 점수는 28점이며 최대 점수는 112점이다.
원본 검사도구는 초등학교 1학년～6학년 학생 974명을 대상으로 한 규준을 가지고
있는데 크론바하 알파(Cronbach α)를 사용한 신뢰도는 .85～.86으로 양호하였다. 이
검사도구로 측정된 미국 초등학교 1학년～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평균 쓰기 태도 점
수(4점 척도 점수)는 2.87, 2.87, 2.61, 2.78, 2.67, 2.42점으로 나타났다(Kear et al.,
2000). 한편, 우리나라 초등학교 1～6학년 학생 728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번안된 검
사도구의 학년별 및 평균 신뢰도는 각각 .86～.93(초등학교 1학년～6학년), .90으로
나타나 양호하였다. 그리고 이 검사도구로 측정된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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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평균 쓰기 태도 점수(4점 척도 점수)는 3.00, 2.95, 2.86, 2.74, 2.78, 2.58점으로
나타났다(윤준채, 2009).

Ⅳ

. 결과 분석 및 논의

년

1. 학

에 따른

쓰

달

기 태도의 발

양상

연구에 참여한 119명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의 쓰기 태도 분석에 따르면, 이들의
쓰기 태도 평균은 2.80점(4점 척도 점수)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검사도구에서 사용한
4가지의 얼굴 표정으로 나타내면 평균적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의 쓰기 태도는 ‘좋아
하는 표정’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쓰기 태도를 측정하는 28개의 문항 가운데, ‘텔레비전을 보거나 컴퓨터를 하
는 대신에 글을 쓴다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평균 2.40점), ‘학교에서 긴 이야기나 관
찰 보고서를 쓴다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평균 2.47점), ‘과학 교과서나 사회 교과서
에 있는 학습 문제에 답을 줄글로 쓴다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평균 2.52점)와 같은
문항에서 두드러졌다.
<표 2>와 [그림 2]에 나타나 있듯이, 전반적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의 쓰기 태도는
1학년(3.00), 2학년(2.85), 3학년(2.88), 4학년(2.90)으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경
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가 5학년(2.56), 6학년(2.55)으로 올라가면서 다소 가파르
게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생은 대체로
저학년에서 쓰기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고학년으로 진급하면서 조금씩
부정적으로 발달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학년에 따른 학생의 쓰기 태도 평균과 표준편차
쓰기 태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평균

3.00(.39)

2.85(.37)

2.88(.47)

2.90(.39)

2.56(.52)

2.55(.38)

2.80(.44)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년에 따른 쓰기 태도 발달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학생의 쓰기 태도 평균 점수는
학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F(5, 107)=4.23, p<.05].
또한 반페로니(Banferroni) 방식을 사용한 사후 검증 결과는 1학년과 5학년(0.44점 차
이), 1학년과 6학년(0.45점 차이) 학생들 간의 쓰기 태도 평균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2～6학년 학생들 간의 쓰기 태도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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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부적으로 변화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쓰기 태도 발달 양상은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4
3.00

2.74

2.88

2.75

1

2

3

4

3

2.56

2.47

5

6

2
1

[그림 2] 학년에 따른 쓰기 태도 발달 경향
학년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쓰기 태도 부적 발달은 일반 가
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국내외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키
어와 동료들은(2000) 미국 초등학생의 쓰기 태도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부적으
로 발달하다가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하면서 보다 빠르게 부적으로 발달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너드슨(Knudson, 1991, 1992)도 학생의 나이와 쓰기 태도 간에는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윤준채(2009)는 초등학생의 쓰기
태도 점수가 1학년(3.00), 2학년(2.95), 3학년(2.86), 4학년(2.74), 5학년(2.78), 6학년
(2.58)으로 올라가면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고했다.
그렇다면 다문화 가정 학생의 쓰기 태도 부적 발달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실마리는 [그림 1]의 쓰기 태도 습득과 발달 모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모형에 따르
면, 다문화 가정 학생의 쓰기 태도 발달은 쓰기 환경에 대한 신념, 필자로서의 자기
개념, 쓰기에 대한 만족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즉, 학생이 쓰기 활동에서 얻는 정
서적 만족과 인지적 성취, 쓰기에 대한 높은 가치나 자신감, 풍부한 쓰기 환경은 쓰
기 태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반면에 학생이 쓰기 활동에서 얻는 정서적 불
쾌감과 인지적 불만족, 쓰기에 대한 낮은 가치나 자신감 결여, 열악한 쓰기 환경은
쓰기 태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와 같은 인과 관계를 고려하면,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학교 밖 활
동(예, 운동, 학원, 게임, 친구 등)에 많은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쓰기 활동으로부터 오
는 즐거움을 경험할 기회의 부족, 쓰기 활동에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것과 교사의
부정적인 평가적 피드백(Kear et al., 2000), 그리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보다 어려
워지는 쓰기 활동 및 강의 중심의 수업으로 인한 불만족(Applebee et al., 1990, 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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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교육과학연구소, 2000)은 쓰기를 유쾌하지 않은 활동으로 인식하게 할 뿐만 아
니라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활동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킨다. 학년이 올라갈
수록 자기표현과 새로운 정보 획득을 위한 쓰기 활동을 권장하기보다는 점수와 관련
된 쓰기 활동을 강조하는 학생에게 유의미한 타자들(예를 들면, 부모, 교사, 친구 등)
의 쓰기에 대한 인식과 쓰기 환경(Graham et al., 2000)의 변화도 학생의 쓰기에 대
한 자아 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학생의 쓰기 태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다(Pajares, Miller, & Johnson, 1999).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쓰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 감소하여 (쓰기에 대한) 자기 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전성
연, 최병연, 1999)도 다문화 가정 학생의 부적인 쓰기 태도 발달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 성별에 따른

읽

달

기 태도의 발

경향

<표 3>과 [그림 3]에 나타나 있듯이, 다문화 가정 남학생의 쓰기 태도 평균은 2.73
점으로 여학생의 쓰기 태도 평균 2.87점보다 0.14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
이를 효과 크기(effect size)로 나타내면 쓰기 태도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효과
크기 차이는 .32이며, 이는 정상 분포의 63백분위수에 해당한다. 이것은 남학생의 쓰
기 태도 평균 점수를 50백분위수라고 가정했을 때, 여학생의 쓰기 태도 평균 점수는
63백분위수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대략적으로 13백분위수를 더 높게 성취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남학생의 1～6학년 쓰기 태도 점수는 각각 2.92점, 2.74점, 3.05점,
2.75점, 2.36점, 2.47점, 여학생의 쓰기 태도 점수는 각각 3.06점, 2.96점, 2.68점, 3.01점,
2.69점, 2.61점으로 나타나, 3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에서 여학생의 쓰기 태도 점수
가 남학생의 쓰기 태도 점수를 앞섰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쓰기 태도를 측정하는 28개의 문항 가운
데, ‘일기를 쓸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남자: 2.72점, 여자: 3.12점),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편지나 이-매일을 쓴다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남자: 2.65점, 여자: 3.14점), ‘여러분이 지금보다 글을 훨씬 더 잘 쓰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것 같나요?’(남자: 3.34점, 여자: 3.63점)와 같은 문항에서 두드러졌다. 하지
만 다문화 가정 학생의 성별에 따른 쓰기 태도 발달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학생의 쓰기 태도 평균 점수는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 107)=2.43, p>.05].
아울러,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년과 성별에 따른 쓰기 태도 발달의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5, 107)=1.53,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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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년과 성별에 따른 학생의 쓰기 태도 평균(4점 척도)과 표준편차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평균

남자

2.92(.46)

2.74(.34)

3.05(.37)

2.75(.39)

2.36(.43)

2.47(.44)

2.73(.45)

여자

3.06(.32)

2.96(.37)

2.68(.49)

3.01(.37)

2.69(.55)

2.61(.43)

2.87(.43)

4
3.06

2.96

3.05

여학생

3.01
2.69

3
2.92
2

2.74

2.68

2.75
2.36

2.61

2.47
남학생

1
1

2

3

4

5

6

[그림 3]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읽기 태도의 발달 경향
여학생의 쓰기 태도가 남학생의 쓰기 태도보다 높은 현상은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Knudson, 1993; Graham, Berninger, & Fan, 2007; Lee, 2013; 윤준채,
2007, 가은아, 2010). 너드슨(Knudson, 1993)은 미국의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인종을 가로질러 여학생의 쓰기 태도가 남학생의
쓰기 태도보다 긍정적임을 보고했다. 그레이엄과 동료들도(2000) 초등학교 1～3학년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의 쓰기 태도가 남학생의 쓰기 태도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1998년과 2007년도의 미국 학업성취도평가(NAEP) 글
쓰기 자료를 토대로 수행한 최근의 연구(Lee, 2013)에서도 쓰기 태도에 있어 남학생
과 여학생 간에는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경향은 우
리나라의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는데, 대구광역시의 초등학생 728명을 대상으로
수행했던 연구에서 여학생의 쓰기 태도가 남학생의 쓰기 태도보다 높았다(윤준채,
2009). 또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 172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서(가은아, 2000) 모든 학년을 가로질러 남학생의 쓰기 태도가 여학생의 쓰기 태도보
다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여학생의 쓰기 태도가 남학
생의 쓰기 태도보다 높은 것은 국가나 문화, 인종을 가로질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쓰기 태도에 있어 나타나는 성차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실마리
또한 [그림 1]의 쓰기 태도 습득과 발달 모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모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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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학생의 쓰기 태도는 쓰기 환경에 대한 신념, 필자로서의 자기 개념, 쓰
기에 대한 만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즉, 학생이 쓰기 활동에서 얻는 정서적 만족
과 인지적 성취, 쓰기에 대한 높은 가치나 자신감, 쓰기 환경에 대한 신념은 쓰기 태
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쓰기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여학
생의 성취가 남학생보다 보다 높다면 여학생의 쓰기 태도가 남학생의 쓰기 태도보다
보다 긍정적으로 발달할 것이다.
이러한 인과적 관련성을 고려하면, 남학생과 비교할 때 여학생의 더 높은 쓰기 성
취(정구향 외, 2005; 남명호 외, 2008)와 쓰기에 대해 갖는 보다 긍정적인 자세
(Graham et al., 2007),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좋은 필자라고 생각하는 교사의 신념
과 긍정적인 피드백(가은아, 2010, 재인용)은 상대적으로 여학생에게 쓰기에 대한 만
족감과 필자로서의 자기 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Pajares, Miller &
Johnson, 1999). 일반적으로 쓰기가 여학생의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Hansen,
2001)과 블로그나 이-매일 등과 쓰기 활동에 대한 여학생의 적극적인 참여(Clark &
Dugdale, 2009)도 상대적으로 여학생에게 쓰기 환경에 대한 신념과 쓰기 결과에 대한
만족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시 이것은 여학생의 쓰기 태도를 보다 정
적으로 발달시키는 기제로 작용했을 것이다.
위의 연구 결과에 나타났듯이, 대체적으로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의 쓰기 태도는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낮아지며, 특히 5학년 이후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학년을 가로질러 남학생의 쓰기 태도는 여학생의 쓰기 태도보다
부적으로 발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의 부적인 쓰기 태도 발달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
다. 아울러,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쓰기 태도가 여학생의 쓰기 태도보다 높게 나
타난 결과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많은 표본을 토대로
수행되지 않아 통계적 검증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
구 결과는 조심스럽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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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al Trends in Multicultural Family
Elementary Students' Attitude toward Writing

Yoon, Jun-Chae(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velopmental trends in
multicultural family elementary schoolers' attitude toward writing. Especially, it
investigated how their grades and gender have an influence on their writing attitude
development. For it, 119 multicultural family elementary schoolers in Kyonggi-Do
were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Kear and his colleagues' Writing Attitude Survey
was used for the data collection.
Results from the study showed a negative trend in multicultural family elementary
schoolers' writing attitude as they pass through their grades. Regarding gender effect
on their writing attitude, results indicated that girls as a group possess more positive
attitude than boys at all grade levels, especially at higher grade levels.
These results might be attributed to a rapid decrease in writing time and in
cognitive and affective satisfaction from writing and a change in writers' purpose
and in expectation of significant persons to them. Implications for writing educators
seem clear. Early intervention in an effort to preempt writing difficulties and to
provide better writing instruction, writing environment, and opportunity to write may
curb such attitude decline.
Key words: writing attitude, writing attitude development, maricultur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gender difference, grade differenc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