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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학교 중학년인 4학년과 고학년인 6학년의 쓰기 발달을 비교・분석
하였다. 이를 위하여 4학년과 6학년이 쓴 글 128편을 선정하였고, 쓰기 발달 지표로
내용 관련 지표(주제 표현, 참신성), 조직 관련 지표(문단 구분, 문단 구성), 표기・표
현 관련 지표(철자 쓰기, 띄어쓰기, 문장 부호, 문법 표현)를 기준으로 삼아 분석하였
다. 결과는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내용, 조직, 표기・표현 관련 지표들은
‘문장 부호’를 제외하면 중학년보다 고학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내용과 조직
관련 지표들에서는 중학년과 고학년에서 모두 ‘중’ 수준 미만으로 낮은 점수가 나왔
다. 셋째, 내용과 조직 관련 지표들과 표기・표현의 ‘철자 쓰기’, ‘문항 부호’ 지표는
중학년과 고학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띄어쓰기’와
‘문법 표현’ 지표에서는 중학년과 고학년 사이에 유의한 발달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교육과정 상 저학년에서 집중 지도가 이루어지는 ‘띄어쓰기’ 오류가 중학년과 고학
년에서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학년에서는 문장 부호를 제외한
나머지 표기・표현 지표들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나 고학년에서는 이러
한 지표들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년과 고학년에서 발달이
미흡하거나 더디게 나타나는 지표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 주제어: 초등학생 쓰기, 쓰기 교육, 쓰기 발달, 쓰기 발달 특성

Ⅰ

. 서 론

쓰기 능력의 발달은 특정 단원이나 차시에서 일회적으로 가르치고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다른 언어 영역도 마찬
가지이다. 학습한 내용을 반복 적용함으로써 학습 내용의 점진적인 내면화를 기대할
수 있다. 언어 발달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교육과정의
* 본 연구는 2015년도 부산교육대학교 연구년 교수 지원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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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학년 군에 제시된 성취 기준이나 학습 요소의 교수・학습 결과가 곧 해당 성취
기준의 완전한 내면화나 관련 쓰기 능력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
한 점에서 보면 교과서의 단원 목표나 차시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은 해당 학년 군에
서 기대하는 수준과 범위 내에서 제시된 기본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쓰기 발달의 징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언어의
점진적인 발달 특성 때문이 아니라, 쓰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나타나는
결과라면 이는 문제이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기간 동안 특정 학년 군에서 학습한 쓰기 성취 기준이나 학습
요소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달하고 내면화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된 것은 쓰기 교육자들이나 쓰기 연구자들이 쓰기
교육의 성과나 쓰기 능력의 성장에 대하여 가끔씩 의문을 제기하는 탓도 있지만, 본
연구자 역시 학생들이 고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저학년이나 중학년에서 이미 학습한
성취 기준이나 학습 요소를 일상의 쓰기에서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심심찮
게 봐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쓰기 발달 지
표를 중심으로 중학년과 고학년의 쓰기 발달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년
군별 교육과정 구성, 교과서 개발, 교수·학습 운영 시에 발달 수준을 고려한 지도 내
용의 구성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초등학생의 쓰기 발달 특성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초등학
교 전 과정을 저, 중, 고학년 단계로 나누어 쓰기 능력 변화 추이를 탐구한 연구도
있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쓰기 능력의 변화 추이를 살핀 연구도 있
다. 발달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글의 유형도 받아쓰기 결과물,
설명문이나 논설문 쓰기 결과물, 감상이나 창작 글쓰기 결과물 등으로 다양하다. 이
러한 연구들의 상당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쓰기 능력이 점진적으로 신장
되나 쓰기 능력의 성장 정도는 학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
다. 하지만 일부 지표에서 발달이 정체되거나 감퇴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연구자
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연구 결과를
논의하는 데 참고하였다. 선행 연구는 크게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초등학
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동순(2001)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맞춤법 오용 실태를 조사하여 ‘소리에
관한 것’에서는 구개음화가 오답률이 가장 높고, ‘형태에 관한 것’에서는 합성어 및 접
두사가 붙는 말의 오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띄어쓰기’에서는 의존 명사 및 단위 띄어
쓰기에서 높은 오답률을 보였고, ‘문장부호’에서는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의 사용에
많은 혼동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박태호 외(2005)는 초등학생의 설명하는 글을 분석하
여 초등학생은 문장 쓰기나 낱말 쓰기 기능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상대적으로 글자
쓰기와 문단 쓰기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였고, 글자 쓰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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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되었으며 1학년과 2학년 시기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임천택
(2005)은 초등학생의 설명하는 글을 대상으로 쓰기 목적, 내용, 조직, 표현 요소에 대
한 발달 특성을 고찰하여 저학년의 쓰기 발달은 가파르게 나타난 반면 고학년의 쓰기
발달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고, 내용 생성 기능이나 표현 기능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
나 상대적으로 목적 인식과 글의 조직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쓰기 발달은 자연적 성숙이나 학년 단계 이외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김기철(2005)은 초등학생의 논증 글을 분석하여 상 수준 학생들의 쓰기 능력은 학년
이 올라갈수록 점진적으로 발달하나 발달 정도의 차가 점차 줄어들었고, 중 수준에서
는 학년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발달 정도가 정체되거나 하위 학년에 역전되는 경향
이 나타났고, 하 수준에서는 모든 학년에서 쓰기 능력의 발달 정도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으며, 하 수준과 상 수준의 발달 편차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커진다고 하
였다. 그리고 모든 학년에서 논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문단 쓰기와 관련된
쓰기 능력의 발달 정도가 낮다고 하였다. 손경미(2006)는 초등학교 5학년의 소개하는
글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비문법적인 문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오류를 문장 구조와 관
련된 오류(문장 성분 호응, 문장 성분 순서, 문장 성분 생략), 문법 요소와 관련된 오
류(조사 사용, 어미 사용, 높임 표현, 시간 표현), 기타 오류(문장 부호 사용, 중복 표
현, 지나치게 긴 문장)로 유형화하였다. 진달래(2007)는 5학년 학생들이 쓴 다양한 문
종의 글을 대상으로 쓰기 공간에 따라 보이는 맞춤법의 오류를 철자법의 ‘대치’, ‘누
락’, ‘첨가’와 띄어쓰기의 ‘붙여 써야 할 것을 띄어 쓴 경우’, ‘띄어 써야 할 것을 붙여
쓴 경우’, 그리고 문장부호의 ‘생략’, ‘오용’, ‘중복’의 양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박여
름(2008)은 초등학교 2-6학년 학생들의 생활문을 대상으로 문장부호의 사용 빈도와
오류 유형을 조사하여, 모든 문장부호의 사용 빈도는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빗금을 제
외하고 높은 사용 빈도를 보였고, 사용 빈도는 ‘온점 > 반점 > 쌍점> 느낌표 > 물음
표 > 물결표 > 줄임표 > 소괄호 > 큰따옴표 > 작은따옴표 > 붙임표 > 빗금 순으
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오류 유형으로 문장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호
모양과 위치가 잘못된 경우, 다른 문장부호를 잘못 사용한 경우,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아서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잘못 사용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안은주・김정미
(2010)는 2, 4, 6학년의 설명 담화를 분석하여 철자 오류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
하였고 학년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법 오류율은 2학년과 4학년
간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정인자(2012)는 초등학교 1, 2, 3학년이 자유
형식으로 쓴 글을 대상으로 쓰기 능력 평가와 쓰기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총 음절
수, 총 단어 수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장 수는 1학년과 2
학년 사이에서는 증가하지만 2학년과 3학년 사이에는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음절과
단어의 정확률은 1학년보다 2학년이 오히려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
과는 쓰기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인이 작용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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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최종윤(2013)은 초등학교 1학년 시절부터 6학년 시절까
지 연속적으로 생성된 글을 보유한 3명을 대상으로 쓰기 능력 발달 양상과 특성을 내
용, 조직, 표현의 범주로 나누어 살핀 결과, 초등학생들의 쓰기 능력 발달은 대체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향상되었고, 학생 A의 경우에는 3학년과 6학년에서, 학생 B의
경우에는 2학년, 3학년, 4학년 그리고 6학년에서, 학생 C의 경우에는 2학년, 4학년, 5
학년, 6학년에서 뚜렷한 발달적 특징이 보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제를 명료화하고
내용을 풍부하게 하며 적절하고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능력은 우수하나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을 연결하고 문단 내 혹은 글 전체의 완결성을 나타내는 능력은 미
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 영역은 6학년에서는 뚜렷한 성
장 징후를 보이므로 조직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하여 학습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김민경(2014)은 초등학생의 자기 표현적 글을 대상으로 학년 군별
쓰기 능력 발달 양상을 분석하여 내용, 조직, 표현 영역에서 학년군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1학년과 2학년, 3학년과 4학년, 5학년과 6학년이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내용 면에서 저학년은 주제가 모호하며 단순한 경험을 나열하고 내용 간 연
관성이 잘 나타나지 않으나 고학년에서는 주제와 글의 통일성이 잘 나타난다고 하였
다. 그리고 조직 면에서는 1-4학년의 글에서는 문단 및 글의 구조, 완결성이 잘 나타
나지 않았으나 5, 6학년의 글에서는 문단 및 글의 구조를 인식하고 글의 완결성이 잘
나타나는 편이라고 하였다. 또 표현 면에서는 저학년은 단순한 문장, 평범한 제목과
소재의 선택이 많았으나 고학년에서는 독창적인 문장과 표현 방법의 사용, 재미있는
제목과 소재 등을 선정하여 글을 이해하기 쉽게 쓰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였
다. 진선경(2014)은 초등학생이 예상독자를 달리하여 쓴 사과하기와 감사하기 글을
분석하여 4-5학년은 예상독자 인식 능력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6학년은 예상독자
인식 능력이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어 4학년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신가영
외(2015: 64-65)는 초등학생의 받아쓰기에서 철자 발달과 오류 패턴을 분석하여 전체
철자 쓰기 정확률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급격한 발달을 보이는데, 어절 단위로는
1학년에서 3학년에 이르기까지 유의한 발달 패턴을 보였고(1학년 61%, 2학년 82%. 3
학년 90%), 4-6학년에서는 95% 이상의 정확률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소 단위
로는 1학년에서 2학년시기에 유의한 발달 패턴을 보였고(1학년 78%, 2학년 95%), 3-6
학년에서는 96%이상의 정확률을 보인다고 하였다. 배희숙(2016: 29-30)은 초등학생의
문장완성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쓰기 정확도 면에서 띄어쓰기와 어미 오류율은 1학년
과 2학년 사이, 5학년과 6학년 사이에서 유의하게 감소하고, 철자 오류율은 학령기 초
반인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에서 유의하게 감소하며 3-5학년까지 정확도 요소들의 향
상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장희정(2016)은 초등학교 2, 4, 6학년의 겪은 일과
허구적 이야기 쓰기 결과를 분석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체 점수, 응집성 등의 점
수가 높게 나타났고, 철자 정확률에서 2학년이 4학년과 6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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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으나 4학년과 6학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쓰기 발달 특성 연구는 다수의 연구들이 학생들의 쓰기
능력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향상되나 학년이나 쓰기 수준에 따라 쓰기
발달의 정도가 달리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소수이기는 하지만 쓰기 능력 지
표에 따라 발달이 정체되거나 역전되는 경우가 있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 그리고 쓰
기 능력 지표 중 철자 쓰기는 저학년에서 급격한 향상을 보인다는 점, 다른 요소에
비하여 문단 쓰기나 조직 영역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도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정보이다. 한편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까지 쓰기 발달 특
성을 밝힌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삼형・주영미(2005)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사진을 보고 떠오르
는 생각을 자유롭게 쓴 글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쓰기 능력이 꾸준히 발달하며, 특히
중학교 수준에서 쓰기 능력 발달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신현숙・김
선미・곽유미(2007)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생들이 쓴 설명글과
논증글을 분석하여 두 문종 모두에서 문장 표현, 정서법, 어휘 사용 능력이 학년이
증가할수록 점진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신현숙(2008)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쓴 주장하는 글을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 범주
로 분석하고 주장의 명확성에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보다 우수하였으나 남학생 집단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내용 조직 항목에서도 남학생이 학년의 증가와 함께 점진적인 향상을 보인 반면에
여학생은 발달적 차이가 없었으며, 표현 평가 항목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학년의 증
가와 함께 수행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가은아(2011)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이 쓴 설명문을 내용, 조직, 표현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
고, 학생들의 쓰기 능력 발달이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향상되며 초등학교 5학년, 중
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서 뚜렷한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쓰기
능력의 하위 구성 요인의 발달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향상되는데, 독자
를 고려한 표현과 명확한 주제의 제시는 우수하나 문단 구성과 연결 능력은 매우 취
약하다고 밝혔다. 또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수한 필자로 나타났다고 하
였다. 가은아(2016)는 초・중학생들의 문단 쓰기 실태를 조사하여 학생들의 문단 쓰
기 능력이 부족하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3.4%의 글만이 문단이 제대로 구성
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쓰기 발달 연구 결과들도
앞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단계의 쓰기 발달 특성 연구 결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러한 연구들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진적인 향상이 이루어진다는 점, 쓰기 발달의
정도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 문단 쓰기가 제대로 안 된다는 점을 더욱 명
확하게 해 주었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이 일관된 결론을 끌어내지 못하고 쓰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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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대상에 따라 그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쓰기 발달에 다양한 요
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해하고 특정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타당하게
뒷받침할 만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본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특히 학년의 상
승에 따라 쓰기 발달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점, 학년에 따라 쓰기 발달 정도가 다르
다는 점, 조직 능력이나 문단 쓰기 능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점, 일부 발달 지표
의 경우 학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체되거나 역전될 수 있다는 점, 철자 쓰기가 초
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급격하게 발달한다는 점, 5, 6학년에서 쓰기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쓰기 발달에는 학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연구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Ⅱ

.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중학년인 4학년과 고학년인 6학년을 대상으로 쓰기 발달을 비교・분석
하였다.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저, 중, 고학년으로 나누어 발달 특성을 고찰한
선행 연구들도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은 주제를 초점화하여 완결된 글을 생성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내용, 조직 등의 발달 특성을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학년별로 쓰기 발달 특성을 살필 경우 뚜렷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발
달 특성을 왜곡하여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주제를 초
점화하여 완결된 글을 쓸 수 있는 3-4학년과 5-6학년 중에서 각 학년군의 상위 학년
인 4학년과 6학년의 쓰기 결과물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 쓰기 결과물은 백일장
에 참가한 부산시내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학생들이 쓴 글이고, 그 수는 학년별 64
편씩 모두 128편이다. 학생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백일장의 특성상 쓰
기에 관심이 있거나 쓰기 능력에 자신감을 가진 학생들이 많았다. 참가 학생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글감을 제시하였고, 1000자를 쓸 수 있는 원고지를 제공하였으며, 쓰기
시간은 90분으로 제한하였다. 이외에 쓰기 목적이나 글의 유형 등 여타의 조건은 제
한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쓰도록 하였다. 글감은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수준
의 학생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고, 학생들은 대부
분 겪은 일을 중심으로 자기표현 목적의 글을 작성하였다. 쓰기 결과물 수집은 3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참가 학교 당 한두 편을 매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수집 첫 해인
2014년에는 ‘함께’라는 글감으로 쓴 글을 6학년 16개 학교 24편과 4학년 17개 학교
24편을 수집하였다. 2015년에는 ‘희망’이라는 글감으로 쓴 글을 6학년 22개 학교 26편
과 4학년 20개 학교 26편을 수집하였다. 2016년에는 ‘모래’라는 글감으로 쓴 글을 6학

초등학교 중학년과 고학년의 쓰기 발달 비교 분석 491

년 14개 학교 14편과 4학년 9개 학교 14편을 수집하였다.
2. 분석 기준

쓰기 발달을 보여주는 지표는 단어나 문장 수, 내용, 조직, 표기・표현 등 여러 가
지가 있다. 앞에서 검토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발달 지표들 중 몇 가지 지표를
선택하여 쓰기 결과물을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쓰기 발달 특성을 규명하였다. 예를
들면 정인자(2012)는 ‘총 음절수’, ‘정확한 음절수’, ‘총 단어수’, ‘정확한 단어수’, ‘문장
수’를 중심으로 쓰기 발달을 분석하였고, 박태호 외(2005)에서는 글자 쓰기, 낱말 쓰
기, 문장 쓰기, 문단 쓰기와 같은 표현 영역을 중심으로 발달 특성을 살폈으며, 임천
택(2005)에서는 목적, 내용, 조직, 표현과 같은 수사적 요소를 중심으로 발달 특성을
고찰하였다. 신현숙(2008)에서는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을 중심으로 발달 특성을
분석하였고, 가은아(2011), 최종윤(2013), 김민경(2013)에서도 내용, 조직, 표현을 중심
으로 발달 특성을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배희숙(2016)은 쓰기 정확도, 생산성, 구문
복잡도와 같은 형식적 요소를 중심으로 발달 특성을 고찰하였다. 쓰기 발달 연구들에
서 주로 사용한 지표는 대부분 내용, 조직, 표기・표현의 세 범주로 수렴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내용, 조직, 표기・표현의 세 범주에서 하위 지표를 추출하여
쓰기 발달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만 정량적으로 오류 수를 산출해야 하는 표
기・표현 지표에서는 글의 분량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글의 분량을 보조 지표
로 활용하고자 한다.
내용 범주에서는 ‘주제 표현’과 ‘참신성’을 하위 지표로 삼았다. ‘주제 표현’은 내용
의 풍부성, 주제의 초점화, 글의 통일성 등을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한 지표이다. 목적
에 알맞은 내용 선정, 주제와 관련된 내용의 다양하고 풍부한 제시, 주제를 명확히
드러내고 글의 통일성을 갖추는 것은 대부분 이 지표에 포함할 수 있다. ‘참신성’은
독자의 관심이나 흥미를 끌 수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내용의 제시를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한 지표이다. ‘주제 표현’이 필자 지향적이고 글감 지향적인 지표라면 ‘참
신성’은 독자 지향적인 지표로 볼 수 있다. 내용 범주의 하위 지표를 두 가지로 정한
것은 지표를 지나치게 세분할 경우에 지표 간 겹침으로 인하여 발달 특성의 차이를
독립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분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주제 표현’이 예
상 독자 고려를 포함하지 못하므로 ‘참신성’ 지표로 이를 보완하였다. 예를 들면 쓰기
목적이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풍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더라도 그것이 독자에게
평범한 내용이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내용이라면 독자의 흥미를 끌기 힘들다. 쓰기는
기본적으로 독자와의 상호작용 행위이고 능숙한 필자는 예상독자의 흥미나 수준을
잘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 범주에서는 ‘문단 구분’과 ‘문단 구성’을 하위 지표로 삼았다. ‘문단 구분’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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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따라 첫 문장을 들여쓰기 하여 형식 문단을 제대로 나누었는지를 평가하고 분
석하기 위한 지표이다. ‘문단 구성’은 문단 내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갖추고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였는지를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한 지표이다. 조직 범주에서
‘문단’으로 하위 지표를 한정한 이유는 수집한 글의 대부분이 경험적이고 자기표현적
인 성격의 글로써 설명 글이나 논증 글처럼 처음, 가운데, 끝의 거시구조를 엄격히
갖춘 것이 아니라는 점, 거시구조의 조직 범주로 볼 수 있는 글의 통일성은 이미 ‘주
제 표현’ 지표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수
준에서는 사실상 문단을 구분하고 구성하는 것이 ‘조직’의 핵심 요소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표기・표현 범주에서는 ‘철자 쓰기’, ‘띄어쓰기’, ‘문장부호’, ‘문법 표현’을 하위 지표
로 삼았다. ‘철자 쓰기’는 철자 쓰기의 오류를, ‘띄어쓰기’는 띄어쓰기의 오류를, ‘문장
부호’는 문장부호 사용의 오류를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한 지표이다. 그리고 ‘문법 표
현’은 알맞은 문장 성분의 사용, 문장 성분 간 호응, 조사 사용, 어미 사용, 시간 표
현, 높임 표현, 부정 표현, 접속어 사용, 수식어 사용, 중복 표현의 오류를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한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 쓰기에 참여한 4학년, 6학년 학생들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은 학생들이다. 내용 범주의 하위 지표인 ‘주제 표
현’과 관련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이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두 1학년부터 6
학년까지 다양한 쓰기 과제와 학습 활동을 통하여 ‘주제 표현’ 능력을 갖추도록 제시
하였고, 특히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기표현의 글쓰기는 1학년-3학년에 걸쳐 집
중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기표현의 글쓰기에서 ‘주제 표현’과 관련된
학습을 이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상 독자를 고려하는 ‘참신성’ 지표와 관련해서
도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2학년부터 6학년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쓰기 과제와 학습 활동을 통하여 예상 독자를 고려하도록 제시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참신성’과 관련된 학습을 했거나 ‘학습 중’임을 알 수 있다. 조직 범
주의 하위 지표인 ‘문단 구분’과 ‘문단 구성’과 관련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
학년의 ‘일의 절차, 방법 등을 설명하는 글을 쓴다.’는 성취 기준과 관련하여 문단 쓰
기를 학습 요소로 제시하였고, 3학년 2학기 쓰기 교과서 2단원에서 문단 쓰기를 학습
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4학년 군의 쓰기 영역 성취기
준으로 문단 쓰기를 제시하였고, 4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4단원에서 문단 쓰기를 학
습하도록 제시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문단 구분’과 ‘문단 구성’의 학습을 이미 마치
고 반복을 통한 내면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07 개정 교육과정이
나 2009 개정 교육과정 모두 이후 학년에서는 문단쓰기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제
시된 바 없어 이후 학년에서 문단쓰기가 제대로 내면화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표기・표현 범주의 ‘철자 쓰기’, ‘띄어쓰기’, ‘문장부호’, ‘문법 표현’ 지표는 표기・표현

초등학교 중학년과 고학년의 쓰기 발달 비교 분석 493

의 정확도를 따지는 지표로 2007 개정 교육과정이나 2009 개정 교육과정 모두 3학년
이하의 저학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쓰기에
참여한 4학년과 6학년 학생들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여덟 가지 분석 지표에 관련된
학습을 이미 완료하였거나 정착이나 내면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초점은 4학년과 6학년의 쓰기 발달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내용 범주
지표 2가지, 조직 범주 지표 2가지, 표기・표현 범주 지표 4가지를 하위 지표로 선정
하여 학년 군별 특성을 살피고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의 글을
각 지표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비교・분석하였다. 평가를 위하여 연구자는
부산시내 초등학교에서 27년 이상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남교사 2명과 여교사 1명을
평가자로 선정하였다. 3명의 평가자는 오랜 기간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쓰기를 지도
하였고 쓰기 결과에 대한 평가 경험도 충분하므로 앞에서 제시한 여덟 가지 지표를
타당하고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자는 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3명의 평가자들에게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하였고,
샘플을 활용하여 평가 연습을 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판단한 근거에 대하여 상호 토
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연구자도 이 토의에 참여하여 평가자가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하였다. 그런 후 평가자들은 다른 샘플로 평가 연
습을 반복하였고 3명이 동일한 샘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일치된 결과를 산출하였을
때 본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평가는 동일한 글에 대하여 3명의 평가자가 각각 독립
적으로 평가하였다.
내용 범주의 지표와 조직 범주의 지표는 정성 평가를 하였고 표기・표현 지표는
정량 평가로 하였다. 내용 범주와 조직 범주의 지표에 대해서는 평가자별로 상, 중,
하로 나누어 3, 2, 1점을 부여하도록 하였고,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점수 차가 2점 이
상 나는 자료에 대해서는 평가자간 토의를 거친 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도
록 하였다. 최종 점수는 세 평가자의 점수를 평균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표기・
표현 지표에 대해서는 먼저 평가자 각자가 네 가지 하위 지표별로 오류를 찾아 개수
를 표시한 다음 각자의 오류 개수를 상호 비교하였고, 평가자 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 평가자의 재확인과 상호 협의를 거쳐 최종 오류 수를 기록하였다.
내용 지표에서 ‘주제 표현’은 주제를 초점화하여 글을 통일성 있게 전개한 경우에
‘상’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주제 초점화가 미흡하거나, 내용이 빈약하거나, 통일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글은 그 정도에 따라 ‘중’이나 ‘하’로 판단하였다. ‘참신성’은 주제
와 관련 있는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내용을 제시한 경우에 ‘상’으로 판단하였다. 그리
고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내용이지만 주제와의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는 ‘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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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하였고, 일반적인 내용이나 상식적인 내용을 나열식으로 제시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와 주제 관련성이 동떨어진 경우는 ‘하’로 판단하였다. 조직 지
표에서 ‘문단 구분’은 내용별로 들여쓰기를 하여 문단 구분을 일관성 있게 한 경우에
‘상’으로 판단하였고, 부분적으로 문단 구분을 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문단 구분을 하
였으나 내용별 구분이 미흡한 경우를 ‘중’으로 판단하였고, 문단 구분을 하지 않은 것
은 ‘하’로 판단하였다. ‘문단 구성’은 문단 구분이 ‘중’ 이상인 글을 대상으로 중심 문
장과 뒷받침 문장이 제시되고 자연스럽게 연결된 경우에 ‘상’으로 판단하였고, 두 가
지 조건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하는 경우에 ‘중’으로 판단하였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하’로 판단하였다. 표기・표현 지표에서는 맞춤법 규정과
문법 규칙에 비추어 명백히 오류인 경우에 한하여 오류 수를 기록하였다. 글의 분량
은 1,000자 원고지에 작성된 글자 수를 여섯 개의 급간으로 나누고 본 연구자가 급간
별 인원수를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평가 결과는 두 집단 간 평균 비교를 위하여 IBM SPSS 23.0의 독립표본 T-검정
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는 양적인 통계 이외에 질적 정보 수집을 위하
여 글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빈도가 높은 오류 사례나 주목할 만한 특징이 발견될 경
우에 기록으로 남겨줄 것을 평가자들에게 요청하였다. 연구자는 평가가 종료된 후 평
가자들이 기록한 정보를 중심으로 평가자들과 면담을 가졌고 이를 통하여 쓰기 발달
에 대한 질적인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Ⅲ

. 연구 결과

1.

글의

분량 비교 분석

학년군별 글의 분량은 글자 수를 6개의 급간으로 나누어 해당 급간의 인원 수를
제시하였다. <표 1>은 학년군별 쓰기 분량을 구간별 인원수로 나타낸 것이다.
<표 1> 학년군별 쓰기 분량
학년
글자 수
500-600자
601-700자
701-800자
801-900자
901-1000자
1,000자 이상
계

4학년
4명
10명
16명
8명
21명
5명
64명

6학년
1명
1명
6명
13명
36명
7명
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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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과 6학년이 쓴 글의 분량을 비교하여 보면 4학년보다는 6학년의 쓰기 분량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800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4학년은 800자 이상을 쓴 학생
이 53.1%이고, 6학년은 87.5%이다. 대체로 6학년 학생들이 4학년 학생들보다 글을 길
게 썼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학년 학생들이 더 긴 글을 썼다고 해서 4학년 학생들
보다 쓰기 능력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주제를 제대로 표현하고 내용을
조직하려면 최소한의 글 분량은 필요하겠지만, 글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오히
려 글의 통일성을 해치거나 내용 조직에 불리할 수 있고 표기・표현 오류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글의 분량이 내용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관련 지표에 자연스
럽게 반영될 것이다. 다만 글의 분량이 표기・표현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지표를 분석하는 보조 지표로 활용하였다.
2. 내용 관련 지표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 정한 내용 관련 하위 지표는 ‘주제 표현’과 ‘참신성’이다. ‘주제 표현’은
내용의 풍부성, 주제의 초점화, 글의 통일성 등을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한 지표이다.
‘주제 표현’ 지표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년군별 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주제 표현’ 지표의 학년군별 점수 차이

주제 표현
평 표준
학년 사례
수 균 편차
4학년 64 1.60 .669
6학년 64 1.77 .658
p<0.05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표준 등분산 F p
p
t
자유도
오차
(양측)
.084
가정함 .303 .583 -1.379 126 .170
.082

‘주제 표현’ 지표에서는 4학년의 평균값이 1.60점, 6학년의 평균값이 1.77점으로 나
타났다. 이는 주제를 초점화하여 통일성 있게 글을 전개한 경우를 ‘상’(3점)으로 판단
하는 분석 기준에 비추어 볼 때, 4학년과 6학년의 주제 표현 능력이 모두 ‘중’(2점)
수준 미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학년보다 6학년의 평균값이 높게 나왔지만 유의
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주제 표현 능력은 4학
년과 6학년 모두 미흡하고, 학년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 관련 쓰기 발
달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선행 연구(임천택, 2005; 가은아, 2011; 최종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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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2014)나, 저학년에 비하여 고학년에서는 내용 관련 쓰기 발달이 더디게 이루
어진다는 선행 연구(임천택, 2005)를 지지한다. 그러나 내용 관련 쓰기 능력이 4학년
과 6학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은아, 2011; 김민경, 2014)와는 상반된
다. 평가자들과의 면담에서 얻은 질적 정보에 근거하면, 이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
은 글들은 학년군에 관계없이 글감으로부터 연상해 낸 ‘제2의’ 화제에 초점을 맞추거
나, 하위 화제들을 하나의 주제나 상위 화제로 초점화하지 못하고 병렬적으로 나열하
거나, 관련성이 적은 내용들이 중간에 끼어들어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글 등이다. 예
를 들면 ‘모래’를 글감으로 한 쓰기에서 단지 해변에서 재미있게 놀았던 경험을 중심
으로 쓰거나, ‘희망’을 글감으로 한 쓰기에서 ‘불행을 몰아내는 방법’에 대하여 상호관
련성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식이다.
‘참신성’은 독자의 관심이나 흥미를 끌 수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내용의 제시
를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한 지표이다. ‘참신성’ 지표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년군 간
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참신성’ 지표의 학년군별 점수 차이

참신성
평
학년 사례
수 균
4학년 64 1.30
6학년 64 1.48
p<0.05

표준
편차
.490
.557

표준
오차
.061
.070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p
등분산 F p
t 자유도 (양측)
가정
하지 4.404 .038 -1.963 124.030 .052
않음

‘참신성’ 지표에서는 4학년의 평균값이 1.30점, 6학년의 평균값이 1.49점으로 나타
났다. 이는 주제와 관련 있는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내용을 제시한 경우를 ‘상’(3점)
으로 판단하는 분석 기준에 비추어 볼 때, 4학년과 6학년 모두 참신한 내용 제시 능
력이 ‘중’(2점) 수준 미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학년보다 6학년의 평균값이 높게
나왔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참신
한’ 내용의 제시는 4학년과 6학년 모두 미흡하고, 학년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
록 내용 관련 쓰기 발달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선행 연구(임천택, 2005; 가은
아, 2011; 최종윤, 2013; 김민경, 2014)를 지지한다. 그러나 4-5학년의 예상독자 인식
능력은 비슷하지만 6학년에서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어 4학년과 6학년에 유의한 차
이가 있다고 밝힌 진선경(2014)의 연구, 독자 고려가 학년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
고 밝힌 김민경(2014: 74)의 연구와는 상반된다. 평가자들과의 면담에서 얻은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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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근거하면, 이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글들은 당연한 주장이나 일반적으
로 알고 있는 정보를 제시하거나, 일상의 평범한 상황을 내용으로 제시한 글 등이
다. 예를 들면 ‘함께’를 글감으로 한 쓰기에서 친구랑 함께 하면 좋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희망’을 글감으로 한 쓰기에서 자신의 장래 희망이 바
뀌어 온 과정을 나열하거나, ‘모래’를 글감으로 한 쓰기에서 모래는 호주머니에 들어
가면 털기 어렵고 넘어졌을 때 아스팔트보다 덜 다치게 해 준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글 등이다.
3. 조직 관련 지표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 정한 조직 관련 하위 지표는 ‘문단 구분’과 ‘문단 구성’이다. ‘문단 구
분’은 내용에 따라 첫 문장을 들여쓰기 하여 형식 문단으로 나누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한 지표이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문단 구분’ 지표의 학년군별 점수 차이
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문단 구분’ 지표의 학년군별 점수 차이

문단 구분
평 표준
학년 사례
수 균 편차
4학년 64 1.52 .788
6학년 64 1.66 .756
p<0.05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표준 등분산 F p
p
t 자유도 (양측)
오차
.088 가정함 .158 .691 -1.030 126 .305
.084

‘문단 구분’ 지표에서는 4학년의 평균값이 1.52점, 6학년의 평균값이 1.66점으로 나
타났다. 이는 내용별로 들여쓰기를 하여 문단 구분을 일관성 있게 한 경우에 ‘상’(3
점)으로 판단하는 분석 기준에 비추어 볼 때, 4학년과 6학년 모두 문단 구분 능력이
‘중’(2점) 수준 미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학년보다 6학년의 평균값이 높게 나왔
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문단을 구분
하는 능력은 4학년과 6학년 모두 미흡하고, 학년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단 쓰기를 포함한 조직 관련 쓰기
발달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선행 연구(임천택, 2005; 가은아, 2011; 최종윤,
2013; 김민경, 2014)를 지지한다. 반면에 조직 관련 쓰기 능력이 4학년과 6학년 사이
에서 유의한 차이로 발달한다는 연구(가은아, 2011; 최종윤, 2013)와는 상반된다. 평가
자들과의 면담에서 얻은 질적 정보에 근거하면, 이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글들
은 가은아(2016)에서 지적한 것처럼 문단 인식이 없는 경우로써, 문장을 계속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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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쓰거나, 아무렇게나 들여 쓰기를 하거나, 문단의 형식적 요건으로 줄을 바꾸어
쓰기는 하였으나 문단이 완결된 생각의 단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아무렇게나
문단을 나누어서 쓴 글 등이다.
‘문단 구성’은 문단 내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갖추었는지,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를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한 지표이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문단 구성’
지표의 학년군별 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문단 구성’ 지표의 학년군별 점수 차이

문단 구성
평 표준
학년 사례
수 균 편차
4학년 64 1.28 .530
6학년 64 1.36 .593
p<0.05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표준 등분산 F p
p
t 자유도 (양측)
오차
.066 가정함 2.870 .093 -.890 126 .375
.074

‘문단 구성’ 지표에서는 4학년의 평균값이 1.29점, 6학년의 평균값이 1.36점으로 나
타났다. 이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제시되고 자연스럽게 연결된 경우에 ‘상’(3
점)으로 판단하는 분석 기준에 비추어 볼 때, 4학년과 6학년 모두 문단 구성 능력이
‘중’(2점) 수준 미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학년보다 6학년의 평균값이 높게 나왔
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생활 주변의
글감을 주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글을 쓰게 하는 경우 문단을 구성하는 능력은 4학년
과 6학년 모두 미흡하고, 학년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단 쓰기를 포함한 조직 관련 쓰기 발달이 점진적
으로 이루어진다는 선행 연구(임천택, 2005; 가은아, 2011; 최종윤, 2013; 김민경,
2014)를 지지한다. 문단 구성 지표의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초등학생의 문단 쓰기
기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박태호 외(2005)나 김기철2005)의 연구, 4학년 학생 중 문
단의 형식을 갖추어 쓴 학생 비율이 3.23% 이하임을 지적한 김현경(2007: 105)의 연
구, 초등학생 전체 학년 글 146편 중 3.4%의 글만이 문단이 제대로 구성되었다고 지
적한 가은아(2016: 269)의 연구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조직 관련 쓰기
능력이 4학년과 6학년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로 발달한다는 연구(가은아, 2011; 최종
윤, 2013)와는 상반된다. 평가자들과의 면담에서 얻은 질적 정보에 근거하면, 이 지표
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글들은 문단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문단을 구분하였
더라도 중심 문장 없이 뒷받침 문장의 나열만으로 문단을 구성하거나, 중심 문장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뒷받침 문장을 제시하거나, 문장 간 연결 지시어나 접속어 사용의
미흡을 드러낸 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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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기・표현

관련 지표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 정한 표기・표현 관련 하위 지표는 ‘철자 쓰기’, ‘띄어쓰기’, ‘문장부호’,
‘문법 표현’이다. ‘철자 쓰기’는 철자 쓰기의 오류를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한 지표이
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철자 쓰기’의 학년군별 오류 수 차이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철자 쓰기’ 지표의 학년군별 오류 수 차이
철자 쓰기
평 표준
학년 사례
수 균 편차
4학년 64 2.25 8.875
6학년 64 1.42 2.544
*p<0.05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표준 등분산 F p
p
t
자유도
오차
(양측)
.484 가정함 2.456 .120 1.429 126 .155
.318

‘철자 쓰기’ 지표에서 글 한 편당 평균 오류 수는 4학년이 2.25, 6학년이 1.42로 나
타났다. 4학년의 오류 수가 6학년보다 더 많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과 6학년의 철자 정확률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밝힌 장희
정(2016)의 연구, 철자 오류율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급격한 감소를 보
이고 3-5학년까지는 정확도 요소들의 향상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배희숙(2016)
의 연구를 지지한다. 4학년 학생들에 비하여 6학년 학생들이 더 긴 글을 썼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철자 쓰기에서 4학년과 6학년이 유의한 차이는 없어도 대체로 높은 학년
군에서 철자 쓰기 오류가 더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문
장 당 철자 오류율이 감소한다는 안은주・김정미(2010: 327)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평가자들의 기록과 그들과의 면담에서 얻은 질적 정보에 근거하면, 학생들이 흔히 범
하는 철자 쓰기 오류는 ‘사과할께(사과할게)/않을께(않을게)/노력할께(노력할게)’, ‘됬
다는(됐다는)/되야지(돼야지)’, ‘않좋아(안 좋아)/안을지(않을지)/않듣고(안 듣고)’, ‘그
런대(그런데)/돌맹이(돌멩이)/번호순데로(번호순대로)/재데로(제대로)/채육(체육)’, ‘발
표 시간이였어요(발표 시간이었어요)/것이였다(것이었다)’, ‘편할 거에요(편할 거예요)/
친구에요(친구예요)’, ‘인삿말(인사말)/노랬소리(노랫소리)/머릿속에(머릿속에)’ 등과 같
은 유형들이었다. 이는 정동순(2001: 12-36, 41-47)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들의 철자 쓰기 오류 유형, 진달래(2007: 19-37)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5학년들의 철
자 쓰기 오류 유형과 일맥상통한다.
‘띄어쓰기’는 띄어쓰기의 오류를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한 지표이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띄어쓰기’ 지표의 학년군별 오류 수 차이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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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띄어쓰기’ 지표의 학년군별 오류 수 차이
학년
4학년
6학년
p<0.05

사례
수
64
64

띄어쓰기
평균 표준
편차
15.48 16.043
10.44 9.108

표준
오차
2.005
1.138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p
등분산 F p t 자유도 (양쪽)
가정
하지 7.166 .008 2.189 99.788 .031
않음

‘띄어쓰기’ 지표에서 글 한 편당 평균 오류 수는 4학년이 15.49, 6학년이 10.44로 나
타났다. 4학년이 6학년보다 오류 수가 유의한 차이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띄어쓰기의 오류율이 5학년과 6학년 사이에서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배희
숙(2016: 30)의 연구를 지지한다. 그리고 4학년과 6학년 모두 글 한 편당 띄어쓰기 오
류 수가 철자 쓰기 오류 수에 비하여 현저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띄어쓰기가 초
등학교 전 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할 지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평가자
들의 기록과 그들과의 면담에서 얻은 질적 정보에 근거하면, 학생들이 흔히 범하는
띄어쓰기 오류는 ‘할수없이(할 수 없이)/살아가는데 필요한(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
릴적에(어릴 적에), 한것을(한 것을)/주는게 없이(주는 게 없이)’, ‘안썼다(안 썼다)/안
주려고(안 주려고)‘, ‘한가지(한 가지)/여러개(여러 개)/두개(두 개)/한번도(한 번도)’,
‘외로울때(외로울 때)/있을때는(있을 때는)/싶을때(싶을 때)/지칠때(지칠 때)’, ‘이루어
질거야(이루어질 거야)/않을거야(않을 거야)/할거야(할 거야)/친구인거 알지?(친구인
거 알지?)’ ‘어느날(어느 날)/그날밤(그날 밤)’ 등과 같은 유형들이었다. 이는 정동순
(2001: 36-39)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띄어쓰기 오류 유형, 진달래
(2007: 38-54)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띄어쓰기 오류 유형과 일맥상통
한다.
‘문장부호’는 문장부호 사용의 오류를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한 지표이다. 평가 결
과를 토대로 ‘문장부호’ 지표의 학년군별 오류 수 차이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문장부호’ 지표의 학년군별 오류 수 차이

문장부호
평 표준
학년 사례
수 균 편차
4학년 64 1.28 1.777
6학년 64 1.75 2.976
p<0.05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표준 등분산 F p
p
t 자유도 (양쪽)
오차
.222 가정함 2.197 .141 -1.082 126 .281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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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부호’ 지표에서 글 한 편당 평균 오류 수는 4학년이 1.28, 6학년이 1.75로 나타
났다. 4학년보다 6학년의 오류 수가 더 많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철자 쓰기나 띄어쓰기에 비하여 오류 수가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만
철자 쓰기나 띄어쓰기처럼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장부호 오류 수가 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학년의 문장부호 오류 수가 많이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평가자들의
기록과 그들과의 면담에서 얻은 질적 정보에 근거하면, 4학년에 비하여 6학년에서 문
장부호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4학년 학생들보다 6학년 학생들이 더 다양한 표
현과 다양한 종류의 문장을 사용하고 글의 분량도 더 많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문장
부호의 사용 빈도가 저학년보다 고학년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박여름(2008: 39)의 연
구와 일맥상통한다. 학생들이 흔히 범하는 문장부호 사용 오류는 큰따옴표와 작은따
옴표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문장부호를 빠뜨린 경우, 쉼표가 필요 없는 위치에
쉼표를 사용한 경우, 마침표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줄임표나 느낌표를 사용한 경우,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드러내기 위해 물결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
한 문장부호를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이는 정동순(2001: 40)에
서 제시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문장부호 오류 유형, 손경미(2006: 53-56)와 진
달래(2007: 54-63)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문장부호 오류 유형, 박여름
(2008: 128-145)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2-6학년 학생들의 문장부호 오류 유형과도 일
맥상통한다.
‘문법 표현’은 알맞은 어휘나 문장 성분의 사용, 문장 성분 간 호응, 시제, 부정 표
현, 접속어 사용, 수식어 사용, 종결 어미 사용, 높임 표현 사용의 오류를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한 지표이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문법 표현’ 지표의 학년군별 오류 수
차이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표 9> ‘문법 표현’ 지표의 학년군별 오류 수 차이

문법 표현
평 표준
학년 사례
수 균 편차
4학년 64 1.66 1.711
6학년 64 .80 .929
p<0.05

표준
오차
.214
.116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p
등분산 F
p
t 자유도 (양쪽)
가정
하지 17.188 .000 3.531 97.168 .001
않음

‘문법 표현’ 지표에서 글 한 편당 평균 오류 수는 4학년이 1.66, 6학년이 0.80으로
나타났다. 4학년이 6학년보다 유의한 차이로 문법 표현 오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안은주・김정미(2010: 327)에서 4학년과 6학년 간 문법오류율이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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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없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다. 그리고 철자 쓰기나 띄어쓰기에 비하여 오류 수
가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 평가자들의 기록과 그들과의 면담에서 얻은 질적 정보
에 근거하면, 학생들이 흔히 범하는 문법 표현 오류는 문장 성분 간 호응 오류, 문장
성분 일부 누락, 조사 오류, 연결어나 지시어 오류, 시제・높임・부정 표현 오류, 종
결어미 사용 오류 등이었다. 예를 들면 ‘희망을 가지니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집니다
(희망을 가지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안 오는 구석에 우리가 자리를
잡아 우리만의 첫 기지이다(아무도 안 오는 구석에 자리를 잡은 우리만의 첫 기지였
다)’식으로 표현한 것들이다. 이는 손경미(2006: 28-53, 56-59)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5
학년 학생들의 비문법적 문장 유형과 일맥상통한다.
5. 학년군별 지표 간 상관관계 비교 분석

학년군별 쓰기 발달 지표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학년군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10>은 4학년의 쓰기 발달 지표 간 상관관계를, <표 11>은 6학년의
쓰기 발달 지표 간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 10> 4학년 쓰기 발달 지표 간 상관관계

주제
표현 참신성
주제 1
표현
**
1
참신성 .719
문단 .216 .145
구분
문단 .313* .358**
구성
철자 -.141 -.157
쓰기
띄어 -.322** -.187
쓰기
문장 -.078 -.073
부호
문법 -.144 -.110
표현
**p<0.01, *p<0.05

문단
구분

문단
구성

철자
쓰기

띄어
쓰기

문장
부호

문법
표현

1
.803**
-.178
-.167
-.177
-.067

1
-.117
-.139
-.230
-.016

1
.684** 1
.225 .341**
.473** .564**

1
.05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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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6학년 쓰기 발달 지표 간 상관관계

주제
표현 참신성
주제 1
표현
**
참신성 .610 1
문단 .321** .197
구분
문단 .412** .423**
구성
철자 -.225 -.149
쓰기
띄어 -.346** -.254*
쓰기
문장 -.214 -.188
부호
문법 -.088 -.137
표현
**p<0.01, *p<0.05

문단
구분

문단
구성

철자
쓰기

1
.795** 1
-.174 -.167 1
-.271* -.255* .366**
.152 .023 .067
-.154 -.075 -.024

띄어
쓰기

1
.048
.266*

문장
부호

1
-.059

문법
표현

1

4학년과 6학년 모두 ‘주제 표현’과 ‘참신성’, ‘주제 표현’과 ‘문단 구성’, ‘주제 표현’
과 ‘띄어쓰기’, ‘참신성’과 ‘문단 구성’, ‘문단 구분’과 ‘문단 구성’, ‘철자 쓰기’와 ‘띄어쓰
기’, ‘띄어쓰기’와 ‘문법 표현’ 지표 간에는 상관관계가 p<0.01 또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표현’과 ‘참신성’은 내용 지표의 하위 지표로써 학년군
에 관계없이 p<0.01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참신성을 인정
받으려면 그 내용이 주제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문단 구분’과 ‘문단 구성’은 조직 지표의 하위 지표로써 학년군에 관계없이
p<0.01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단 구성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의 문단 구분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한
편 ‘주제 표현’과 ‘문단 구성’, ‘참신성’과 ‘문단 구성’의 상관관계가 각각 p<0.01 또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내용 지표와 조직 지표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4학년과 6학년 모두에서 ‘주제 표현’과 ‘띄어쓰
기’의 상관관계(음의 상관관계)가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주제 표현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띄어쓰기 오류율도 낮거나, 띄어쓰기 오류율이 낮
으면 주제 표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띄어쓰기’,
‘철자 쓰기’, ‘문법 표현’은 모두 표기・표현의 하위 지표로써 학년군에 관계없이 ‘띄
어쓰기’와 ‘철자 쓰기’, ‘띄어쓰기’와 ‘문법 표현’의 상관관계가 p<0.01 수준에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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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과 6학년의 지표 간 상관관계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은 4학년에서는 ‘철자 쓰
기’와 ‘문법 표현’,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의 상관관계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나, 6학년에서는 이들 지표 간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6학년에서는 ‘주제 표현’과 ‘문단 구분’의 상관관계가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4학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띄어쓰기’와 ‘참신성’, ‘문단구분’, ‘문단 구
성’과의 상관관계도 6학년에서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4학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4학년에서는 ‘문장 부호’를 제외한 나머지 표기・표현 관
련 하위 지표가 상호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발달하지만, 6학년에서는 이러한 지표들
의 발달 관련성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 4학년에 비하여 6학년에서는 띄어쓰기와
내용의 참신성, 내용 조직과의 발달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학년에서
는 문단 구분이 주제 표현과 유의한 발달 관련성을 갖지 못하지만 6학년에서는 유의
한 발달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중학년인 4학년과 고학년인 6학년의 쓰기 발달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내용, 조직, 표기・표현 관련 지표들은 ‘문장 부호’를 제외하면 중학년보다 고
학년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쓰기 발달이 점
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문장 부호는 고학년에서 사용 오
류가 더 많이 나타났지만, 이는 고학년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표현이나 문장을 많이
사용하고 보다 긴 글을 씀으로써 문장 부호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둘째, 내용과 조직 관련 지표들에서는 중학년과 고학년에서 모두 ‘중’ 수준 미만으
로 낮은 점수가 나왔다. 글을 쓴 4학년과 6학년 학생들이 이전 학년이나 단원에서 내
용과 조직 관련 학습을 어느 정도 했다는 점, 그나마 쓰기에 관심이 있거나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이 쓴 글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학교 교육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내용과 조직 관련 지표들과 표기・표현의 ‘철자 쓰기’, ‘문항 부호’ 지표는 중
학년과 고학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띄어쓰기’와 ‘문
법 표현’ 지표에서는 중학년과 고학년 사이에 유의한 발달 차이가 나타났다. 즉, 중학
년이 고학년에 비하여 띄어쓰기와 문법 표현 오류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과정 상 저학년에서 집중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는 ‘띄어쓰기’ 오류가 중학
년과 고학년에서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 결과로 보면 띄어쓰
기는 중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유의하게 줄어드는 만큼 초등학교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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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섯째, 중학년에서는 문장 부호를 제외한 나머지 표기・표현 지표들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나 고학년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통해 중학년에서는 문장 부호를 제외한 나머지 표기・표현 지표들이 서
로 높은 상관성을 갖고 발달하나 고학년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의 발달 관련성이 낮아
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학년인 4학년과 고학년인 6학년의 쓰기 발달에
서 학년이 높을수록 쓰기 발달 관련 지표들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이 있으나,
내용과 조직 관련 지표의 경우 성취 수준이 낮고 발달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 표기・표현의 일부 지표(띄어쓰기와 문법 표현)에서는 4학년과 6학년 간 유의한
발달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내용과 조직 관련 지표는 중학년
과 고학년에 걸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 유의한 발달 차
이를 보이는 표기・표현의 일부 지표도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집중 지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쓰기 교육에서 지속 학습이 필요한 내용 요소
를 추출하여 여러 학년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연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
게 반복・심화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교사는 수업 운영
시 해당 학년군의 성취기준이나 내용 요소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쓰기 발달 실태를
고려하여 지속 지도가 필요한 내용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
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백일장에 참가한 학생들의 쓰기 결과물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의 쓰기 결과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대변할 수 없다. 따라서 쓰기 교육
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한다.
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쓰기 과제와는 다른 유형의 쓰기 과제를 제시할 경우 본 연
구 결과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
과를 보면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상반되는 부분도 있다. 이러
한 문제는 관련 연구의 축적을 통하여 일반적인 쓰기 발달 양상을 도출함과 동시에
다양한 쓰기 맥락이나 연구 맥락에 따른 차이를 정교하게 규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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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and Analysis of

Writing

Development of Middle

and Senior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Im, CheonTaek(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writing development of 4th students in middle
grade in elementary school and 6th students in senior grade. For this purpose, we
selected 128 texts written by 4th and 6th graders and used content-related
indexes(subject expression, freshness), organization-related indexes(paragraph division,
paragraph composition), orthography and expression-related indexes(spelling rule,
spacing words, punctuation marks, grammar expression) as development indexes of
writing.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into five contents. First, scores of senior
graders were higher than those of middle graders except for ‘punctuation marks' in
contents, organization, orthography and expression related indexes. Second, both middle
and senior graders showed lower scores than middle level in contents and organization
related indexes. Thir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middle and
senior graders of ‘spelling' and ‘punctuation marks' in contents and organization-related
indexes and orthography and expression. On the other hand, in ‘spacing words’ and
‘grammar expression' indexes, there was a significant developmental difference between
middle and senior graders. Fourth, the errors of 'spacing' in which the intensive
teaching is made in the lower grades in the curriculum is still high in the middle and
senior grades. Fifth, in middle school, the other markings and expression indexes except
for punctuation marks have a high correlation with each other. However, the
correlations between these indexes were low in the in the senior grades. Therefore,
more attention and teaching are needed for elementary school middle and senior grades
for writing indexes that are slow to develop or have low the achievement level.
Key words: elementary school writing, writing education, writing
development, writing development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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