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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dentify the types of perceptions that teachers were aware of that 
w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ir writing skill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improve their writing skills. To improve the liter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 identified a subjective answer to the important element of thought and categorized the type 
by measuring factors for improving writing skills that they perceive as subjective criteria. For this, a 
subjective study method was conducted Q-method. The study was classified as a result of the three types 
of studies, which analyzed the subjective view of writing skills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Type I was 
classified as a type that emphasizes basic knowledge, Type II was classified as emphasizing form / form 
knowledge, type III was pursued / emphasized on the provision of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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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언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네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이를 통해 정보를 수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한다. 학령전기에는 

말하기, 듣기가 의사소통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학령기가 되면 읽기, 쓰기가 중요해 진다. 
읽기를 위해서는 단서를 해독하는 능력이 중요

한 반면 쓰기를 위해서는 기호화하는 능력이 중

요하다. 
쓰기는 타인과 문자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방법

으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표현하기 위한 필수

적 능력이며 초등교육에서 시작하여 대학에 이르

기까지 중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이다. 
쓰기는 형태적 측면, 형식적 측면, 내용적 측면

으로 분류할 수 있다(Alexander et al., 1991). 쓰기

를 위한 형태적 측면에는 글씨, 철자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이 있고, 형식적 측면은 구성성이 포

함된 작문능력으로 문장 및 문단 구성, 결속표지, 
사동과 피동, 시제사용능력 등이 있으며 내용적 

측면으로는 사회문화적 지식, 담화 지식, 초인지 

지식 등이 있다(Kim, 2002; Lee, 2018; Lee and 
Ju, 2005; Yun and Han, 1995). 쓰기를 원활하기 

하기 위해서는 형태적,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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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서 고른 발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언어는 학령기가 되면서 양적 발달뿐만 아니라 

질적 발달이 이루어진다. 쓰기능력도 나열식 서

술에서 독자가 글쓴이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

록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서술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쓰기능력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

라 태어나면서부터 듣기, 말하기 능력과 더불어 

상호작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다. 쓰기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가정환경, 쓰기 교수법, 
개인적 특성, 경험 등이 있다(Lee and Ju, 2005; 
Lee and Lee, 2012; Park et al., 2005). 

쓰기를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아동이 가장 최초로 경

험하는 환경인 가정은 아동의 쓰기발달에 큰 영

향을 미친다. 가정은 아동의 쓰기발달 및 학업적 

성취와 상관이 있으며, 학습자의 주요변인인 메타

인지와도 관련이 있다. 가족의 거주환경, 가족 간 

상호작용태도, 부모의 교육수준 등이 좋을수록 아

동의 학업 성취, 쓰기능력이 높게 나타난다(Shin, 
2005; Shin and Lee, 2010). 전문가들은 쓰기능력과 

관련된 가정환경을 가정의 문식성 수준, 유아기의 

읽기 흥미 유도 정도, 가정에서 책 읽는 시간, 책

과 관련된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는 경험, 집안 환

경 내에 책의 배치정도 또한 중요하다고 하였다

(Shin, 2005; Shin and Lee, 2010). Jung and 
Kim(2008)은 국내 쓰기 학습장애아를 대상으로 

쓰기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쓰기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습자, 철자, 띄어

쓰기, 문법, 문장부호, 문장구성능력에 대한 교육

이 중요하다고한 반면 Kim(2008)은 의미 중심적 

쓰기지도가 쓰기능력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고 하

였고, Yang and Kim(2012)은 음운 중심적 쓰기지

도가 쓰기 정확도와 쓰기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쓰기를 위해서는 주제를 이

해하는 정도, 지문에 대한 지식, 쓰기 전략에 대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Lee, 2004). 
Lee(2002)는 쓰기를 습자, 철자, 작문으로 분류

하였고, 이중에서 작문은 글을 쓰는 사람의 생각

이나 느낌을 문어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습자와 

철자 능력이 선행되어야한다고 하였다. 작문은 

주제를 정한 다음 그 주제에 맞게 내용을 정리하

고 글을 작성하는 과정으로 개인의 특성과 인지

능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Lee, 2002).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문법 활용, 문장부호 사

용, 맞춤법뿐만 아니라 내용을 조작하고 생성하

는 능력, 인지적인 기능에 의한 쓰기처리과정, 작

성한 글을 검토하는 과정 등에서 어려움을 나타

내며 쓰기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호소한다

(Graham and Harris, 2005; Park et al., 2005). 
Mathewson의 모형에 의하면 이러한 쓰기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부모와 교사의 설득적 의사소통, 
활발한 쓰기를 통한 쓰기 성취감, 쓰기 행위에서 

얻게 되는 감정적·인지적 만족이 상호작용하면서 

개선된다(Yoon, 2009).
이와 같이 쓰기는 단순히 기호를 문자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달하며 언어를 표현하는 고차원적인 기능이다. 
초등학교 교사는 가장 많은 아동들에게 쓰기를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교수자이다. 따라서 이들이 

쓰기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식

을 조사하는 것은 초등학생의 쓰기능력 발달을 

위해서 중요하며 향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초등

학생의 쓰기능력 발달을 위한 필요한 요소와 효

과적인 중재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가 생각하는 쓰기능력 

인식에 대한 주관적인 이미지를 알아보고, 이를 

객관화하기 위하여 주관적인 연구방법인 Q-방법

론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초등학생의 쓰기능력 발달에 대한 인식유형을 조

사하고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Q-방법론적 연

구는 개인의 주관성 연구에 탁월한 연구방법으로 

많은 연구에서 인식 구조와 유형을 조사하고, 조

사한 자료를 주관적으로 분석하는데 이용되고 있

다(Kim, 2008).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쓰기능력 향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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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초등학교 교사들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에 대한 인식 유형을 분석한다. 둘째, 초등학교 

교사들의 쓰기능력 발달에 대한 인식 유형 특성

을 살펴본다. 위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생의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초등학생의 쓰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초

등학교 교사가 생각하는 중요 요소에 대한 주관

적인 답문으로 파악하고 그들이 인식하는 쓰기능

력 향상을 위한 요소를 주관적인 기준으로 측정

하여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주관적 연구

방법인 Q-방법을 실시하였다(Lee and Im. 2003).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Q-표본 선정, P-표본 선정, 자료처리 

및 분석 순으로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절

차는 <Table 1>과 같다.

1 step: Q-sample
Q-population
- Elementary School teacher of thirty, open-ended 

questions statements
2 step: P-sample
- Elementary School teacher of twenty
3 step: Q-type
- Distribution of nine scale
4 step: Analysis
- Drawing up data file using PC Quanl  Program
- Characterizing the type
- Q-population, perception types on Elementary 

School teacher image using Q-type 

<Table 1> Research procedure

3. 표집 방법

가. Q-표본 선정

  (1) Q-모집단 구성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초등학

생의 쓰기능력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단일항목 질문을 

통한 인터뷰와 개방형 설문지를 사용한 조사를 

통해 Q-모집단을 추출하였다. 연구 대상은 초등

학교 교사 30명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대상의 동

의를 구한 뒤 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방형 설문형

태의 서면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총 90개의 Q-모
집단을 추출하였다.

  (2) Q-표본 선정

Q-표본 선정은 Q-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며, 본 표본 선정은 초등학교 교사가 생각하는 

쓰기능력 향상을 위한 요인에 대하여 모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Q-표본 추출을 기초로 이루어

졌다. Q-표본은 연구 대상에게 제시하는 일련의 

자극 즉, 진술문을 말하며 진술문의 수는 분류의 

용이성, 통계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 정

하며 일반적으로 20~80개의 진술문을 사용한다

(Kim, 2008).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쓰

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요인에 대하여 진술문으로 조사하였으며, 진

술문은 서면검사와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작성하

였다. 자료 수집을 통해 얻어진 50개의 진술문에

서 본 연구의 목적을 가장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진술문을 임의 선정하여 비구조화된 표본 수집방

법을 사용하여 진술문을 완성하였다. 완성된 최

종 Q-표본은 23개의 진술문으로 구성하였다.

  (3) P-표본 선정

P-표본이란 Q-분류를 할 참여 연구 대상을 말

하는데 가능한 표집의 크기를 크게 하는 기존의 

통계적 방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양적 조사

와는 다르게 Q-방법론에서는 연구 대상의 수가 

많을 경우 이론적, 통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요인 확인, 요인 간 비교를 가능하

게 하는 수의 연구 대상이면 충분하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Q-방법론은 소표본 원칙으로 1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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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를 이용한 선행연구(Lee and Im, 2003)와 

피험자수가 20~60명 정도가 적절하다는 

Kim(2008)의 이론을 근거로 초등학교 교사 22명

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중 불성실하게 

답하였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되어 신뢰도

가 떨어지는 2명의 자료를 제외한 20명의 자료를 

최종 P-표본으로 선정하였다.

4. Q-분류 과정과 방법

P-표본에 의해 선정된 연구 대상은 Q-표본의 

진술문을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쓰기능력 

향상을 위한 요소를 정의해서 만드는 과정이다. 
Q-표본의 분포도 작성과정은 Kim(2008)이 제시한 

방법을 참고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에게 연

구목적과 분포도 작성방법을 설명한 후 Q-분포에

서 연구 대상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양

극성에서 부터 찬성과 반대 카드를 채우기 시작

하여 중립에서 끝나게 된다는 Q-Sorting 방식에 

따라서 카드 23매를 [Fig. 1]의 Q-Sorting Chart에 

강제 분류하도록 하였다.

-3
Strong 
negati

ve

-2 -1 0
Neutr
ality

+1 +2 +3
Strong 
positi

ve

[Fig. 1] Q-Sorting Chart

응답자들은 진술문이 적힌 카드를 읽고 정규분

포 모양의 Q-Sorting Chart에 부정(-), 중립(0), 긍

정(+) 그룹으로 나누어 부정에 해당하는 진술문

은 왼쪽에 긍정에 해당하는 진술문은 오른쪽에 

배치하도록 하였다. 진술문에는 정답/오답이 없으

며 연구 대상의 생각에 따라 언제든 변경 가능하

다는 점을 인지시켰다(Dennis, 1986).  카드배치는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문항은 ‘+3’ 위치

에 자신의 생각과 거의 일치하지 않는 문항은 

‘-3’ 위치에 배열하게 하였다. 자신의 생각과 일

치하는 정도에 맞게 ‘+3’에서 ‘-3’ 사이에서 진술

문 카드를 배열하며, 긍정과 부정을 제외한 나머

지는 중립 ‘0’에 배열하도록 하였다. Q-진술문은 

<Table 2>에 제시되어있다.

NO Question
1 Correct spelling teaching
2 Improve vocabulary
3 Improve Expressive and organization ability
4 Practice writing sentences through dictation
5 Practice using various writing strategies(ex: 

Rewriting, replacing with other words, etc.)
6 Knowing how to create the Korean alphabet 

and a letters shape
7 Learn to write letters through writing letters
8 Spelling and basic sentence writing exercise
9 Prolific(a lot of writing experience)
10 Practice strengthening to improve fine motor 

skill ability(Practice to hold pencil correctly)
11 Write at high speed
12 A lot of reading
13 Provides a variety of vocabulary and 

characters(home environment)
14 Acquiring the writing form through 

reading(spacing, spelling, sentence)
15 List events in time
16 Writing with a natural connection between 

paragraphs, paragraphs, sentences and sentences
17 Practice to divide the structure of writing into 

first, middle, and last
18 Writing to the syntax type
19 Recognize the errors of writing and reorganize 

the writing in a formal and Morphological 
way

20 Improve thinking, logic and sentence 
organization of the contents of the article

21 Understanding the central idea
22 Ability to list events in the order of 

time(Consistency of event flow)
23 Ability to read and find various background 

knowledge and environmental emotions

<Table 2> Q-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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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처리

초등학생 쓰기능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교사

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대한 인식유형

을 분석하기 위하여 P-표본으로 표집된 20명에 

대한 Q-분류가 완성된 후 <Table 3>과 같이 진술

문항에 점수를 1점부터 7점까지 부여하여 점수화

하였다. Q-표본의 번호순으로 부여된 점수를 코

딩한 후, QUANL 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요

인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Strong 
negative

⇦            
Neu
trali
ty

Strong positive
⇨

Card -3 -2 -1 0 +1 +2 +3

Transfor
mation 

of 
grades

1 2 3 4 5 6 7

<Table 3> Question Grades Distribution Chart  
(N=22)

Ⅲ. 연구 결과

1. 쓰기능력 발달을 위한 유형 형성

초등학교 교사가 생각하는 쓰기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주관적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QUANL을 이용하였으며 아이겐 1.0을 기준점으

로 주관적 요인의 수를 다양하게 입력하여 산출

된 결과값 중 가장 합당한 유형으로 판단되는 것

을 선택하였다. Q-요인 분석결과 세 가지 유형으

로 분석되었다. <Table 4>는 초등학교 교사가 가

지고 있는 쓰기능력 발달을 위한 주관적인 견해

를 분석한 결과이다. 각 요인들의 아이겐값(Eigen 
Value)을 살펴보면, 각각 7.6722, 2.6148, 2.2230 
순으로 나타났고, 요인별 설명변량(Variance)은 

.3836, .1307, .1111로 나타났으며, 총 변량은 

.6255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3개의 요인은 62%에 

가까운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Ⅰ Type Ⅱ Type Ⅲ Type

Eigen Value 7.6722 2.6148 2.2230

Variance(%) .3836 .1307 .1111

Cumulative
Variance(%) .3836 .5143 .6255

<Table 4> Type of  Eigen Value and Variable

요인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Table 5>에 나타

난 바와 같이 Ⅰ유형과 Ⅱ유형은 .282로 나타났

고, Ⅰ유형과 Ⅲ유형은 .482, Ⅱ유형과 Ⅲ유형은 

.28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형 간 다른 

상관성을 나타내며 유형별로 추구하는 성향이 다

르다고 볼 수 있다. Q-방법에서의 요인 간 상관

관계는 양적 연구의 요인분석과는 다르게 요인 

간 독립성이 아닌 요인을 찾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고 없음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Variance Ⅰ Type Ⅱ Type Ⅲ Type

Ⅰ Type 1.000 .282 .482

Ⅱ Type .282 1.000 .286

Ⅲ Type .482 .286 1.000

<Table 5> Coefficient of Correlation with Type

2. 초등학교 교사의 쓰기능력 발달에 관한 
태도 유형 분석

P-표본의 유형별 분포는 Ⅰ유형 10명, Ⅱ유형 

3명, Ⅲ유형 7명이고, 유형 내에서 요인 가중치

(Factor Weights)가 높을수록(1.0 이상) 그가 속한 

유형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사람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 분류 내용은 <Table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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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Factor Weights

Subject value

Ⅰ Type

20
01
02
04
05
06
07
11
17
18

.5292
2.4597
1.1601
5.5367
1.7871
.5628
2.5891
.9347
.7650
2.5755

Ⅱ Type
14
15
16

3.2343
7.8632
3.3349

Ⅲ Type

19
03
08
09
10
12
13

1.6603
.8871
.8830
1.5628
1.5678
.8337
1.2542

<Table 6> Distribution of Type

Ⅰ유형의 연구 대상들은 초등학생의 쓰기능력 

발달을 위해서는 많이 써보기, 글자모양 및 한글

생성원리알기, 경필쓰기를 통한 글자의 자형익히

기, 표현력, 조직력 향상, 소근육 기능 향상을 위

한 연습강화를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였다. 
이들은 아동의 쓰기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쓰기

를 위한 체계적이고 기능적인 능력이 향상되어야 

하고 글자의 형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이

미지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유형을 기

초 지식을 중요시하는 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Ⅱ유형의 연구 대상들은 자신이 쓴 글의 오류를 

파악하여 글을 형태적, 형식적으로 재조직하여 

쓰기,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

결해서 쓰기, 어휘력 향상, 철자쓰기 및 기초적인 

문장쓰기 연습이 중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쓰기는 형태적, 형식적 발달이 우선되어야 한다

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유형을 형태/형

식적 지식을 중요시하는 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Ⅲ유형의 연구 대상들은 읽기를 통한 쓰기 형태

습득(띄어쓰기, 철자, 문장 등), 순차적 시간 순서

대로 사건을 나열하는 능력, 다양한 어휘 및 문

자를 접할 수 있는 환경제공이 필요하다고 진술

하였다. 이들은 아동의 쓰기능력 향상을 위해서

는 경험과 환경적인 면이 중요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 유형을 경험추구/환경제공을 

중요시하는 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지각하고 있는 

쓰기능력 향상을 위한 이미지 유형을 알아보고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쓰기능력 발달에 관한 이미지는 3가지 유형으

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각각 기초지식을 중요시

하는 유형, 형태/형식적 지식을 중요시하는 유형, 
경험추구/환경제공을 중요시하는 유형으로 나타

났다.
Ⅰ유형은 기초지식을 중요시하는 유형으로 쓰

기를 위해서는 연필을 잡는 방법, 철자를 쓰는 

순서, 한글의 자모조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Lim and Chae(2007)는 유아는 2세 후반에

서 3세경에 글자를 그림처럼 그리거나 긁적거리

기로 흉내 내며, 4, 5세경에 철자가 출현한다고 

하였으며 이 시기의 유아들은 필기구를 잡고 글

을 따라 그리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유아의 이

름쓰기 능력은 대략의 글자형태에 대한 인식, 자

모음이 기본 단위임을 인식, 소근육조정력 등에 

따라 발달에 차이를 보인다(Kim and Lim, 2006). 
한글의 자모조합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능으로 Park et al.(2005)에 의하면 초등

학교 저학년은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쓰지 못하고, 
띄어쓰기, 문장 부호를 원활히 사용하지 못하며 

철자 쓰는 순서가 틀리고 구어와 문어에 대한 인

식이 부족하다로 하였다. 또한 1학년의 경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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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적인 글자쓰기에 능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보이

지만 학년이 증가할수록 순차적으로 좋아진다고 

하였다. 이 유형을 선택한 교사들은 쓰기를 위해

서는 기초적인 능력부터 순차적으로 발달시켜야 

향후 쓰기능력이 잘 발달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Ⅱ유형은 형태/형식적 지식을 중요시하는 유형

으로 쓰기를 위해서는 철자쓰기, 기초적인 문장

쓰기와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쓰기, 철자쓰기, 어휘력향상 등이 중요

하다고 하였다. 쓰기는 철자의 정확성만큼이나 

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Jang and 
Kim(2013)은 6, 8세 아동에게 쓰기검사를 실시하

여 접속표지 사용특성을 살펴보았는데 6세 아동

은 20%가 연결어미를 사용한 반면 8세 아동은 

95%가 연결어미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Lee and Jung(2013)은 학령기 아동을 대

상으로 결속표지 사용능력을 알아보았는데 학년

에 증가할수록 결속표지 사용 정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연결어미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접속부사와 보조사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결속표지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구문의 구조

가 복잡해질수록 쓰기능력이 향상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결과는 형태/형식적 지식이 쓰기능력

을 향상시킨다고 인식하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Ⅲ유형은 경험추구/환경제공을 중요시하는 유

형으로 초등학교 교사들은 쓰기능력 발달을 위해

서 책읽기 등을 통한 어휘능력 향상, 가정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태어나면서부

터 쓰기능력의 발달이 시작되고 2, 3세가 되면 

초기문식성 발달이 활발히 형성된다는 

Goodman(1986)의 연구결과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Lee and Lee(2012)는 초등학생의 쓰기능

력과 가정환경과의 상관연구를 실시한 결과 학습 

환경, 물리적 환경, 가족유대감과 쓰기능력 발달 

간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중 특히 가족유대감에서 높은 상관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아동의 쓰기능력은 가정환경과도 밀

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꼭 연필을 잡고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시기가 아

닌 유아기부터 아동은 쓰기능력을 발달시켜가고 

있으며 유아기에 가장 많이 접하는 부모는 아동

의 쓰기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촉진자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Lee and Ju(2005)는 초등학교 4학

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쓰기능력 발

달 양상을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쓰기능력은 학

년이 올라감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며, 주제설정

과 관련된 내용선정능력 또한 개인적, 사회적 경

험수준에 따라 꾸준히 발달한다고 하였다. 쓰기

는 단순히 글을 쓰는 능력뿐만 아니라 쓰고자 하

는 의지와 쓰기에 대한 동기와 인식이 중요하다. 
Park(2013)은 학습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그래픽 

조직자과 쓰기과정 교수를 통해 쓰기능력과 태도

를 알아보았는데 그래픽 조직자와 쓰기과정을 적

용한 중재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글쓰기 질적요

인들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쓰

기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책

을 접하도록 하고, 글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독서 행위에 많이 노출 시

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유형을 선

택한 교사들은 쓰기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글자에 대한 경험을 향상시키고, 쓰기에 노출되

는 빈도 및 긍정적 환경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쓰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의 쓰기능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

도록 가정에서부터 실시할 수 있는 쓰기중재절차

와  쓰기전략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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