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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어 교과는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수준의 창의적 사고력을 길러

준다. 국어 교과에서 받아쓰기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행 국어과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매 회의 받아쓰기 문제지의 문항을 

타당성과 신뢰도를 고려하여 조정하여 지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받아쓰기와 교과서를 분석하여 문장의 

받아쓰기 등급을 정하였다. 문장의 받아쓰기 등급을 가지고 입력한 난이도에 따라 정해진 문장 받아

쓰기 등급이 같으면 받아쓰기 문제로 선택이 되고 문장 받아쓰기 등급과 다르면 다른 문장을 탐색하

게 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문제는 여러 등급의 문제로 구성함으로써 문제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창의적인 국어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1. 서론1)

 국어 교과는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영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다른 교과를 학습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도구교과로서 높은 수준의 창의적 사고

력을 길러준다. 

 국어 교과에서 쓰기 영역의 받아쓰기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문자지

도 방법 중 하나이며, 가장 중요한 학습 활동이다. 

 받아쓰기는 들려주는 낱말이나 문장과 맞춤법에 맞

게 글 쓰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인 쓰기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변

인과 학습 환경의 변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두 가지 변인을 학습자 위주로 

조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1].

 국어 수업에서 받아쓰기는 주로 반복적인 시험위주

의 교수 방법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

본 연구는 첨단정보기술연구센터를 통하여 과학재단의 지
원을 받았음.

는 학습 방법으로 현행 국어과의 교육과정에서 중요

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매 회의 받아쓰기 문

제지의 문항을 타당성과 신뢰도를 고려하여 교사가 

조정하기는 수업 준비 부담이 크고, 학생들의 개인

차에 따라 지도하기는 더욱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받아쓰기와 교과서를 분

석하여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도에 맞는 난이도를 정

하여 입력된 난이도에 알맞은 여러 형태의 문제를 

자동으로 출제해주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받아쓰기

의 관련연구에 대해 살펴보고, 문장의 받아쓰기 등

급을 결정짓는 요소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 프로

그램 구현에 대해 설명하고, 4장에서는 결론을 제시

한다.

2. 관련 연구

 받아쓰기와 맞춤법 지도를 위한 컴퓨터 교육 시스

템 연구로는 홍석기(2000), 이삼경(1996), 원효재

(1999)가 있다. 홍석기(2000)는 초등학교 국어과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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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영역에서 받아쓰기 교육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교

사를 대신하는 최적화된 받아쓰기 문항을 출제하고, 

학습자의 선수 학습 상태에 따라 받아쓰기 문항을 

선정하여 제시하여 학습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이삼경(1998) 국어의 받아쓰기 및 발음 학습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멀티미디어 CAI타이틀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원효재(1999)는 맞춤법 교수

의 조건과 결과를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

로 한 맞춤법 교수방법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

다.

 야후(http://www.yahoo.co.kr)에서 제공하는 꾸러

기 받아쓰기는 학년과 학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교과

서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받아쓰기를 위한 시스템 연구들도 여러 편 

있고, 현재 받아쓰기를 활용하고 있는 사이트도 있

지만 받아쓰기 문항 출제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과 

적용 연구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따라서 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초

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고, 어려워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등급을 설정하였다. 요소는 받침, 모음, 표

준발음법으로 구성하였다. 받침은 단자음, 겹자음, 

쌍받침과 모음으로 등급을 정하고, 표준발음법에 근

거하여 최종적인 문장의 등급을 정하였다.

2.1. 한글 자음과 모음 

 한글 자음은 단자음과 쌍자음, 그리고 겹자음으로 

구성된다. 받침은 단자음과 겹자음이 사용되며, 쌍

자음에서는 ㄲ, ㅆ만 사용되고 있다.

 ① 단자음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② 쌍자음 : ㄲ, ㄸ, ㅃ, ㅆ, ㅉ (쌍받침 : ㄲ, ㅆ)

 ③ 겹자음 : ㄳ, ㄵ, ㄶ,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ㅄ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구성되고 있다.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2.2. 표준발음법

① 끝소리 규칙

- 받침 ‘ㄱ,ㄴ,ㄷ,ㄹ,ㅁ,ㅂ,ㅅ,ㅈ,ㅊ,ㅌ,ㅍ,ㅆ,ㄵ,

ㄶ, ㄻ,ㄺ’과 다음 초성이 ‘ㅇ’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조사의 결합

- 받침 ‘ㅅ,ㅈ,ㅋ,ㅍ,ㄲ,ㅆ’과 다음 초성이 없을 

때의 결합

② 자음동화

- 받침 ‘ㄱ,ㄷ,ㅂ,ㅅ,ㅈ,ㅊ,ㅍ,ㅋ,ㅌ,ㅎ,ㄲ,ㅆ,ㄳ,

ㄺ,ㄼ,ㄿ,ㅄ’과 다음 초성 ‘ㄴ,ㅁ’의 결합

- 받침 ‘ㄶ,ㅀ’과 다음 초성 ‘ㄴ’의 결합

③ 된소리 되기

- 받침 ‘ㅈ,ㅊ,ㅋ,ㅌ,ㅍ,ㅎ,ㄲ,ㅆ,ㄳ,ㄺ,ㄼ,ㄿ,

ㅄ’과 다음 초성 ‘ㄱ,ㄷ,ㅂ,ㅅ,ㅈ’의 결합

- 받침 ‘ㄴ,ㅁ,ㄵ,ㄻ’과 다음 초성 ‘ㄱ,ㄷ,ㅅ,

ㅈ’의 결합

④ 자음축약

- 받침 ‘ㄱ,ㄷ,ㅂ,ㅈ’과 다음 초성 ‘ㅎ’의 결합

- 받침 ‘ㅎ,ㄶ,ㅀ’과 다음 초성 ‘ㄱ,ㄷ,ㅈ’의 

결합

- 받침 ‘ㅎ,ㅀ’과 다음 초성이 ‘ㅇ’으로 시작되

는 어미나 조사의 결합

⑤ 구개음화 

- 받침 ‘ㄷ,ㅌ’과 다음 중성 ‘ㅣ’모음의 결합

⑥ 사이시옷현상

- 받침 ‘ㅅ’과 다음 초성 ‘ㄱ,ㄷ,ㅂ,ㅅ,ㅈ’의 

결합

3. 받아쓰기 문제 생성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받아쓰기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는 

난이도에 따라 여러 문장의 등급으로 10문항을 구성

하여 출제하는 것이다. 받아쓰기 문제의 난이도와 

각각 문장의 받아쓰기 등급은 현재 초등학교 현장에

서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받아쓰기 문제와 초등

학교 교과서를 분석하여 설정하였다. <그림 1>은 현

재 초등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받아쓰기 문제이다. 

 <그림 1> 받아쓰기 문제 예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여러 형태의 받아

쓰기 문제를 통하여 받아쓰기 문장 등급을 설정하였

고, 난이도에 따라 여러 등급의 문장을 구성하는데 

활용하였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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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문장의 등  문항 수

1단계  등  1(8문항), 등  2(2문항)

2단계  등  1(4), 등  2(5), 등  3(1)

3단계  등  1(2), 등  2(4), 등  3(4)

4단계  등  2(1), 등  3(4), 등  4(5)

5단계
 등  2(1), 등  3(1), 등  4(5), 
 등  5(3)

6단계
 등  3(2), 등  4(3), 등  5(3),
 등  6(2)

7단계
 등  3(2), 등  4(2), 등  5(3), 
 등  6(1), 등  7(2)

등
급

받침과모음
의 결합

표준발음법 글자수

1 (B-1,M-1) 없음(현재등급) 제한없음

2
(B-1,M-2),
(B-2,M-1),
(B-2,M-2)

없음(현재등급)
(발음법 1개: +1등급),
(발음법2개,3개: +2등급)

2～4
(4자초과
:+1등급)

난이도 입력

문장의 등급 
문항수 추출

받아쓰기 파일읽기

완성형 한글 코드의 
변환

문장 추출

문장의 등급 설정

입력한 난이도와 
문장의 등급비교

받아쓰기 
문제선택

받아쓰기 문제 출력

다름

같음

난이도별 
출제 문제 
비율 적용

받침, 모음, 
표준발음법 
기준 적용

아쓰기 문제를 아래와 같이 간단히 분석하고자 한

다.

 2단계는 받침이 주로 'ㄹ, ㅁ, ㅇ'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없음을 알 수 있다. 모음은 주로 ‘ㅏ, ㅓ, 

ㅗ, ㅜ, ㅡ, ㅣ’으로 구성되고 있고, 표준발음법이 

적용된 문장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글자 수는 2

글자에서 4글자를 구성하고 있다.

 12단계에서 받침은 주로 쌍자음과 단자음로 구성이 

되고 있으며, 겹자음의 사용은 적은 비중을 차지함

을 알 수 있다. 모음은 주로 ‘ㅏ, ㅓ, ㅗ, ㅜ, ㅡ, 

ㅣ,ㅑ, ㅕ, ㅛ’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어려운 이중

모음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준발음법은 1

개에서 4개까지 나오는 문장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표 1>과 같이 각각의 난이

도에 따라 문장의 등급 문항 수를 추출하였다.

3.1. 받아쓰기 문제 자동 출제 시스템

 <그림 2>은 난이도별 받아쓰기 문제를 자동으로 출

제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이다.

   <그림 2> 받아쓰기 자동출제 시스템의 구조 

3.2. 난이도별 문장의 등급 문항 수

 받아쓰기 난이도는 1단계에서 20단계로 구분하고, 

문항 수는 10문항으로 출제할 수 있게 하였다. 난이

도는 문제들의 전체적인 수준을 나타내며, 등급은 

문장의 난이도라고 할 수 있다. 난이도에 따라 받아

쓰기 문장의 등급 문항 수의 비율을 달리하였다. 

 난이도 7단계～20단계는 문장의 등급 문항 수의 비

율을 같이 처리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난이도 10

의 경우, 등급 6, 등급 7은 각각 2문항, 등급 8을 3

문항, 등급 9를 1문항, 등급 10은 2문항으로 출제가 

되도록 하였다.

      <표 1> 난이도별 문장의 등급 문항 수

   

3.3. 문장의 등급 설정

  <표 2>와 같이 받침과 모음을 각각 등급 7로 구성

하고, 받침과 모음으로 문장을 조합할 수 있는 경우

의 수로 문장의 등급을 <표 3>과 같이 설정한다. 

        <표 2> 받침과 모음의 등급

등  받침(B) 등 모음(M)

B-1  없음 M-1  ㅏ,ㅓ,ㅗ,ㅜ,ㅡ,ㅣ

B-2  ㄱ, ㄴ, ㄹ, ㅁ, ㅇ M-2  ㅐ, ㅔ

B-3  ㄷ, ㅂ, ㅅ, ㅈ, ㅎ, ㅆ M-3  ㅑ, ㅕ, ㅛ

B-4  ㅊ, ㅋ, ㅌ, ㅍ, ㄲ M-4  ㅚ, ㅟ

B-5  ㄵ, ㄶ M-5  ㅘ, ㅝ, ㅢ

B-6  ㄺ, ㄻ, ㄼ, ㅀ, ㅄ M-6  ㅖ, ㅙ, ㅞ

B-7  ㄳ, ㄽ, ㄾ, ㄿ M-7  ㅒ, ㅠ
  

 

 <표 3>은 등급 20중에서 등급 1에서 등급 8까지 나

타내고 있다. 받침과 모음의 결합으로 설정된 문장

의 등급에서 표준발음법의 수와 글자 수에 따라 최

종적으로 문장의 등급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표 3> 문장의 등급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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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1,M-3),
(B-2,M-3),
(B-3,M-1)

없음 or 1개(현재등급)
(발음법1개,2개 
:+1등급),
(발음법 3개: +2등급)

5～6
(6자초과 
:+1등급)

4

5

(B-1,M-4),
(B-1,M-5),
(B-2,M-4),
(B-3,M-2),
(B-4,M-1)

1개(현재등급)
(발음법 없음: -1등급),
(발음법2개: +1등급),
(발음법3개: +2등급),
(발음법4개이상: +3등급)

6～7
(7자초과
:+1등급)

6

7

(B-1,M-6),
(B-1,M-7),
(B-2,M-5),
(B-3,M-3),
(B-4,M-2),
(B-5,M-1) 

1개(현재등급)
(발음법 없음: -1등급),
(발음법 2개: +1등급),
(발음법 3개: +2등급),
(발음법4개 이상:+3등급)

7～9 
(4자이하
:-1등급)
(9자초과
:+1등급)

8

 위 표에서 표준발음법의 수에 따라 받침과 모음의 

결합으로 설정된 등급을 증가 또는 감소시켜 한 단

계에서 표준발음법이 적용된 문장이 골고루 분포하

게 된다. 그리고 글자 수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되

므로 짧은 문장과 긴 문장이 골고루 분포되어 출제 

되도록 하였다 이것은 선택된 한 단계에서 여러 형

태의 문장을 구성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등급 7을 나타내는 문장 ‘학교에 다녀

오겠습니다.’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받침은 ‘ㅆ’이므로 등급 B-3이고, 모음은 등급 

M-2로 구성되어 받아쓰기 문장의 등급이 5가 된다. 

받침과 모음으로 결정된 등급 5에서 표준발음법의 

된소리되기와 자음동화가 적용이 되므로 등급 1이 

증가 된다. 또, 글자 수가 7자를 초과하였으므로 등

급 1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의 문장은 등급 7이 되게 된다.

3.4. 받아쓰기 문제 선택

 출력하고자 하는 난이도에 맞는 등급별 문장의 수

를 추출한다. 등급별 문장은 받아쓰기 문제로 출제

하고자 하는 파일을 문장 단위로 구성한다. 프로그

램은 파일에서 문장 단위로 한 문장 씩 추출하게 되

고, 추출된 문장은 등급이 정해진다. 

 정해진 등급의 문장과 출력하고자 하는 난이도에 

맞는 문장의 등급과 비교하여 동일하면 받아쓰기 문

제로 채택되어 출력하고, 동일하지 않으면 파일에서 

다른 문장을 추출하여 등급을 비교하도록 하였다.

4. 결론

 국어교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학습형태이며 초

등학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받아쓰

기 학습은 전체적인 숙달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종

합적인 어학능력을 테스트하는 좋은 방법이다.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받아쓰기 학습은 초등학교에

서 매회 실시가 되고 있다.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

서 교사의 변인과 환경 변인, 모호한 기준에 의해  

출제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 난이도에 맞게 받아쓰기 문제 자동 출제 시스템

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받아쓰기 문제는 초등학교에서 활용하

고 있는 여러 형태의 받아쓰기 문제와 초등학교 교

과서를 분석하고, 타당성과 신뢰도를 고려하여 받아

쓰기 문장의 등급을 정하였다. 그리고 학습자의 학

업성취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하여 출제 할 수 있도

록 난이도를 20단계로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등급의 문제를 골고루 분포시

켜 받아쓰기 문제 10문항을 출제하도록 하였다. 그

리하여 문제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창의적인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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