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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컴퓨터와 스마트 폰 사용의 증가로 학생들의 필기 능력  필기 행  자체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이런 변화를 체계 으로 살펴보고자 본 연구는 학생들의 필기에 한 인식  실태 그리고 필기에 한 

태도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 다. 연구 자료는 서울, 인천 지역의 9개 학교에 재학 인 346명의 

학생들로부터 수집되었다(남 172명, 여 172명, 미기재 2명, 평균연령=13.5세, SD=.94). 필기에 한 인식을 

알아보기 해 실시된 인터뷰는 동일 군 학생 가운데 학년별 남녀 2명씩, 총 12명의 학생을 상으로 하 다. 

인식  실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필기의 필요성에 한 학생들의 인식은 기억, 암기, 요약, 정리 

그리고 성 향상, 수행평가  필기 검사 등과 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신의 필체에 해서는 

그리 만족하지 않으며 자신보다는 친구들의 필기 능력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최  필기교

육은 어머니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45.7%), 반 정도 학생이 노트 필기 방법에 해 배운 

이 없다고 응답하 다(49.7%). 필기 태도에 한 설문 자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2, 3학년보다 필기에 한 태도가 정 이었다. 둘째, 만들기, 그림 그리기, 낙

서하기를 좋아하는 정서가 높을수록, 그리고 시력, 기억력, 손의 힘 조  능력이 높을수록 필기 태도에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 에 한 정 인 인식 역시 필기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컴퓨터 사용 시간은 필기 태도에 부 인 향을 주었다. 요약하자면, 학생의 필기에 한 

태도에는 성, 학년, 정서  태도, 신체  요인, 컴퓨터 사용시간, 한 에 한 인식 등이 모두 유의미한 향을 

주었다. 논의에서는 연구결과가 학생의 필기 실태 이해  교육에 주는 시사 이 다루어진다.

■ 중심어 :∣필기∣필기인식∣필기실태∣필기태도∣중학생∣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handwriting, and 

factors affecting their attitudes towards handwriting. Data were collected by menas of a survey targeting 

346 students enrolled in 9 middle schools(Male=172, Female=172, Unknown=2, M=13.5 years old, SD= .94). 

Interviews, too, were conducted with 12 students in order to identify the students' perceptions of 

handwriting. The analyses of both survey and interview data revealed the following: (1) the majority of 

the interviewee students believed that handwriting is useful for memory and summarization so as to get 

a better school grade, including performance evaluations; (2) Many of the interviewee students were 

unsatisfied with their handwriting skills, giving higher scores to their peers'  handwriting; (3) 45.7% of 

the students reported that mother was the one who taught them how to write for the first time; and 49.7% 

of them had no learning experience of taking notes; (4) Girls than boys and 1st graders than 2 or 3 graders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s handwriting; and (5)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ll the variables entered in the regression model, including sex, grade, affective attitude toward hands-on 

activities, physical abilities, time spent using a computer, and perceptions of Korean characters, had 

significant impacts on the students' attitudes towards hand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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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본 연구의 목 은 학생의 필기에 한 인식, 실태 

 필기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 하

는 것이다. 필기란 넓은 의미에서 “자신의 의도를 시각

 부호인 문자를 사용하여 실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1]. 필기는 개인에게 고유한 기술로써 일정한 

표면 에 인 인 그래픽 표지로 구성되며, 무엇인가

를 소통하기 한 목 을 가지며, 이 목 은 그 표지와 

언어의 습 인 연 에 의해 성취된다는 세 가지 근본

인 특징을 갖는다[2]. 이 에서 필기란 씨를 쓰는 

것, 즉 노트나 필기구를 사용하여 문자를 는 모든 행

동을 포함한다. 

컴퓨터의 보편  사용에도 불구하고 여 히 필기는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발달  기술로 남아 있다[3]. 역

사 으로 필기는 인간의 진화에서 의식을 재구조화하

는 도구로써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었다[4]. 

쓰는 행 는 모두 말을 기록하기 하여 사용하는 방식

이며[4], 이를 통해 인간은 동물과 달리 강한 기억을 갖

게 되었다[5]. 특히 학생들은 학교생활의 31∼60%를 필

기하는데 보내는 경우도 있어[3] 필기를 어려워하는 학

생들은 학업성취에 부 인 향을 받기 쉽다. 따라서 

필기 능력의 발달은 학교에서의 성공을 한 필수 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학생들의 필기는 그 빈도에 있어 

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한 많은 학교들이 필

기 교육에 심이 없거나 최소한의 시간만 할애하고 있

으며[6], 필기교육조차 차 사라지고 신 컴퓨터 타이

핑 교육을 표  교육 시간으로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7]. 이는 책을 보고 쓰기를 시하던 문자시 에서 

방향 커뮤니 이션이 가능한 시청각 자시 로의 

사회  변화에 기인한다[8]. 이런 환경에 길들어진 학생

들은 수업 시간에도 필기보다는 화질 좋은 스마트폰으

로 서 내용을 고 이를 후에 출력하는 경우가 늘어

나 필기 능력은 차 쇠퇴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의 측면에서도 필기 자체에 한 연구는 거의 찾

아보기 힘들고 부분 컴퓨터 등 다른 매체를 이용한 

문자 입력 방식과의 비교 연구[9-11]나 특수아동의 

쓰기에 한 연구[12] 등이 간헐 으로 수행되었을 뿐

이다. 국외에서는 인지능력[13], 학습태도[14], 과 손

의 응 운동을 포함한 운동능력, 주의와 기억, 감정

[6][15][16]등이 필기 태도에 주는 향을 연구해 왔으

나 국내에서의 필기 실태  태도에 한 연구는 상당

히 미흡하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필기에 한 탐색  

연구로써 학생의 필기에 한 인식  실태를 살펴보

고 이들의 필기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악하

고자 하 다.

<연구문제 1> 학생들의 필기에 한 인식  실태

는 어떠한가?

1-1. 필기의 필요성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2. 필체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3. 일반  필기교육 실태는 어떠한가? 

1-4. 교과목별 필기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필기 태도에 하여

2-1. 성,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2-2. 본 연구에서 탐색한 요인들(배경변인, 정서 요

인, 신체 요인, 컴퓨터 사용, 한 에 한 인식) 

가운데 어떤 요인이 필기 태도에 유의미한 향

을 미치는가? 

Ⅱ. 선행연구 

필기에 한 선행 연구는 크게 필기의 효과에 한 

연구와 필기 행 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한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필기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필기는 학업성취도, 기억력, 언어능력 그리고 사고력, 

집 력, 주의력과 같은 기타 학습에 효과를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필기는 학업 성취도 향상에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를 들어, 서울 소재 HA 

등학교는 2007년부터 사라져 갔던 노트 필기를 다시 

장려하여 40명이 넘었던 기  학력 부진아가 1년 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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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게 되었다고 한다[17]. 한 여 생을 상으

로 16주간 노트 필기 훈련을 실시한 결과 이 훈련이 학

습 략, 주의력  학업성취도에 정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 그리고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

는 학생을 상으로 그들의 학습방법과 수행에 해 

조사한 한 연구에서는 최종 면 에 참여한 6명의 실험

참여자들이 노트 필기를 요한 학습 략 의 하나라

고 응답했다[19]. 국외 연구에서도 주요 내용을 요약하

면서 기록하는 집단이 사후 시험에서 가장 좋은 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20], 노트 필기를 한 집단이 

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새로운 정보 연결을 보

다 잘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둘째, 필기는 기억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필기는 기억 보조 장치의 한 형태로, 씨를 쓰는 

것은 궁극 으로 기억을 하기 해 하는 행동인 것이다

[8]. Vander와 Pintrich(2007) 연구는 수업시간에 요

한 내용을 필기하는 것이 수업내용을 더 주의 깊게 듣

고 향후에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됨을 보여 다

[21]. 특히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한 번에 기억할 수 있

는 작업 기억의 양이 제한 이기 때문에 필체와 같이 

많은 기술을 요하는 능력에 신경을 쓰면 많은 양의 작

업 기억이 소모되어 어휘를 선택하거나 아이디어를 생

각하는 것과 같은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즉, 완벽한 문

장을 만들거나 자의 형태 혹은 스타일에 집 을 하면 

작업 기억을 상 으로 많이 소모하게 되어 거리와 

어휘 같은 능력에 상 으로 소홀하게 되는 것이다

[16]. 따라서 어린 학생들의 기억력을 높이고 필기를 능

숙하게 하기 해서는 순서 작업을 통해 한 번에 하나

씩 작업을 하고 반복 작업을 통해 문자의 자동성을 높

여 작업 기억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 이다[22]. 

셋째, 필기는 언어 능력을 향상시킨다. 학습 기에는 

주로 교사가 정리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베끼는 형태로 

필기에 한 교육이 시작된다. 하지만 궁극 으로 자

를 익히고 문장을 연습하는 것은 학생들의 언어 능력 

향상을 한 하나의 훈련이 되는 것이다[23]. 결국 필기

는 손으로 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24]. 

넷째, 필기는 사고력, 집 력, 주의력과 같은 기타 학

습과도 련이 있다. 서울의 한 등학교에서는 40년 

넘게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교생에게 씨 쓰기를 가

르친 결과 학생들이 차분해지고 사고력도 좋아졌다고 

한다[26]. 한 학생들이 학업 기간 동안 일정 정도의 

필기 역량을 달성하지 않으면 자존감에 부정 인 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3]. 그리고 필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더 낮은 수학 성취도와 낮은 언어  IQ, 

그리고 주의집 력 부족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27]. 이는 필기 행 가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사고력, 

집 력, 주의력과 련이 있음을 간 으로 보여 다. 

 2. 필기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간이 자신의 손으로 문자를 쓴다는 것, 즉 필기 행

는 정서  태도, 신체  능력, 필기도구, 필기 훈련 여

부 등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첫째, 필기는 손으로 하는 활동을 좋아하는 정서  

태도와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즉, 손으로 

하는 활동을 좋아하면 필기에 더욱 정 인 태도를 갖

게 되며 필기 기술을 연마하는 데 더 심을 가지게 되

는 것이다. Feder(2007)의 연구도 손을 사용하는 활동

을 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기에 향을 미침을 보여

다[3]. 

둘째, 필기는 신체  능력의 향을 받는데 이는 크

게 시지각 능력과 운동 능력으로 나  수 있다. 필기에 

향을 미치는 시지각 능력은 과 손의 응 운동 능

력이다. Cornhill과 Case-smith(1996)의 연구에서는 학

생들을 상으로 손 조작에 한 두 가지 시험인 시각 

운동 통합 발달 시험(VMI: Visual-Motor Integration)

과 미네소타 필기시험(MHT: Minnesota Handwriting 

Test)을 실시하여 필기가 과 손의 응 운동과 공간 

시각 인 통합 능력과 연 성이 있음을 제시하 다

[28]. 양 애, 이선명(2006)은 등학교 학년의 시지

각 능력과 필기와의 계를 실험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

수록 필기 속도가 향상됨을 찰하고 이는 아동이 발달

하는 과정에서 시지각과 운동이 통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29]. Bounds(2010)는 미국 인디애나 학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손으로 연습을 했던 아이들이 단순

히 자를 쳐다본 아이들보다 신경 활동이 더 어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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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되었음을 밝히고 있다[6].  

필기를 해서는 손의 힘이나 팔 근육 등의 운동 능

력 한 요구된다. 손과 의 응을 해서는 충분한 

지각 능력, 신체상, 감각 통합  운동 계획에서 공간 개

념이 있어야 하며 특히 바른 자세와 정확한 머리의 

치가 요하다[30]. Thomas(1990)는 필기에 필요한 능

력을 큰 운동 기술과 작은 운동 기술 그리고 운동 계획

으로 분류하 다[31]. 이 가운데 큰 운동 기술은 앉는 

자세와 신체상 응 운동에 한 기술로 큰 운동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몸이 안정되지 않고서는 팔과 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 다. 작은 운동

기술은 씨를 쓰기 해 필기 도구를 효과 으로 쥘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2]에서 재인용). 

셋째, 필기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 역시 필기 행 에 

향을 다. 필기 도구는 씨의 모양이나 기호의 형

성 방식, 필서 방향은 물론 자의 발 뿐만 아니라 책

의 모양에까지 많은 향을 주었다[8]. 일반 으로 커뮤

니 이션에 사용되는 도구의 차이는 개인의 사고를 형

성하는 데도 각기 다른 향을 미친다[5]. 를 들어, 3, 

4, 5세의 유아를 상으로 연필과 컴퓨터 쓰기에 한 

발달 단계 실험을 실시한 결과 연필을 사용한 경우 발

달 단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이에 해 연구

자들은 컴퓨터보다 연필이 유아에게 더 익숙한 도구이

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 다. 만 4, 5세 유아를 상으

로 한  다른 연구에서도 컴퓨터, 연필 그리고 유아용 

문서 작성기 비교 실험을 실시한 결과, 유아용 문서 작

성기를 사용한 집단과 연필을 사용한 집단이 컴퓨터 문

서 작성기를 사용한 집단보다 상 으로 필기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2]. 

넷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노트 필기의 경우는 특히 

훈련 여부가 필기 활동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를 들어, 박한숙(2002)의 연구는 등학교 고학년

을 상으로 노트 필기의 요성과 수업 후로 해야 

할 일, 요약하기, 약어와 같은 다양한 노트 필기 기술을 

포함한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학업 성 과 학습 기술

의 측면에서 노트 필기 훈련을 받은 학생들의 집 력이 

향상되었음을 찰하 다[33]. Armbruster(2000) 연구

에서는 미국 학생의 94%, 외국 학생의 92%가 노트 기

록을 요한 인지 략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필기 략은 학습 내용과 학습자의 사  지식을 연

결하여 학습 효과를 증 시키는 략이라고 설명한다

[34].

다섯째, 필기는 언어와 한 향을 갖는다. 즉, 필

기는 언어를 기록한다는 특성을 지니므로[2], 필기자의 

언어에 한 태도는 필기에 향을  것으로 가정된

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언어에 한 태도가 필기에 

향을 미치는 향을 탐색하기 하여 학생들의 한 에 

한 인식 문항을 설문에 포함하 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서울, 인천 소재 9개 학교에 재학 인 

학생들이 참여하 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들의 지

인을 통한 방식으로 섭외된 4개 학원(198명, 57.2%)과 

1개 학교(148명, 42.8%)에서 참여한 346명의 학생들

이었다. 이 학생들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21명

(35.0%), 2학년 140명(40.5%), 3학년 81명(23,4%)이었

으며(미기재, 4명, 1.2%), 성별 분포는 남학생 172명

(49.7%), 여학생 172명(49.7%)이었다(미기재, 2명, 

0.6%). 

인터뷰 조사에는 설문에 참여한 학생 가운데 성별, 

학년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년별 남녀 2명씩 추출하

여 모두 12명이 참여하 다. 인터뷰는 주 자가 근무하

는 학원의 상담실에서 개별 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생

당 20분 내외가 소요되었다.  

2. 연구 도구
설문지 개발은 필기에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

육학, 심리학 문가 2인과의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는 응답자의 배경  황, 필기에 한 태도, 정

서  요인, 신체  요인, 컴퓨터 사용 황, 한  인식에 

한 문항 등 총 38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태도는 행

동 , 인지 , 잠재 의 세 요인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35] 본 논문에서는 감정-인지성분의 분할모형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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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설문 내용
척도

(신뢰도계
수)

인식 
및 
실태

최초 필기 교육 실시자는 누구 보기 제시
자신의 필체에 대한 만족도 5점 척도
친구의 필기에 대한 평가 5점 척도
필기도구 사용법 교육 없다/있다
노트 필기 방법에 대한 교육 없다/있다
가장 많이 필기하는 과목 보기 제시
가장 적게 필기하는 과목 보기 제시

필기 
태도 

· 나는 글씨쓰기를 좋아한다
· 미래에도 글씨쓰기는 중요하다
· 글씨를 더 잘 쓰고 싶다
· 손으로 글씨 쓰는 능력은 중요하다
· 글씨 잘 쓰는 사람이 부럽다
· 필기가 수업시간에 도움이 된다
· 필기가 기억에 도움이 된다
· 수업시간에 필기가 필요하다
· 필기를 하면 학습하는 내용을 더 잘 이

해할 수 있다
· 필기도구 사는 것을 좋아한다

5점 척도
(α=.873)

정서적 · 나는 손으로 만드는 활동을 좋아한다 5점 척도

요인 · 나는 그림그리기를 좋아한다
· 나는 낙서하기를 좋아한다 (α=.781)

신체적 
요인 

· 나는 신체활동을 좋아한다
· 나는 기억력이 좋다
· 나는 시력이 좋다
· 나는 손 힘을 잘 조절할 수 있다

5점 척도
(α=.570)

컴퓨터  
사용 하루 평균 컴퓨터 사용 시간   분 

한글 
인식 

· 나는 한글을 사랑한다
· 나는 한글이 자랑스럽다
· 나는 한글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5점 척도 
(α=.914)

하여[36] 감정  측면에서 필기에 련된 행 를 좋아

하고 인지  측면에서 필기에 한 요성과 필요성에 

해 인식하는 것으로 필기에 한 태도를 정의하 다. 

[표 2]는 설문 문항  주요 변인들의 척도  신뢰도 

계수를 보여 다.

인터뷰는 두 가지 목 으로 실시되었다. 하나는 연구 

문제에서 제기한 필기에 한 학생들의 주  인식을 

학생들의 에서 악하기 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

는 설문 문항 작성 이 에 필기에 한 학생들의 일반

인 인식을 알아보기 한 것이었다. 인터뷰 문항은 

주로 필기의 필요성  필체  기타 필기에 한 인식

에 한 것이었다[표 1]. 

표 1. 인터뷰 질문들
주제 질문 시

필기의 필요성
1. 생활하면서 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필요하다면 왜? 아니라면 왜 아닌가요?
2. 수업시간에 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필요하다면 왜? 아니라면 왜 아닌가요?

필체 및 기타 사항

3. 자신의 필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만족한다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불만족한다

면, 어떤 점이 어려운가요?
4. 노트 필기를 잘하는 편인가요?
- 잘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서 잘하게 되었
나요?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점이 어려운
가요? 

5. 필기를 잘하고 싶나요?
6. 주변 친구들은 필기를 잘하나요?

표 2. 설문 문항별 내용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3년 연구윤리심의 원회 사회과학분야 

연구윤리 심사(IRB)를 받은 후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실시에 앞서 설문 상자들에게 연구 실시 목

, 제공되는 보상, 개인 정보 보호 등을 명시한 문서를 

제공한 후 연구 상자와 법정 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

우에만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 다. 설문지에는 

인구학 인 질문(성별, 학년, 학교) 이외에 개인 식별이 

가능한 질문은 없었고 연구 참여는 모두 자발  참여를 

제로 하 다. 

4. 자료 분석
인터뷰 자료는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모두 녹취 

되었고 이후 사, 코딩, 주제 발견의 세 과정을 통해 분

석되었다[37]. 사와 코딩은 주 자 1인이 일 성 있게 

진행하 으며, 주제 발견은 코딩된 자료를 토 로 그 

내용의 강도(intensity)와 특이성(specialty)을 고려하여 

두 자가 함께 논의하 다. 인터뷰 상자 수가 많지 

않고 응답 내용이 비교  단순하고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들은 주로 “큰 아이디어”(big ideas)를 

발견하려고 노력하 다[38]. 

설문 자료는 SPSS 19.0 버 을 이용하여 연구 질문

을 고려하여 빈도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 교차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 다. 

Ⅳ. 연구 결과

연구 결과는 인터뷰와 설문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연

구 문제 순으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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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기 인식 및 실태 분석
1-1. 필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인터뷰 질문 가운데 가장 주된 내용은 필기의  필요

성에 한 학생들의 인식이었다. 필기의 필요성에 한 

질문은 일상생활에서의 필요성과 수업시간 노트 필기

에 한 부분으로 구분되었다. 12명의 인터뷰 상자 

 10명의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도 필기는 필요하다

고 하 고 그 이유로는 기억을 잘하기 해서라는 응답

이 가장 많았다. 3학년 한 여학생의 경우에는 필기를 잘

하면 타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수 있고, 필기가 인성

과도 연 성이 있다는 응답을 하 다. 

수업 시간의 필기에 해서도 다수의 학생들이 필요

한 활동이라고 응답하 으나 필요하지 않다는 소수의 

의견도 개진되었다. 필기의 필요성에 해서는 주로 

“암기와 요약 정리를 해서”, “수행평가 때문에”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 응답들은 “공부하는 내용이 한 에 

잘 들어올 것 같아요”, “필기를 잘하면 요약이 잘돼요”, 

“수업하고 복습할 때나 잊어버려서 생각이 안날 때 필

기한 노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등으로 표  되었다. 

특히 암기를 해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더 정확하게 

외울 수 있어서”, “교과서 본문을 외우면서 뜻 해석을 

할 때 유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정리가 잘 되

어 있으면 복습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고, 필기에서 시

험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필기를 해야 한다는 응답도 있

었다.

수업 시간의 필기에 필요성에 해 부정 인 인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의 동기보다는 외 인 동기에 

의해서 필기를 강압 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를 

들어, 수행 평가 때문에 검사를 받기 해서 필기가 필

요하다고 응답한 학생 가운데는 필기를 미뤘다가 평가

받기 에 한꺼번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필기에 해 부정 인 학생들은 필기를 체할 수 있는 

도구로써 암기, 녹음, 사진 기, 핸드폰 메모, 컴퓨터 

문서 작성 등을 안으로 제시하 다. [표 3]은 학습 활

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시간 필기의 필요성에 

한 인식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수업시간 필기의 필요성
내용

긍정적

· 기억이 잘나요.
· 요약이 잘 돼요.
· 요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나중에 쉽게 볼 수 있어요.
· 공부 할 때 도움이 되요.
· 시험 공부할 때 필요해요.
· 중요한 걸 잘 안 까먹고 암기가 잘 되요.

부정적

· 수행평가, 노트 검사 때문에
· 별로 필요 없지만 검사하니까 해요.
· 좋아하진 않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 선생님이 지시하는 것만 해요
· 팔이 아파서 하기 싫어요.
· 필기를 안 해도 기억할 수 있어요.

특히,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 가운데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스스로 필기 하는 빈도가 낮았으며, 여

학생의 경우에는 필기의 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맞는 노트 필기 방법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1-2. 필체에 대한 인식
자신의 필체에 해서는 인터뷰 참여자 12명 가운데 

7명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 으며 이 가운데 4명은 

평소 자신의 필체에 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경험이 있

다고 응답하 다. 그리고 필기의 필요성에 해 부정

이거나 필기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의 부분이 자신의 

필체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고 응답하 다.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필체를 5  척도로 

평가한 결과 만족도의 평균은 3.04(표 편차 1.20, n=346)

로 보통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한 친구의 필

기에 해서는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평균=3.16, 표

편차=1.04, n=346)를 주는 경향이 있었다. 

한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은 필기를 잘하는 것을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공

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필기를 잘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필기도 못하거나 

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다. 학생들에게 있어 

필기를 잘한다는 것은 “내용이 섞이지 않고”, “ 을 잘 

맞추고”, “그림이나 표를 사용하여 한 에 보기 편하게 

어서 내용 요약과 정리를 잘하는 것” 등을 의미했다. 

한 필기의 양이 많고 필체가 좋은 것도 주변 친구들

이 필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의 하나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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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하는 수업 가장 게 하는 수업
빈도 % 빈도 %

국어 79 22.8 15 4.3
영어 44 12.7 18 5.2
수학 87 25.1 28 8.1
과학 28 8.1 29 8.4
사회 27 7.8 11 3.2
한문 4 1.2 20 5.8
음악 2 .6 44 12.7

기술가정 43 12.4 31 9.0
도덕 6 1.7 23 6.6
미술 - - 103 29.8

제2외국어 - - 4 1.2
결측 26 7.5 20 5.8
합계 346 100 346 100

빈도 %
어머니 158 45.7
아버지 21 6.1

부모님 외 가족 39 11.3
어린이집 선생님 43 12.4
유치원 선생님 25 7.2
학원 선생님 6 1.7
학교 선생님 8 2.3

결측 46 13.3
합계 346 100

없다 있다 체
1학년 48(14.2%) 70(20.7%) 118(34.9%)
2학년 75(22.2%) 64(18.9%) 139(41.1%)
3학년 45(13.3%) 36(10.7%) 81(24.0%)
합계 168(49.7%) 170(50.3%) 338(100%)

나타났다. 친구의 필기를 낮게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로 “ 씨를 무 빽빽하게 써서 알아보기 어려워

요”, “산만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성격이 이상

해서”, “필기도구를 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등이 

언 되었다. 

1-3. 일반적 필기교육 실태
필기교육의 실태는 두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필기를 구로부터 처음 배웠는지에 한 질문

이었다. 이 질문에 해서는 ‘어머니’가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린이집 선생님’(12.4%)이 그 다음을 

차지하 다[표 4]. 

표 4. 최초 필기 교육 실시자

두 번째는 노트 필기하는 방법에 한 교육 경험에 

한 것이었다. 학년별 교차분석 결과 결측 8명을 제외

한 338명 가운데 체 학생의 반 정도(49.7%)가 노트 

필기하는 방법을 배운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노트 필기 방법 교육 경험 

1-4. 교과목별 필기 실태
학생들이 필기를 얼마나 충실히 하는가, 즉 필기 충

실도는 학교 수업시간과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 주도 학

습시간, 평상시로 나 어 조사하 으며 수업 시간의 경

우는 과목별로 필기 충실도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필기 충실도는 ‘  못한다’(1 )에서 ‘매우 잘한다’(5

)의 5  척도에서 평균 3.32(표 편차 1.06)로 자기주

도 시간 평균 3.22(표 편차 1.15), 평상시 평균 2.65(표

편차 1.04)보다 높게 나타났다. 

필기 충실도를 교과목별로 빈도분석 한 결과 수학 

(25.1%)과 국어(22.8%)가 필기를 가장 많이 하는 수업

으로 나타났다. 필기를 상 으로 게 하는 수업으로

는 응답 학생의 29.8%가 미술 시간을 꼽았고 음악 

(12.7%), 기술가정 (9.0%)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이 과

목들의 경우 실습과 직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6. 교과목별 필기 충실도

2. 필기 태도 분석
2-1. 성별, 학년별 필기 태도 차이분석
성별, 학년별로 학생들의 필기에 한 태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하여 독립표본 평균비교

를 실시하 다. 성별 태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 남학생

의 태도 평균이 32.66(SD=8.30)으로 여학생의 평균 

36.11(SD=7.26)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했다(t=-4.066, p<.001). 이는 본 연구에 참

여한 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필기에 해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7. 성별 필기에 대한 태도 차이
n 평균 표 편차 t

남자 167 32.66 8.30
-4.066***여자 171 36.11 7.26

합계 338 34.41 7.97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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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 편차 F
1학년 118 36.39 8.03

5.679**2학년 139 33.60 7.79
3학년 79 33.03 7.81
합계 336 34.44 7.99

[표 8]은 필기 태도에 한 학년별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 다. 분석 

결과, 1학년(평균 36.39)에서 2학년(평균 33.60), 3학년

(평균 33.03)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평균 수가 낮아

져 필기에 해 부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F= 5.679, 

p<.01).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이 학년별 차이는 1학

년과 2학년(평균차 2.79, p<.05) 그리고 1학년과 3학년 

사이의 차이(평균차 3.36, p<.05)에서 유의미했으나 2학

년과 3학년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평균차 .57, p=.876). 즉, 필기에 한 학년별 태도의 경

우 1학년 집단이 2, 3학년 집단보다 더 정 이라고 볼 

수 있다. 

표 8. 학년별 필기에 대한 태도 차이

** p<.01

2-2. 필기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학생의 필기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악

하기 하여 필기 태도 수를 종속 변인으로, 성, 학년, 

정서  요인, 신체  요인, 컴퓨터 사용 시간, 한  인식

을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는 특정한 이론  모형을 검증하는 것이 아

니라 투입된 변인들이 필기 태도에 통계 으로 유의미

하게 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주목 이었으

므로 모든 변인을 투입하여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을 제

거하는 입력(Enter)을 분석방법으로 선택하 다. 회귀

분석 결과 도출된 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 고

(F=14.331, p<.000) 이 모형의 설명량은 21.9% 다. 

분석 결과, 성, 학년, 정서  요인, 신체  요인, 컴퓨

터 사용 시간, 한 에 한 인식 변인 모두가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수 에서 필기 태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베타(ß) 값을 살펴보았을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리고 1학년이 2, 3학년보다 필기 태도에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요인은 손으로 하는 

활동, 그림 그리기, 낙서하기 등을 좋아하는 정도를 나

타내는데 이러한 정서  요인 수가 높을수록 필기에 

해 정 이었다. 한 기억력, 시력, 손의 힘과 같은 

신체  요인 수가 높은 것도 필기 태도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사용 시간은 하

루 평균 사용 시간을 측정한 것으로 컴퓨터를 많이 사

용할수록 필기태도에 부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에 한 인식은 한 을 얼마나 자랑스럽고, 사랑하며,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로 측정되었으며 이 수가 높

을수록 필기 태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9. 필기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B 표 오차 ß t

(상수) 18.752 3.245 5.779***
성별 2.964 .904 .183 3.281**
학년 -1.843 .534 -.176 -3.450**

정서적 요인 .339 .133 .137 2.540*
신체적 요인 .411 .148 .157 2.784**

컴퓨터 사용 시간 -.013 .004 -.170 -3.172**
한글 인식 .577 .171 .178 3.368**
모형요약 R2= .219    F= 14.331

* p<.05, ** p<.01, *** p<.001

Ⅴ. 논 의

본 연구 결과는 학생의 필기에 한 인식, 실태, 태

도에 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학교 장에서 필

기 교육  이 주제에 한 연구에 다음과 같은 논의

을 제공한다. 첫째, 학생들에게 필기란 일상생활보다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노트 필기로 인식되고 있었다. 

노트 필기란 수업  제시되는 수업 내용을 기억하기 

해 기록해 놓은 것으로 책과 문서를 보거나 사진 자

료 동 상 등을 보면서 요약하고 정리하는 반 인 학

습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39].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의 경우, 반 정도(49.7%)가 노트 필기를 배운 이 없

었으며 인터뷰에 응한 다수의 학생들은 서 내용을 그

로 필기하기 보다는 수업 내용을 스스로 요약, 정리

하는 방식에 하여 배우고자 하는 요구를 가지고 있었

다. 이는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필기가 수업 후에도 

내용을 기억할 때 요한 매체가 되며 시험을 비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40].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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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장에서도 수업 , , 후 노트 필기에 한 교육

을 실시한 결과 교과에 한 이해가 높아지고 학업 성

취도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41]. 

둘째, 수업 시간 필기의 경우 교과목과 교사의 교수 

방식에 따라 필기 충실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교과목 가운데는 수학과 국어 시간에 상 으로 

많은 필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기 활동은 주로 교

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

업 시간의 필기는 교사가 요한 내용을 으라고 지시

하고, 검사하고, 수행평가 수에 이것을 반 하기 때문

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 자신의 내  동기가 아닌 교사나 평가에 

의해 강요된 필기 행 는 장기 으로 필기에 한 흥미

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필기는 수업 시간에 제공받

는 정보를 기록하여 그것을 기억하기 한 일종의 인지

략이라고 볼 수 있다[42]. 따라서 필기를 하는 것은 

교과서, 노트를 반복해서 보는 것을 포함하며[43], 이러

한 반복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학업 성취를 

가져 오는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

교 장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필기를 강요하거나 

평가 도구로 사용하기보다는 필기와 기록의 요성에 

해 메타 인지  교육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필체에 한 만족도가 필기 활동에 

상당한 향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에 참여한 

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필체에 해 불만을 갖고 있었

다. 그리고 본인의 필기가 만족스럽지 못한 주된 이유

는 필체에 한 불만족과 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필체를 교정하고 필

기를 잘 하기 해 필기교육을 받고 싶은 의지를 보이

기도 하 다. 하지만 필체나 손으로 씨를 쓰는 습  

등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7] 필기 

교육은 가정과 학교에서 어린 시 부터 꾸 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필기에 한 태도에 있어서는 성차도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필기에 해 정 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 학생이 남자 학생에 비해 필

기에 한 인식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44]의 결과와 일

맥상통한다. Feder(2007)의 연구에서도 여학생보다 남

학생의 필기의 질이 더 낮고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보

고하고 있다[2]. 

필기에 있어 성차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 듯하다. 

우선, 쓰기 효능감이나 경쟁  노력 요인, 력  상

호작용에서 여학생의 쓰기 동기가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5]. 한 학생들에게 있어 필기도구

는 쓰기에 한 동기를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는데[46] 

본 연구의 인터뷰에서 여학생들의 필기 도구나 노트 필

기 정리에 한 심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필기에 

한 동기가 남학생보다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학년 변인 역시 필기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1학년보다 2, 3학년이 

필기에 해 더 부정 인 태도를 보 다. 이러한 학년

별 차이는 고학년이 될수록 수행평가  필기 검사에 

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1학년의 

경우 필기가 재미있다는 응답이 있었는데 2, 3학년의 

경우에는 수행평가와 학업에 한 스트 스를 드러내

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그러나 아직 필기에 한 연령 혹

은 학년별 차이에 한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선

행 연구들은 필기에 한 연구보다는 쓰기(writing)나 

작문(composing)에 한 주제를 더 많이 다루고 있다. 

쓰기의 경우에도 등학교에서 학교로 갈수록, · 

고등학교 수 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쓰기에 한 

의지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7][48]. 필기와 쓰기

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연

구 결과로 보아 학생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씨를 쓰

는 행 에 하여 심리  부담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

인다. 

여섯째, 본 연구는 만들기, 그림 그리기, 낙서하기 등 

손으로 하는 활동을 좋아하는 정서  요인과 기억력, 

손,  응 운동, 시력 등의 신체  요인이 모두 필기 

태도에 정 으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정서는 감정

인 역으로 상에 하여 좋다, 싫다, 혹은 정 , 

부정  평가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49]. 낙서나 그림 

등 손으로 하는 활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경우, 필기

를 할 때 손의 힘이나 자세, 과 손의 응 운동 능력 

등의 훈련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필기에 한 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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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Cornhill(1996)의 

연구도 -손 응 운동과 손의 힘 조 능력이 높은 학

생들이 필기를 더 잘할 수 있음을 보여 다[28].

일곱째, 컴퓨터 사용시간이 필기에 한 태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자 매체와 몸을 사용한 

행  간의 연 에 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

한다. 4-5세 유아의 경우 컴퓨터를 활용할 때 쓰기에 

더 많은 흥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2]. 이는 컴퓨

터를 활용할 경우 매체 자체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연

필을 사용할 때보다 쓰기에 더 집 하기 때문인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등학생의 경우에도 연필보다는 

컴퓨터 사용을 선호하 고, 편지지에 쓰는 것보다 이메

일 작성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6]. 이는 유아

나 등학생의 경우, 연필보다는 더 다양한 감각  자

극을 제공하는 컴퓨터 매체에 한 호기심이 반 된 결

과로 보인다. 하지만 컴퓨터나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 

우리의 뇌는 더욱 산만해지고 지속 인 집 이 불가능

해진다[5]. 이는 장기 으로 기억력, 집 력, 언어능력

이 함께 요구되는 필기 행 를 기피하게 되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사용 시간과 필기에 

한 태도는 부 인 련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덟째, 한 에 한 인식과 학생의 필기에 한 

태도는 정 인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필기가 자신의 의도를 시각  부호인 문자로 생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언어에 한 인식이 반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성공 인 필기를 해서

는 언어 능력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3]. 한 필기

는 민족과 언어에 따라 개인 인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

므로[50] 한 을 사용하는 집단과 다른 문자를 사용하

는 집단과는 필기에 한 태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 은 하나의 음운  표상으로 다양한 철자를 표 할 

수 있고 철자정보를 표 하기 해서는 개별 인 언어

의 정서법을 반 해야 한다[51]. 따라서 향후에는 한

에 한 학생들의 정서  태도와 필기의 연 성에 

한 심층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본 연구 결과는 컴퓨터를 비롯한 기계에 의존한 쓰기 

문화가 팽배한 시 에서 손이라는 몸 매체를 사용한 문

자 기록 방식인 필기 행 의 실태  이에 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실증 으로 악했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는 학생의 필기에 한 인식, 실태  

태도에 한 이해와 아울러 향후 학교교육에서 필기 지

도  교육 로그램 고안 시 실천 인 시사를  수 있

을 것이다. 재 부분의 학생들은 수동 으로 필기

를 하고 있으며 필기 행 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필기가 학생들의 인지, 기억, 학습에 요한 활

동이라면 학교 장에서는 다양한 필기매체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필기를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극 으로 

고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타의 조사연

구와 마찬가지로 측정 도구  오차의 문제, 표집의 

표성 등의 이유로 연구 결과를 한국의 학생 체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 둔다. 후속 연구에

서는 이런 문제 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 학

생 뿐 만 아니라 등학생, 고등학생, 학생에 이르기

까지 연령 별로 필기에 한 태도의 차이에 하여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필기가 가져올 수 있는 다양

한 교육  효과를 밝히는 것도 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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