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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6-43. 배경  목 : 아직까지 우리  읽기에서 음운변동이 포함된 단어 읽기에 어려움을 보

이는 경우에 용할 수 있는 로그램이 개발되거나 그 효과가 검증된 바 없다. 이 연구에서는 기

존의 읽기 재 로그램들을 응용하여 개발, 용한 뒤 그 효과를 검증하 다. 방법: 상은 모두 

정신지체로 언어발달과 읽기발달이 지체된 학생이다. 훈련목표는 경음화, 구개음화, 유음화가 

용된 단어로 하 으며 재 로그램은 다감각 근법을 수정하여 5단계의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용하 다. 결과: 첫째, 다감각 근 응용 로그램이 세 아동의 경음화, 구개음화, 유음화 변동 습득

에 효과 이었다. 둘째, 세 아동 모두 음운변동 용 읽기기술이 비훈련단어에도 일반화되었다. 셋

째, 기 선과 비교할 때에는 유지기간의 수행이 개선되었으나, 훈련기간의 습득수 과 비교하여 볼 

때 세 아동 모두 수행수 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결론: 연구결과는 고등학교 읽기

장애 아동에게 개별화된 목표를 통해 다감각 근법 응용 로그램을 용하여 읽기수행을 증진시

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유지 수 은 정신지체로 인한 읽기장애 아동들에게는 반복훈련

이 더 필요하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어 고유의 특징을 반 한 읽기치료 로그램의 개발과 

학교에서의 용에 해 논의하 다. 

핵심어: Orton-Gillingham 근법, 다감각 근(AVK), 총체  근법, 언어발달지체, 정신지체, 읽

기장애, 음운변동

Ⅰ. 서  론

읽기장애의 범주가 커지면서 정신지체나 언어발달지체로 인한 읽기문제도 읽기장애로 다루게 

되었다(Lombardino, 2006). 읽기라는 능력에는 여러 가지 하  범주의 능력들이 포함되어 있다. 크게

는 단어재인과 이해과제로 나  수 있다. 단어재인은 철자를 음성언어로 바꾸는 해독 과정을 의미하

며, 이해과제는 언어  이해로 해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Catts, Fey & Tomblin, 2002; Gough & 

Tunmer, 1986; Swank & Catts, 1994). 

단어재인과정을 재하는 데 주로 용하는 방법으로 발음 심 근법이 있다. 발음 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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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낱자의 변별이나 소리, 자소 응규칙, 자모음결합원리 등을 직 으로 지도하는 방법이다. 단

어재인이 우선 목표인 기 읽기단계에서는 이러한 발음 심 근법이 더 효과 이라고 알려져 있다

(Oakland et al., 1998). 다른 읽기치료 근으로는 총체  언어기법이 있다. 총체  언어교수법은 문자

언어의 규칙성보다는 읽기와 쓰기의 활용 인 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의 형태보다는 자의 의

미에 심을 두며, 을 쓰고자 하는 동기와 풍부한 문해환경과 상호작용해야 하는 성인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다감각자극법과 비교할 때 구체 이고 체계 인 지도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

을 받고 있다(이문정, 2004; 이지 , 2006).

부분의 읽기장애 치료방법은 의 두 가지 근들 가운데 한 쪽을 심으로 하고 다른 기법

들을 가미하여 구체 인 로그램을 개발, 용한다. 읽기장애의 치료 근법 가운데 가장 리 사용

되고 있는 로그램  하나가 Orton-Gillingham 근법이다. 1937년 아동신경학자인 Orton이 난독

증 아동에게 다  자극 기법이 효과 이라고 제안한 것에 기 하여 Gillingham과 Bessie가 1960년

에 체계  로그램으로 소개하 다. 이후, 1997년의 8 에 이르기까지 수정 보완하여 발표된 이 

근법 가운데 하나가 다감각 근법이다. 다감각 근법은 AVK 근법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청각  훈련(auditory drill), 시각  훈련(visual drill), 운동감각  훈련(kinesthetic drill)으로 구성되

어 있기 때문이다. 다감각 근법의 효과를 다른 근방법들과 비교하여 검증한 1980년부터 2005년까

지의 문헌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12개의 연구 가운데 4개는 다감각 근법이 가장 효과 인 것으로 

나왔으며, 5개 연구에서는 하나 이상의 근법보다 더 효과 인 것으로 나왔다. 나머지 3개의 연구에

서는 차이가 없거나 다른 근이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Ritchey & Goek, 2006). 이 재방법은 

․고등학생(Dooley, 1994; Simpson, Swason & Kunkel, 1992)뿐 아니라 학생들(Chandler et al., 

1993; Guyer, Banks & Guyer, 1993; Guyer & Sabatino, 1989)에게도 용되었다. 

치료기법 이외에 읽기치료 로그램을 개발하기 해서 고려해야 할 요한 요소는 읽어야 할 

 자료의 특성이다. 한 은 음소문자이며 음 표기를 하는 문자이므로 음소가 모인 음 이 자극의 

단 가 되어 을 읽을 때 단어보다는 하나의 음 을 읽기 상으로 인식한다. 한 의 음 단 에서

는 자소-음소 응이 분명하고 표음성이 명백하지만 소리의 연쇄가 일어날 때 발음을 보다 쉽게 하

기 해 치, 탈락, 첨가, 축약 등의 변동이 일어난다(김수진‧신지 , 2006; 이 규, 2005). 정상 으

로 한 의 음운규칙을 습득한 아동은 음운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들의 재인능력도 자연스럽게 발달하

나 기 읽기단계에서 어려움을 가진 아동들은 음독하거나 재인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 보통 자소

-음소 불일치형 단어라고 하는 단어들은 우리말의 음운변동 규칙이 용되는 단어들을 의미한다. 

를 들어 ‘국물’이라고 쓰여 있는 자를 보고 아동들은 ‘궁물’이라고 발음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

에 앞서 비실험을 수행한 결과 등학교 2학년  경에는 일반 으로 자소-음소 불일치형 단어들

을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음운규칙들을 용하지 못 할 경우 읽기의 발음과 유창성

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 뿐 아니라 아동 자신도 자신이 읽은 것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읽기에서 꼭 지켜야 할 표 인 음운변동을 요약해보면 <표 -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읽기에서 요구되는 음운변동을 용하지 못하는 정신지체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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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음운변동 규칙이 용된 단어 읽기를 재한 뒤 그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했다. 우리말소리의 음

운변동 용단어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변동규칙을 직  가르치면 음운변동이 용되

는 다른 단어들까지도 쉽게 발음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유창성과 읽기이해도 함께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훈련단어 뿐 아니라 비훈련단어 읽기에도 음운변동 훈련효과가 일반화될 것

을 기 하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첫째, 정신지체를 동반하고 읽기문제가 있는 학생들에게 한국어 음운변동이 용된 단어를 

다감각 근 응용 로그램으로 훈련하면 훈련단어 읽기능력이 향상되는가?

둘째, 읽기능력이 향상되었다면 세 가지 음운변동 각각이 모두 향상하 는가. 그리고 훈련단어

와 같은 음운변동이 용된 비훈련단어를 바르게 읽는 일반화 효과를 보이는가? 

셋째, 다감각 근 응용 로그램을 통해 습득된 음운변동 용단어읽기능력이 훈련 뒤에도 유

지되는가?

<표- 1> 우리말 읽기과제에서 용해야 하는 표  음운변동   

음운변동

성우선원리 섬으로 [서므로]

치

평폐쇄음화(7종성규칙) 앞 [압]

장애음의 비음화 국물 [궁물]

설측음의 비음화 압력 [암녁]

유음화 간략 [갈략]

경음화 싹부터 [싹뿌터]

구개음화 같이 [가치]

탈락
자음군 단순화 닭 [닥]

/ㅎ/탈락 좋은 [조은]

첨가 /ㄴ/첨가 솜이불 [솜니불]

축약 격음화 놓다 [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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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천안의 두 학교에 재학 인 자소-음소 불일치 단어 읽기재인에 문제가 있는 학교 언어발

달지체 아동 3명을 상으로 부모와 특수학  교사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 다. 상아동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 다. 상아동은 모두 정신지체로 인한 언어발달지체로 진단되었으며, 기 학습기능검

사(박경숙‧윤 룡‧박효정, 1989)의 읽기 I에서 구개음화, 유음화, 경음화, 연음규칙, 비음화에서 오류

를 보 으나 그림보고 이름 기 과제에서 조음음운에는 문제가 없었다(<표 - 2> 참고).

<표- 2> 상아동의 특성 

상아동 성별 생활연령a) 학년
읽기검사 말‧언어 검사

학년규 b) 수용어휘연령c) 통합언어연령d) 자음정확도e)

아동 A

아동 B

아동 C

여

남

여

15;2

13;8

13;4

2

1

1

등 2.3학년

등 5.5학년

등 2.0학년

4;6-4;11

4;6-4;11

7;0-7;6

45개월

45개월

51개월

97.7%

95.4%

95.3%

a)
 단 : 세; 개월

b) 
기 학습기능검사(박경숙‧윤 룡‧박효정, 1989)

c)
 그림어휘력검사(김 태 외, 1995)

d)
 취학  아동의 수용언어  표 언어 발달척도: PRES(김 태‧성태제‧이윤경, 2003)

e)
 우리말조음음운검사: U-TAP(김 태‧신문자, 2003)

2. 재 목표 선정  재 기

세 명의 상아동은 자소-음소 일치 단어 읽기에서는 모두 정반응을 보 으나 자소-음소 불

일치 단어 읽기에서는 음운변동 규칙을 용하여 읽는 데 어려움을 보 다. 이러한 상아동의 특성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 으로 재 목표를 선정하 다.

첫째, 치변동, 첨가변동, 축약변동  세 아동이 공통 으로 읽기과제에서 어려움을 보인 

치변동에서 재목표를 선정하기로 하 다. 

둘째, 치변동  발성유형, 조음장소, 그리고 조음방법별로 한 개의 음운변동을 선정하 다. 

이에 발성유형에서는 경음화, 조음장소에서는 구개음화, 조음방법에서는 유음화를 최종 재 목표로 

선정하 다. 연구자 2인이 아동의 읽기과제에서 세 가지 기 (발성유형, 조음장소, 조음방법)의 음운

변동 용 오류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들린다고 단한 오류를 의를 거쳐 한 가지씩 선정하 다.

최종 으로 선정된 재 목표  경음화, 구개음화, 유음화 순서로 재를 시작하 다. 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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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원칙 으로 한 개의 음운변동만을 재한다. 매회 평가는 재하지 않은 기 선 단어들도 함

께 평가한다. 재에서 목표달성의 기 은 훈련목표 음운변동을 포함한 과제에서만 2회 연속 80% 

이상 정확한 수행을 보이면 일반화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 회기에 그 다음 음운변동 목표에 한 

재를 실시하 다. 

3. 도구  차

세 아동의 세 가지 음운변동 습득  일반화 효과를 평가하기 해 상자간 다간헐기 선 

설계(multiple-probe-across-subjects design)를 이용하 다. 

가. 기 선 단계

재를 시작하기  세 아동에게 세 가지 음운변동별로 의미단어와 가상단어로 구성된 평가문

항으로 기 선 평가를 실시하 다. 평가문항은 의미단어와 가상단어로 구성하 는데 의미단어는 이

호 (1996)과 신지 ‧차재은(2003)에서 단어를 선정하 고 가상단어는 연구자가 직  만들었다. 각 

음운변동별 기 선 평가문항은 <부록 - 1>과 같다.  

나. 재 단계

한 회기는 총 35분으로 평가 10분, 치료 25분으로 구성하 다. 

(1) 평가

평가는 해당 회기에 훈련한 음운변동 낱말과 이미 훈련이 끝났거나 앞으로 훈련할 음운변동 

낱말을 포함하는 훈련평가문항과 일반화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세 가지 음운변동별로 각각 2개의 

단어목록으로 구성하 다. 훈련문항과 일반화문장은 단어수 과 문장수 으로 구분하여 구성하 고 

훈련문항은 의미단어와 가상단어로 구성하 다. 재단계의 평가목록은 <부록 - 2>에 제시하 다.

(2) 치료

치료는 주 2회씩 진행하 다. 훈련과제는 다감각 근에 근거하여 상아동의 읽기 수 , 재 

시간, 과제 집 도 등을 고려하여 수정하 다. 청각  훈련, 시각  훈련, 운동감각  훈련으로 구성

된 다감각 근법을 이용하여 경음화, 구개음화, 유음화 재를 실시하 다. 거에 도달하면 목표음

운변동을 바꾸었으며, 아동에 따라 최소 6회기, 최  8회기의 치료가 진행되었다. 한 회기의 훈련과

제를 요약하면 <표 - 3>과 같다. 단어와 문장게임을 제외한 모든 훈련도구는 컴퓨터 로그램

(Microsoft Office Power Point)을 이용하여 제시하 으며 훈련도구의 를 <부록 - 3>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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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 회기의 훈련과제

훈련과제 내용

1단계 한 회기에 훈련할 단어 소개하기

2단계 각 단어의 개념 설명하기

3단계

음운변동의 

읽기 규칙 

설명하기 

읽기 규칙(공통 ) 찾기

다감각 근(AVK)을 

이용하여 읽기 

시각  훈련 - 연구자가 목표단어를 하나씩 

보여주면 아동이 읽기

청각  훈련 - 연구자가 목표단어를 하나씩 

보여주면서 읽으면 아동이 따라 읽기

운동감각  훈련 - 연구자가 목표단어를 하나씩 

보여주면 아동이 목표단어를 쓰면서 읽기

4단계 단어 읽기 게임

단어수 에서의 목표단어 읽기 게임 - 아동이 선택한 쪽지에 힌 숫자에 

해당하는 포스트잇을 떼어 그 뒤에 숨어있는 목표단어 읽기 

문장수 에서의 목표단어 읽기 게임 - 아동이 선택한 쪽지에 힌 숫자에 

해당하는 포스트잇을 떼어 그 뒤에 숨어있는 문장 읽기

5단계 틀문장 읽기(“오늘은 OOO라고 읽고, OOO라고 읽고, OOOO라고 읽는 것을 배웠다”) 

의 재 로그램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  수 있다. 첫 부분(1, 2 단계)은 총체  근에서와 

같이 단어카드와 그림카드를 이용하여 개념설명을 통해 단어를 익히는 부분이다. 두 번째 부분은 상

음운지식 근의 응용으로 회기에서 목표로 하는 단어들의 공통 특징 즉 목표 음운변동을 찾고 설

명하고 연습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 부분은 다감각 근으로 보면서, 들으면서, 쓰면서 반복 연습하는 

과정을 한 뒤(3단계), 마지막으로 낱말수 과 틀문장  문장수 으로 게임을 통해 훈련(4, 5단계)한

다. 다감각 근법에 총체  언어기법과 상 음운지식을 이용한 조음음운치료기법의 일부를 가미한 

것이다. 음운변동 상은 자소가 단어를 형성한 뒤에 소리로 발음하면서 새롭게 일어나는 상이므

로  문자소와 음소의 연결만을 강조하는 발음 심 근법을 그 로 용할 수 없어 총체  언어기법

을 충하 다. 목표음운변동이 용되는 단어들을 묶음으로 하여 음운규칙을 다 감각 근법으로 

반복하면서, 각 단어의 개념을 이해시키는 총체  언어기법도 용하고, 음운변동의 규칙도 함께 알

려주는 상 음운지식 기법을 가미한 것이다. 

다. 유지 단계

재 기간 동안 습득한 세 가지 음운변동 읽기의 유지효과를 보기 해 치료종료 3주 후부터 

기 선 단계와 동일한 평가문항으로 연속 3회기 동안 유지평가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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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읽기 정확률의 변화

세 명의 상아동에 해 다감각 근법을 이용한 재를 실시한 결과, 세 아동 모두에게 경음화, 구

개음화, 유음화의 습득효과가 나타났으며 일반화효과는 아동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 다. 세 아동의 기

선, 재, 그리고 유지단계에서의 습득수 평가 결과와 일반화평가 결과를 <그림 - 1>에 제시하 다. 

연구방법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한 회기에는 한 가지 음운변동만 훈련목표로 한다는 원칙하에 

재하 다. 훈련목표는 해당 음운변동이 용된 과제에서 80% 이상 2회 이상 정확하게 읽는 것으

로 하 는데, C 아동은 경음화 훈련에서, B 아동은 구개음화에서 첫 두 회기동안 목표수 에 도달하

지 못했다. 훈련단계의 읽기 정확률에서는 각 회기의 훈련목표 음운변동 수행률이 높아지면서 회기

가 진행될수록 정확률이 증가되었다. 

마지막 훈련회기에서는 세 아동 평균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 었으나 각 피험자별로 3주간

의 시간이 흐른 뒤 유지단계에서는 평균 으로 55% 내외의 성공률을 나타내었다. 이는 기 선에 비

교하여 크게 향상된 것이지만 훈련단계 마지막 회기와 비교할 때는 크게 떨어지는 결과이다. 정확률

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이러한 경향은 세 아동 모두에게서 유사하게 찰되었다. 

2. 세 가지 음운변동별 습득단계와 유지단계의 변화

각 음운변동별 훈련단어 평가에서 수행률의 변화와 일반화단어 평가에서의 수행률을 분석하

다. 각각의 음운변동별 수행률의 변화를 정확하게 살펴보기 해 기 선과 유지단계의 음운변동별 

정확률도 함께 제시하 다. 각 음운변동별 훈련효과와 일반화효과  유지효과는 <표 - 4>와 같다.

아동 A와 아동 B는 경음화의 재 시작부터 매우 높은 습득효과를 나타냈는데 반해 아동 C는 

첫 번째 훈련문항의 재에서 연속 2회기 동안 66.6%의 낮은 수행을 보이다가 재 3회기에서는 

100%의 정반응률을 보 으며 두 번째 훈련문항에서는 재 1회기만에 85.7%의 정반응률을 보 다.

재가 끝나고 경음화 습득의 유지효과를 평가한 결과, 아동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나타냈

다. 재 단계에서 가장 낮은 수행을 보인 아동 C는 훈련회기가 4회로 가장 반복을 많이 하 다. 아

동 C가 평균 85.7%의 정반응률을 보여 세 아동  가장 높은 경음화 습득효과를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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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 아동의 회기별 과제읽기 정확률(%)

구개음화의 습득효과를 보면, 아동 A와 아동 C는 재 시작부터 높은 정확도를 보인 반면, 아

동 B는 첫 번째 훈련문항의 재 1회기에서 71.4%의 정반응률을 보여 80% 수 에 이르지 못하고 

재 2회기부터 통과 수 에 달했다. 재 후 구개음화 습득의 유지효과를 평가한 결과, 세 아동 모두 

다른 변동에 비해 구개음화 습득효과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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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음화를 재한 결과, 세 아동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훈련문항에서 재 1회기 만에 80% 이상

의 높은 습득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아동 A는 첫 번째 훈련문항에서 재 1회기 만에 100%의 정반

응을 보 다. 유음화 재 후 일반화효과를 기 선 단계의 평가 결과와 비교한 결과, 세 아동 모두 

일반화효과를 나타냈다. 아동 A는 평균 77.4%의 증가율을 보여 세 아동  가장 높은 일반화효과를 

나타냈다. 세 가지 음운변동의 일반화효과는 아동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재 후 유음화 습득의 유지효과를 평가한 결과, 아동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세 

아동 모두 유음화도 구개음화와 같이 비교  쉽게 습득하 으나, 3주 후의 유지평가에서도 재단계

와 비교할 때 충분히 유지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 선에서 아동 C는 구개음

화와 유음화의 정확도가 거의 ‘0%’이었던 것에 비해 재 후 유지단계에서는 지속 으로 약 40%의 

정확도를 보여주어 음운변동을 용하여 단어를 읽는 기술이 습득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세 가지 음운변동의 기 선, 습득, 일반화, 유지평가 결과(%)
a)

음운변동 아동
기 선 단계 

재 단계
유지 단계

습득평가 일반화평가

1 2 3 4 1 2 3 4 1 2 1 2 3

경음화

아동 A 57.1 57.1 57.1 57.1 85.7 95.2 83.3 83.3 100 71.4 71.4

아동 B 28.6 28.6 28.6 28.6 85.7 85.7 83.3 16.7 42.9 71.4 71.4

아동 C 57.1 57.1 57.1 57.1 66.6 66.6 100 85.7 16.7 16.7 85.7 85.7 85.7

구개음화

아동 A 42.9 42.9 42.9 42.9 86  85.7 33.3 66.7 42.9 28.6 28.6

아동 B 14.3 28.6 28.6 28.6 71.4 95.2 80.9 66.7 66.7 42.9 42.9 42.9

아동 C 0 0 0 0 85.7 90.5 83.3 83.3 28.6 28.6 28.6

유음화

아동 A 14.3 14.3 14.3 14.3 100 92.6 83.3 100 57.1 42.9 71.4

아동 B 14.3 14.3 14.3 0 85.7 95.2 100 66.7 57.1 57.1 71.4

아동 C 11 0 0 0 80.9 85.7 33.3 66.7 42.9 42.9 42.9

a) 
<그림- 1>은 경음화, 구개음화, 유음화 과제 체의 수행수 인 반면, <표 - 4>는 각각의 음운변동별 기 선결과
와 유지단계 그리고 훈련회기 목표에 해당하는 과제의 정확률이다. 를 들어 경음화 재단계에서의 습득평가 
85.7%는 경음화 단어 훈련단어의 읽기정확률만을 의미하고 83.3%는 경음화 일반화단어의 읽기정확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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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결론

본 논문의 의의는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한국어의 음운변동이 용되는 단

어의 정확한 읽기기술을 교수하기 한 치료 로그램의 개발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를 용하여 정

신지체로 인한 읽기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재 로그램은 두 가지 면에서 기존의 읽기 재 근법들과 차이를 갖는다. 한 가지는 재 

목표를 음운변동 규칙에 두었다는 이다. 규칙을 습득하는 것은 다른 상황에도 응용할 수 있다는 이

이 있다. 자소-음소 불일치형 단어의 읽기 훈련은 일반 으로 자소-음소 응훈련이 끝난 후, 총체

 근으로 각 단어에 하여 하나하나 근하고 있다. 어도 지 까지 우리나라에서 읽기장애 아

동에게 음운변동 규칙을 교수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 없다. 우리말은 그 특성상 문장으로 

읽어야 할 경우 낱말들이 바로 조사와 같은 문법형태소와 결합해서 음운단어를 형성하게 된다. 를 

들어 ‘국물’이라는 단어를 [궁물]이라고 읽는 것을 배워도 문장에서 ‘국물이 맛있다’라고 제시되면 [궁

무리]라는 음운단어경계로 음운변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국물’이라는 단어에서는 비음화라는 

음운변동만 용되었지만 문법형태소를 만나면서 성우선원리라는 음운변동규칙이 다시 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어 하나하나 읽기방법을 외우는 방식으로 이러한 음운단어 체를 가르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국어 특성을 감안하여 읽기훈련과정에서 음운변동의 교수가 필요하다는 인

식에서 다감각 근법을 응용하여 음운변동 교수 로그램을 개발하 고, 그 결과 유지를 해서는 보

완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성공 이었음을 보여  것이다. 그러나 단어읽기에서 음운변동의 용은 

변동규칙 자체의 특성뿐 아니라 단어의 빈도와 같은 어휘의 향력도 크게 작용한다. 를 들어 같은 

경음화라고 해도 ‘학교’와 ‘법도’의 난이도는 매우 다를 것이다. 구어에서의 빈도 혹은 난이도에 따른 

평가항목이 구성되어야 하나, 이번 연구에서 그 게 고려하지는 못했다. 음운변동과 어휘의 난이도가 

상호작용할 때 아동들에게 어떤 순서로 습득되는 지에 한 연구결과들도 축 되어야 할 것이다. 

재 로그램의  다른 한 가지 특성은 다감각기법을 기반으로 하면서 기존의 읽기 재 기

법들을 혼합한 것이다. 최근 조음음운장애나 유창성장애 등의 치료 로그램의 큰 흐름은 기존에 효

과가 있다고 알려진 기법들의 장 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게 장

들을 조합하여 개발한 로그램들은 임상장면에서 효과 으로 짧은 시간 안에 회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해 다. 최근 특수교육 상의 학교언어치료가 의무화되는 시 에 학령기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언어치료 로그램의 개발요구가 커지고 있다. 학교언어치료 상황에 맞는 로그램을 개발

하고 이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 된다. 

개발한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다간헐기 선설계를 이용하여 습득효과를 살펴본 

결과 세 아동 모두 매우 빠르게 세 가지 음운변동이 용된 각 낱말들을 바르게 읽게 되었다. 부분

의 목표에서 첫 회기에 목표수 인 80% 이상의 정확도 수 에 도달하 다. 훈련단어의 습득은 비훈

련단어의 일반화에도 향을 미쳐서 부분 일반화 평가에서도 수행수 이 기 선에 비해 향상되었

다. 특히 유음화의 일반화가 가장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유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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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용하면 발음이 쉬워지는 것과 훈련 목표변동 가운데 마지막이었으므로 순서효과가 있었다고 

추측해볼 수도 있다. 즉, 첫째, 유음화를 용하면 발음이 쉬워지고, 둘째, /ㄴ/와 /ㄹ/ 혹은 /ㄹ/와 /ㄴ/

의 연쇄시 /ㄹ/로 읽는다는 단순한 규칙성은 유음화를 용하는 데 용이했을 것이며, 셋째, 훈련 목

표변동 가운데 마지막이었으므로 순서효과가 있었다고 추측해볼 수도 있다. 아동 C의 경우 경음화 

습득에 다소 어려움을 보 는데 이는 경음화가 용되는 자소-음소의 수가 두 음운변동에 비해 많

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첫째, 유음화를 용하면 발음이 쉬워지고, 둘째, /ㄴ/와 /ㄹ/ 혹은 /ㄹ/

와 /ㄴ/의 연쇄시 /ㄹ/로 읽는다는 단순한 규칙성은 유음화를 용하는 데 용이했을 것이며, 셋째, 훈

련 목표변동 가운데 마지막이었으므로 순서효과가 있었다고 추측해볼 수도 있다. 아동 C의 경우 경

음화 습득에 다소 어려움을 보 는데 이는 경음화가 용되는 자소-음소의 수가 두 음운변동에 비

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일반 으로 어린 아동이나 정신지체 아동들이 읽기습득 과정에서 음운변동이 포함된 단어읽

기의 오류빈도(혹은 난이도)에 한 연구가 없었다. 근거로 할 수 없는 연구가 없어서 임의로 치료목

표를 선정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한 훈련목표단어를 선정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오류를 범하 다. 를 들어 ‘물질’류의 경음화와 ‘낙서’류의 경음화는 종류가 다르다. 자류는 한자

어 /ㄹ/ 뒤의 경음화로 고유어의 경우나 외래어의 경우에는 용이 되지 않고, 반면에 후자류의 경우

에는 단어의 원어 정보와는 무 하게 한국어에서 그러한 소리의 연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늘 

용이 된다. 이러한 내용은 가상단어의 경우 용할 수 없는 규칙이기도 하므로 음운변동의 종류에 

따라 가상단어의 설정은 불가능한데 무리하게 단순화하여 용하 다. 

체 인 결과를 요약해보면, 아동들이 훈련목표인 음운변동 규칙을 습득하 고 제한 이지만 

일반화하고 습득한 기술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 기 선과 비교할 때에는 유지기간의 수행이 

높아졌으나, 습득수 과 비교하여 볼 때 세 아동 모두 습득한 기술이 잘 유지되고 있지 않았다. 유지

수행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다른 아동에 비해 아동 C가 경음화가 잘 습득되지 않아서 목표기 에 도

달하기 해 4회기를 반복하 지만 유지기간에는 C아동이 경음화를 가장 잘 유지했다는 것이다. 정

신지체로 인한 읽기장애 아동들에게 반복의 횟수가 매우 요하다는 을 시사한다. 음운장애 치료

근법 가운데 일정한 주기를 두고 반복 치료하는 주기법을 용하여 습득과 일반화  유지의 수행

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용 상은 정신지체로 인한 언어발달지체  읽기장애를 갖고 있

는 아동들이었으며 앞으로는 그 상을 확 하여 용하고  다른 기법들과의 비교를 한 연구들

도 필요하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의 경우 문자를 먼  익히고 말하기를 배우게 되므로 

읽기뿐 아니라 말하기에서도 이러한 음운변동을 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의 아동 가운데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거나, 말하기에서 음운변동을 용하지 않아 이상하게 말

하는 것으로 들리는 경우 음운변동을 목표로 하여 언어치료를 용해볼만 하다. 

몇 가지 제한 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소리의 음운변동의 규칙들을 읽기과제에서 어떻게 목표

행동으로 구체화하여야 할 것인지에 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언어발달지체로 인한 읽기장애 학

생들의 재기법을 개발한 것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의 다른 의의로 재를 실



김수진‧이지 / 음운변동이 용되는 단어의 읽기 재 효과

37

시한 곳은 학교 으며, 특활시간 등을 활용하 다는 을 들 수 있다. 교사들은 아동들이 언어치료시

간을 기다렸으며, 학교생활에서 보이던 부 응 행동들도 없어지고 다른 학 활동에도 심을 갖는 

등 언어치료가 다른 학교생활에도 정 인 향을 주었다고 하 으며 이 로그램이 학부모들에게

도 매우 정 인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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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평가과제목록

      음운변동
단어맥락    

경음화 구개음화 유음화

의미단어
낙서

있다

물질

갑자기

돋

받히다

땀받이

이같이

원래

만리

인류

겨울날

가상단어 털주 밭고래 걱디다 첟이 섣 다 줕히라 곤류 미샐니 시켠리
 

<부록- 2> 훈련  일반화 평가목록 

음운변동 훈련문항 평가 목록 일반화문항 평가 목록

발성유형 

-

경음화

목록 1

밥그릇

돋보기

옷고름

꽃다발

국  수

결  정

섭  주

설거지를 하다가 밥그릇을 

깨뜨렸다.

과학실에 가면 돋보기가 있다.

한복의 옷고름이 풀어졌다.

꽃다발을 생일선물로 받았다.

시장에서 엄마와 함께 국수를 

사먹었다

엄마와 아빠는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

목록 1

답  장

박  자

합  격

갈  등

덕  잔

  번

친구의 편지에 답장을 한다.

박자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했다.

무엇을 할지 갈등이 된다.

목록 2

  집

작  별

학  교

닭고기

약  간

철  도

걱  단

집에 김치를 갖다 주었다.

일본으로 떠나는 언니와 작별 

인사를 나 었다.

엄마는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다.

나가 닭고기를 넣어 

볶음밥을 만들어 주었다.

계란 라이에 소 을 약간 

뿌렸다.

철도를 이용해 부산에 갔다.

목록 2

잡  담

축  구

톱  질

멸  종

넙  도

앗  본

수업시간에는 잡담하지 

마세요.

축구는 11명이 하는 

운동경기이다.

톱질을 할 때에는 손을 

조심해야한다.

수달이 멸종 기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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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계속)
  
음운변동 훈련문항 평가 목록 일반화문항 평가 목록

조음장소 

- 

구개음화

목록 1

햇볕이

맏  이

닫  

쏜살같이

밭  이

미닫이문

딭  이

여름 햇볕이 따갑습니다.

맏이는 항상 동생들을 

돌보아야 한다.

갑자기 엘리베이터문이 닫  

버렸다.

철수는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네 밭이 아주 넓다.

어머니께서 미닫이문을 

닫습니다.

목록 1

굳  이

끝  이

묻  힌

걷  

곹  

시걷인

굳이 따라가겠다면 어쩔 수 

없지.

머리카락 끝이 많이 상했다.

그는 해 선을 타고 보물이 

묻힌 섬을 찾아 떠났다.

불우이웃 성 이 많이 걷  

기쁘다

목록 2

해돋이

갇  

붙이다

솥  이

겉  이

가을걷이

바톧히

해돋이를 보러 정동진에 

갑니다.

사자가 우리에 갇  버렸다

편지 투에 우표를 붙인다

솥이 불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을 

조심해라.

농부들이 가을걷이에 바쁘다.

목록 2

곁  이

굳  

곧이듣다

같이하다

이숟이

  힌

친한 친구가 학을 가서 

곁이 허 하다.

승리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엄마는 항상 내 말을 

곧이듣는다.

친구와 심을 같이한다.

조음방법

- 

유음화

목록 1

넘기

난  로

분  리

칼  날

편리하다

한라산

  루

매일 5분씩 넘기를 하면 

몸이 건강해 진다.

난로는 겨울에 꼭 필요한 

생활용품이다.

쓰 기는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려라.

항상 칼날을 조심해야 한다. 

학교갈 때 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한라산 정상에 오르니 기분이 

상쾌했다.

목록 1

진  료

혼  란

윤  리

반  란

이 려

볼니시

의사가 진료 이다.

지  내 머릿속이 

혼란스럽다.

윤리 시간에는 도덕과 

질서에 해 배운다.

정부는 반란을 진압하 다.

목록 2

신  라

라도

훈  련

연  락

리인

설  날

불나히

박물 에서 신라시 의 

유물을 보았다.

라도는 비빔밥이 유명하다.

하루종일 극기 훈련을 받아 

몹시 피곤하다.

잠시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트 리인 아 씨는 매우 

친 하시다.

설날 아침에는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는다.

목록 2

선  로

천  리

달  님

령

박근로

둘  난

기차가 선로에 서 버렸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다

햇님과 달님이라는 책을 

밤새워 읽었다.

령에는 목장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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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훈련도구의 (유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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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pplied Multisensory Treatment on 
Phonological Process of Reading Pronunciation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1)

Soo-Jin Kima,§, Ji-Young Leeb

aDepartment of Communication Disorders, Korea Nazarene University, Cheonan, Korea
bCenter for Speech-Language, Korea Nazarene University, Cheonan, Korea

Background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a new combining 
multisensory reading treatment program for teaching the specific Korean phonological processes 
to the middle school students with delayed language development caused by mental retardation. 
Methods: The new program is a combination the multisensory (AVK: Auditory, Visual and 
Kinesthetic) approach, the wholistic approach and metalinguistic approach. When reading aloud, 
phonological processes should be adopted in order to understand and transmit the meaning of the 
words. The targets of treatment for reading pronunciation with the phonological process were 
tensification, palatalization, and lateralization. The participants were three children with reading 
pronunciation difficulties in tensification, palatalization, and lateralization. A multiple probe 
design was used to evaluate the treatment and generalization effects. Results: First, all three children 
improved on tensification, palatalization, and lateralization by the new combining multisensory 
reading treatment program. Second, it was effective in facilitating generalization on untrained 
words. Three children presented prominent generalization effects in lateralization. Third, the 
children were found to maintain partially their performance rates of the later phase of the reading 
with phonological process intervention three weeks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training. Discussion 
& Conclusion: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discussed in terms of the need of developing 
specialized Korean reading treatment program and individualized reading treatment in school.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8;13;26-43)

Key Words: multisensory treatment, phonological processing, delayed language development, 
dyslexia, reading problem, Korean, mental retar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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