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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낱말읽기에서의 

음운해독력 발달을 살펴 언어읽기장애 아동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6학년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2음절로 이루어진 낱말 68개를 제시

하여 아동의 음운해독력을 측정하였다. 의미유무에 따라, 자소-음소 일치여부에 따라, 음운규

칙에 따라 학년집단별로 발달양상을 살펴보았다. 결과: 초등학교에 재학한 학령기 아동은 초등

저학년이 초등중학년, 초등고학년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또한 무의미낱말보

다 의미낱말에서, 자소-음소 불일치낱말보다 일치낱말에서 수행력이 높았으며, 불일치 낱말

만 분석하였을 때에도 의미낱말에서 수행력이 더 높았다. 음운규칙별로 살펴보았을 때 된소리

화 규칙이 일찍 발달하고, 비음화, 기식음화, ㅎ탈락 규칙이 초등저학년에서 초등고학년으로 

갈수록 오류율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며, 설측음화와 구개음화 규칙은 초등고학년에서도 오류

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학령기 아동은 학년이 증가하면서 낱말에서

의 음운해독력이 발달하며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은 초등고학년까지 발달이 계속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의미유무, 음운규칙 적용여부에 따라서 다른 수행력을 보이며 음운규칙의 

종류에 따라 발달의 시기가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언어읽기장애 평가 및 

중재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1;16;143-153.

핵심어:  음운해독, 의미, 자소, 음소, 음운규칙

Ⅰ. 서 론

인간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가며 이러한 

의사소통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사회적응에 어

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수단 중 

하나가 읽기이다. 글을 읽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신

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지식을 얻기 위해 읽기를 습득

해야 하며 이러한 읽기의 습득 및 발달은 유아기의 문

자에 대한 경험부터 이어져 학령기에 많은 발전을 하

게 된다. 그러나 언어장애 아동의 경우 구어능력에서 

어려움이 학령기의 읽기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ASHA, 2001; Scarborough, 1998). 과거 여러 

연구에서 언어장애 아동들이 읽기부진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읽기장애아동의 경우 읽기

문제 이전에 언어적인 문제를 보였던 경우가 많다

(Catts & Hogan, 2003; Rescorla, 2002). 따라서 언

어발달과 함께 읽기발달이 평가 및 중재에 반영되어

야 한다.

읽기를 이해하는 모델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이  

읽기의 단순관점모델(simple view of reading)이다. 

이 모델에서는 읽기이해를 위한 두 가지 경로를 음운해독

(decoding)과 언어적 이해(linguistic comprehension)

로 설명하고 있다(Gough & Tunmer, 1986; Hoover 

& Gough, 1990). 음운해독은 글자에 음운을 대응시

켜 음운으로 해독해내는 능력을 말하며, 언어적 이해

능력은 어휘, 문법, 화용 등의 언어능력을 활용하여 들

어오는 언어적인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 

두 능력은 읽기이해를 위한 필수적인 능력으로 설명

되고 있으며, 이 두 능력 중 하나에 문제가 있다면 성

공적인 읽기이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중 음운해독력은 읽기발달에 있어 일찍 습득이 

시작되어 완성되는 능력이다. Chall (1983)의 읽기발

달 모델에서 음운해독과 관련된 발달을 살펴보면 아

동이 낱말을 하나의 상징으로 인지하여 읽는 단계와 

  

 

  

          

            

          

          

         

        

             

     

           

          

          

           

    

     

          

          

           

           

           

         

  

    

       



언어청각장애연구 2011;16;143-153

144

글자와 소리의 대응 규칙을 인식하여 새로운 낱말을 

읽어낼 수 있는 단계, 빠르고 자동적으로 읽어내는 유

창성 단계가 있으며, 이는 초등저학년 및 초등중학년

에 완성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음운해독력은 음운처

리, 어휘 등의 언어능력과 함께 발달하며 읽기를 통해 

학습을 하는 단계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하나의 과

업이 된다. 그러나 언어장애아동 및 읽기장애 아동

은 음운해독에서 어려움을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화수․김영태, 2006; 오효진․이윤경, 2007; 임헌아, 

2005; Bishop & Freeman, 1995; Catts et al., 2002; 

Hogan, Catts & Little, 2005). 읽기장애 아동은 특징

에 따라 더 자세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유형

에 따라 중재접근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때 음운해

독력이 중요한 정보가 된다(Aaron & Joshi, 1992; 

Catts, Hogan & Fey, 2003). 따라서 언어장애 및 읽

기장애 아동의 평가에서 음운해독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초기 음운해독은 글자와 소리의 대응규칙을 알고 

적용하는 음운경로(phonological route)가 중요한 시

기이나 아동이 자소와 음소가 불일치되는 낱말을 읽

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글자에 대응하는 소리를 연결

하는 것을 넘어 빠른 시각적 재인에 의해 자동적으로 

읽는 시각적 경로(visual route)를 사용한다(Catts & 

Kamhi, 2005). 따라서 의미적 친숙도에 따라, 의미

유무에 따라 수행력이 달라질 수 있다(김명희, 2003; 

김미배․배소영, 2007; 김애화․임화경․박성희, 2009; 

이재희, 2003; 임유진․김영태, 2008). 읽기에 능숙한 

아동은 글자를 읽는 데 중요한 음운재부호화 능력이 

뛰어난 반면, 읽기장애 아동은 음운재부호화에 어려

움이 있어, 무의미낱말을 읽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고 

한다(Wagner & Torgesen, 1987). 그러므로 의미유

무에 따른 아동의 수행력을 살펴보는 것이 읽기장애 

아동을 판별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한글은 자소와 음소의 대응이 매우 규칙적인 문자

체계이다. 따라서 글자읽기가 매우 용이하다(윤혜경․

권오식․이도헌, 2001). 그러나 한글에도 음운규칙이 

적용되면서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불규칙적이 되는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들이 있으며 이를 읽어내는 

것이 음운해독력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한국어 음운규칙에 따른 음운변화는 크게 대치, 탈락, 

축약, 첨가가 나타나는 음운규칙들로 나눌 수 있다. 이

상억(1990)은 이러한 음운규칙 중 음운규칙의 발생빈

도와 백분율에서 된소리화(독서→독써), 비음화(작문

→장문), 설측음화(난로→날로), 평폐쇄음화(부엌→

부억), 구개음화(굳이→구지), ㅎ탈락(좋은→조은), 

두음법칙(녀자→여자), ㅡ탈락(가+으니→가니), ㅏ,

ㅓ탈락(가+아→가), 기식음화(놓+고→노코), 활음화

(보+아→봐), 사잇소리(봄비→봄삐), 연음화(울어→

우러)가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임유경(2005)은 음운규칙들 중 어미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활음화와 읽는 방법에 있어 다른 대안이 없

는 평폐쇄음화, 제시낱말에서 이미 적용되는 두음법

칙, 어떤 환경에서 일어날지 그 조건이 절대적이지 않

고 수의적인 첨가의 음운규칙은 적용의 논의에서 제

외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음운규칙에 따른 음

운변화로 인해 자소와 음소의 대응이 달라지면서 아

동들은 단순한 대응이 아닌 한국어 글자체계에서의 

규칙을 배우고 적용해야 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이

러한 음운규칙 적용단어에 따라 음운해독력의 발달 

시기와 패턴이 다르며 읽기장애 아동에게서 이러한 

자소-음소 불일치형 음운해독의 제한이 나타나기 때문

에 읽기장애 아동의 특성을 파악할 때 음운규칙의 적용

여부, 적용할 수 있는 음운규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말한다(김명희, 2003; 양민화, 2009; 임유진․

김영태, 2008; Snowling, 1980). 

이러한 의미여부, 자소-음소 일치여부에 따른 일반

아동의 음운해독력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주로 유치

원, 초등저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무의

미낱말보다 의미낱말을, 자소-음소 불일치 낱말보다 

글자대로 소리내어 읽는 자소-음소 일치형의 낱말을 

더 쉽게 읽어낸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

이 일부의 학년집단과 변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아동의 발달양상을 살펴보기 어려워 

후속연구를 제언하고 있다(김미배․배소영, 2007; 

서홍욱, 2002; 윤효진; 2002).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음운해독력은 읽기발달

에서 중요한 습득과제가 되며, 아동이 알고 있는 의미

지식, 음운지식, 한글체계에서의 규칙 등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들이 발달시기

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음운해독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보이는지 분

석하여 아동이 낱말의 음운해독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유창한 독자가 되어 읽기이해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사용가능한 표준화검사에서

는 음운해독력을 자세히 측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

인 음운해독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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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연구들에서는 한정된 학년집단의 음운해독력을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

의 음운해독력 발달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음

운해독력 중 의미유무, 자소-음소 일치여부의 변인에 

따라 살펴보기 용이한 낱말재인능력 측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살펴보았다. (1) 학년집단

과 의미의 유무에 따라 음운해독력에 차이가 있는가 

(2) 학년집단과 자소-음소 일치 여부에 따라 음운해

독력에 차이가 있는가 (3) 자소-음소 불일치형에서 

학년집단과 낱말의 의미유무에 따라 음운해독력에 차

이가 있는가 (4) 학년집단에 따라 오류를 보이는 음운

규칙의 발달양상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서울, 경기, 강원, 전남, 경남, 충청지역의 

1∼6학년 각 50명씩 총 300명의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아동은 구문의미이해력 검사(배소영 외, 

2004) 혹은 수용·표현 어휘력검사(REVT)(김영태 

외, 2009) 수용어휘에서 -1표준편차 이상에 속하며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BASA)(김동일, 2005)

에서 16%ile이상, 혹은 기초학력검사(KISE-BAAT)

(박경숙 외, 2008) 읽기검사에서 학력지수 95이상으

로 평균이상에 속하는 아동이다. 이들은 교육기관의 

교사의 보고에 따라 인지능력이 정상이라고 판단된 

아동이며 시각적, 청각적, 정서적, 신체적 문제가 없다

고 보고된 아동이다. 자세한 대상아동의 정보는 <표

- 1>과 같다. 

<표- 1> 상아동의 정보

연령
(개월)

REVT
(%ile)

BASA
(%ile)

KISE-
BAAT

(학력지수)

등
학년

(n=100)

평균  95.35 65.45 53.13 102.29

표 편차 3 22.41 19.33   3.90

등
학년

(n=100)

평균 119.85 63.18 56.88  99.71

표 편차   6.65 20.28 24.57   2.69

등
고학년
(n=100)

평균 142.30 56.81 - 101.00

표 편차   7.02 17.22 -   2.58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1∼6학년 아동의 음운해독력을 측

정하기 위해 언어기반읽기평가(배소영․윤효진․

김미배, 출판준비중)의 하위항목인 낱말재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언어기반읽기평가는 읽기전문가 1인, 언

어치료사 5인, 초등교사 6인이 평가도구의 각 항목에 

대한 타당도를 1∼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평균 4.3

으로 내용타당도를 갖추었다.

낱말재인 평가는 의미 및 무의미의 2음절 낱말로 되

어 있으며,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 34개와 음운규칙이 

적용된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 34개, 총 68개 낱말로 

되어 있다. 음운규칙은 이상억(1990)과 임유경(2005)

을 참고로 하여 된소리화, 비음화, 구개음화, 설측음화, 

ㅎ탈락, 기식음화, 사잇소리, 연음화 규칙이 1차로 선정

되었다. 그러나 사잇소리의 경우 합성어의 경우에 나타

나며, 예비실험에서 대학생 10인을 대상으로 낱말을 읽

도록 한 결과 8명이 무의미에서 적용하지 않아 사잇소

리를 제외하였다. 그리고 연음화의 경우 초등 2학년, 

4학년 아동 각 15명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실시한 결

과, 낱말수준에서 연음화적용 없이 한 음절씩 읽는 경

향이 나타나 발달을 살펴보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

여 제외하였다. 따라서 된소리화 6문항, 비음화 6문항, 

구개음화 6문항, 설측음화 4문항, ㅎ탈락 6문항, 기식

음화 6문항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모든 검사문항

은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을 때 약 97%의 정

확율을 보였다. 선정된 검사 문항은 <표- 2>와 같다. 

검사는 조용한 방에서 검사자와 아동 1 : 1로 실시되

었다. 검사자는 아동에게 각 낱말을 하나씩 제시하여 

소리내어 읽게 하였으며 아동의 반응을 그대로 기록하

였다. 총 68낱말에 대해 아동이 정반응한 문항에 1점을 

부여하여 원점수를 산출하였다(68점). 또한 의미유무

에 따라 바르게 읽은 낱말에 1점을 부여하여 의미낱말

과 무의미낱말의 원점수를 산출하였으며(의미낱말 34

점, 무의미낱말 34점) 자소-음소 일치여부에 따라 바르

게 읽은 낱말에 1점을 부여하여 자소-음소 일치낱말과 

불일치낱말의 원점수를 산출하였다(자소-음소 일치낱

말 34점, 불일치낱말 34점).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

은 의미유무에 따라 바르게 읽은 낱말에 1점을 부여하

여 원점수를 산출하였다(자소-음소 불일치형의 의미

낱말 17점, 무의미낱말 17점).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

말은 음운규칙에 따라 오류를 분석하였다. 각 음운규칙

별 오류횟수를 해당 음운규칙별 낱말 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음운규칙별 오류율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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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무의미

자소-음소 일치형
포도, 치마, 시원, 장미, 시장, 발톱, 
맏딸, 한숨, 소리, 냉정, 야구, 가방, 

교장, 철, 소설, 단속, 정상

가더, 배, 뚜포, 수젤, 벙미, 조번, 
둔 , 방 , 총, 긴똠, 종둗, 달만, 

비 , 교상, 다돈, 분달, 맏뚝

자소-음소 
불일치형

된소리화 입구, 독서, 작 박산, 넙다, 햅밥 

비음화 닫는, 작문, 직물 삭 , 족말, 덥말

구개음화 같이, 굳이, 닫 갇이, 숟이, 겉

설측음화 난로, 논리 말내, 니

ㅎ탈락 빻은, 닿은, 좋은 넣운, 젛은, 닿운

기식음화 놓다, 쌓고, 박하 떻다, 긷하, 딥합

<표- 2> 선정된 검사문항
  

3. 통계처리 및 신뢰도 분석

1∼2학년을 초등저학년으로, 3∼4학년을 초등중학

년으로, 5∼6학년을 초등고학년으로 한 학년집단과 

의미유무, 자소-음소 일치여부 등의 독립변인에 따른 

음운해독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PSS 15.0을 이

용하여 반복측정 이요인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년별 음운규칙오류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를 실시하였다. 

전체 검사자료의 20%인 60명 자료에 대해 두 검사

자간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아동반응 전사신뢰도는 

98.7%, 채점신뢰도는 100%로 나타났다.

Ⅲ. 연구 결과

1. 학년집단과 의미의 유무에 따른 음운해독력

의미 34, 무의미 34, 총 68개 낱말에서 학년집단과 

낱말의 의미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 3>, <표 - 4>, 

<표 - 5>, <그림 - 1>과 같다. 

<표 - 3> 학년집단과 낱말의 의미유무에 따른 음운
해독력 기술통계 결과

의미낱말 무의미낱말 체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등 학년 27.88 2.717 23.54 3.694 51.42 5.620

등 학년 29.93 2.512 26.45 3.365 56.38 5.367

등고학년 30.92 2.501 27.74 3.041 58.66 4.862

총 29.58 2.866 25.91 3.798 55.49 6.082

<표 - 4> 학년집단과 낱말의 의미유무에 따른 음운
해독력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간

학년집단 1370.293 2  685.147 48.925
**

오차 4159.180 297   14.004 　

집단내

의미유무 2016.667 1 2016.667 498.261**

학년*의미유무   36.253 2   18.127  4.479

오차 1202.080 297    4.047

총 8784.473 599
**p< .01

<표- 5> 음운해독력의 학년집단차이에 한 사후분석

등 학년 등 학년

등 학년 *

등고학년 *

<그림- 1> 학년집단과 낱말의 의미유무에 따른 
음운해독력

학년집단과 낱말의 의미유무에 따른 음운해독력

을 분석한 결과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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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2,297) =

48.925, p< .01). 학년집단에 따른 차이를 사후분석

한 결과, 초등저학년과 초등중학년, 초등저학년과 초

등고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의미유무

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의미낱말을 무의미낱말보다 더 

잘 읽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1,297) =498.261, p <

.01) 학년집단과 의미유무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나

타나지 않았다. 

2. 학년집단과 자소-음소 일치 여부에 따른 음운

해독력

자소-음소 일치형 34, 불일치형 34, 총 68개 낱말

에서 학년집단과 낱말의 자소-음소 일치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표 - 6>, <표 - 7>, <표 - 8>, <그림 - 2>와 

같다. 

<표- 6> 학년집단과 낱말의 자소-음소 일치여부에 
따른 음운해독력 기술통계 결과

자소-음소 
일치낱말

자소-음소 
불일치낱말

체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등 학년 32.32 1.638 19.10 4.840 51.42 5.620

등 학년 33.07 1.121 23.31 4.882 56.38 5.367

등고학년 33.51 0.674 25.15 4.802 58.66 4.862

총 32.97 1.303 22.52 5.451 55.49 6.082

<표- 7> 학년집단과 낱말의 자소-음소 일치여부에 
따른 음운해독력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간

학년집단  1370.293 2   685.147   48.925**

오차  4159.180 297    14.004 　

집단내

일치여부 16369.927 1 16369.927 1501.865**

학년*일치여부   625.853 2   312.927   28.710**

오차  3237.220 297    10.900

총 25762.473 599
**p< .01

<표- 8> 음운해독력의 학년집단차이에 한 사후분석

등 학년 등 학년

등 학년 *

등고학년 *

<그림- 2> 학년집단과 낱말의 자소-음소 
일치여부에 따른 음운해독력

학년집단과 낱말의 자소-음소 일치여부에 따른 음

운해독력을 분석한 결과 학년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2,297) = 48.925, p< .01). 학년집단

에 따른 차이를 사후분석한 결과, 초등저학년과 초등

중학년, 초등저학년과 초등고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다. 자소-음소 일치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자소-음소 일치형이 불일치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297) =

1501.865, p< .01) 학년집단과 낱말의 자소-음소 일치

여부 간의 상호작용효과도 나타났다(F(2,297) = 28.710, 

p< .01). 이는 자소-음소 일치형은 학년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소-음소 불일치

형 낱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초등저학년에서 

자소-음소 일치형과 불일치형 간의 차이가 컸으나 

학년이 증가하면서 이 차이가 감소하여 나타난 결과

이다. 

3. 자소-음소 불일치형에서 학년집단과 낱말의 

의미유무에 따른 음운해독력

초등저학년부터 정확하게 읽는 것으로 나타나는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을 제외하고 고학년까지 발달

을 보이는 자소-음소 불일치형낱말의 발달이 의미유

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음운규칙

을 적용해야 하는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의 의미 

17, 무의미 17, 총 34개 낱말에서 학년집단과 낱말의 

의미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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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 9>, <표 - 10>, <표 -

11>, <그림 - 3>과 같다. 

<표- 9> 자소-음소 불일치형에서 학년집단과 낱말의 
의미유무에 따른 음운해독력 기술통계 결과

의미낱말 무의미낱말 체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등 학년 11.11 2.558  7.99 3.023 19.10 4.840

등 학년 13.00 2.478 10.31 2.901 23.31 4.882

등고학년 14.00 2.433 11.15 2.976 25.15 4.802

총 12.70 2.757  9.82 3.246 22.52 5.451

<표- 10> 자소-음소 불일치형에서 학년집단과 낱말의 
의미유무에 따른 음운해독력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간

학년집단   961.870 2  480.935 41.039**

오차  3480.570 297   11.719 　

집단내

의미유무  1249.927 1 1249.927 380.220**

학년*의미유무     4.723 2    2.362  0.718

오차   976.350 297    3.287

총 6673.44 599
**
p< .01

<표- 11>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에서 음운해독력의 
학년집단차이에 한 사후분석

등 학년 등 학년

등 학년 *

등고학년 *

<그림- 3> 자소-음소 불일치형낱말에서 학년집단과 
의미유무에 따른 음운해독력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에서 학년집단과 낱말의 

의미유무에 따른 음운해독력을 분석한 결과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음운해독력이 증가하여 학년집단에 따

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2,297)=41.039, p<

.01). 학년집단에 따른 차이를 사후분석한 결과, 초등

저학년이 초등중학년보다, 초등저학년이 초등고학년

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의미유무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의미낱말을 무의미낱말보다 잘 읽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1,297)=380.220, p< .01) 학년

집단과 낱말의 의미유무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

지 않았다.

4. 학년집단에 따른 음운규칙 적용의 발달

학년집단에 따른 음운규칙 적용의 발달을 음운규

칙별 오류율로 살펴본 결과는 <표- 12>, <그림- 4>

와 같다. 

<표- 12> 학년집단별 음운규칙 오류율 기술통계

(단위 : %)

된소리
화

비음화
구개
음화

설측
음화

ㅎ탈락
기식
음화

등
학년

평균 14.67 30.83 66.00 64.25 47.17 43.00

표
편차

 20.553  27.357  25.505  28.037  25.409  24.295

등
학년

평균  9.33 21.50 54.50 52.00 29.00 27.33

표
편차

 15.591  22.385  26.575  32.310  24.114  22.908

등
고학년

평균  7.83 20.67 43.50 48.00 22.67 19.67

표
편차

 15.067  26.498  23.558  30.293 25.350  19.731

<그림- 4> 학년집단별 음운규칙 오류율(%)

아동의 음운해독 오류를 살펴본 결과 초등저학년, 

초등중학년은 구개음화, 설측음화, ㅎ탈락, 기식음화, 

비음화, 된소리화의 순으로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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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초등고학년은 설측음화, 구개음화, ㅎ탈락, 비음화, 

기식음화, 된소리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된소리화의 

경우 초등저학년부터 낮은 오류율을 보여 중, 초등고

학년에 이르러서는 오류율이 10%이하로 나타났다. 

비음화, ㅎ탈락, 기식음화는 초등저학년 오류율이 30

∼50%에서 초등고학년에서는 20∼25%의 비율로 점

차 오류율이 낮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구개음화

와 설측음화는 초등저학년에 비하여 중, 초등고학년

의 오류율이 낮으나 초등고학년에서도 오류율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령기 아동

을 대상으로 음운해독력의 발달을 살펴보았다. 그 결

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68개 문항의 2음절 낱말을 제시 후 아동의 정

반응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 학년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초등중학년이 

초등저학년보다, 초등고학년이 초등저학년보다 유의

하게 높은 수행력을 보인 결과로, Chall (1983)의 읽

기발달 단계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음운해

독력이 발달하는 시기가 초등저학년에서 초등중학년

이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음운해독력 발

달이 아동의 읽기발달에서 중요한 과제가 됨을 확인

하였다. 그러므로 아동의 읽기능력에서 음운해독력을 

살펴보아야 하며, 특히 초등저학년과 초등중학년 아

동의 경우 음운해독력이 발달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해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또한 전체 음운해독력의 정확율을 살펴보

면 초등저학년이 약 75%, 초등중학년이 약 82%, 초

등고학년이 약 85%의 정확율을 보였는데, 이러한 발

달적 준거는 언어장애 및 읽기장애 아동의 읽기능력

을 살펴보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의 음운해독력을 낱말의 의미유무에 따

라 살펴본 결과, 의미낱말에서 무의미낱말보다 높은 

수행력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로, 

의미적으로 친숙한 낱말일 때가 자소에 음운을 대입

하였을 때보다 더 해독이 쉬운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

다(김미배․배소영, 2007; 김애화․임화경․박성희, 

2009; 이재희, 2003; 임유진․김영태, 2008). 즉, 의미

적으로 알고 있거나 친숙한 낱말일 때 자신이 알고 있

는 어휘의 음운을 바로 인출하여 읽어내는 반면, 무의

미 낱말일 때에는 자신의 음운지식에서 해당 음운을 

자소에 대입하여 읽어내기 때문에 수행력이 낮을 수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낱말단위의 재인보다 음

소단위로 분석, 음운 대입 등의 능력이 필요하다(Catts 

& Kamhi, 2005). 

음운규칙이 적용되는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

에서 의미유무에 따라 살펴본 결과,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의미낱말의 수행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배․배소영, 2007; 김애화․임화경․박성희, 2009; 

임유진․김영태, 2008). 즉, 한글의 음운규칙을 적용

하는 데 있어서도 의미적으로 친숙한 낱말일 때 자신

의 어휘집에 있는 낱말을 인출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낱말의 자소-음소 일치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

과, 자소-음소 일치형에서 초등저학년은 약 94%, 초

등중학년과 초등고학년은 약 97%의 정확율을 보였으

며, 불일치형에서는 초등저학년이 약 55%, 초등중학

년이 약 67%, 초등고학년이 약 73%의 정확율을 보

였다. 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자소-음소 일

치형 낱말에서 더 높은 수행력이 나타났다(김미배․

배소영, 2007; 김애화․임화경․박성희, 2009). 여기

서 주목할 점은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은 초등저학년

에서 이미 음운지식을 활용하여 읽고 있으나, 불일치

형의 경우 한글체계에서 나타나는 음운규칙을 학습하

여 관습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하므로 학년집단 간 수

행력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저학년

에서는 자소-음소 일치형과 불일치형의 수행력에서 

차이가 크나 초등고학년으로 갈수록 점차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즉, 음운해독력의 발달에서 초등

저학년에서는 자소-음소 일치형의 낱말읽기를 잘 습

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점차 한글체계에서의 음운규칙

을 학습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초등고학년 집단에서도 자소-음소 일치형과 

불일치형 간의 수행력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의 경우 초등저학년부

터 완성이 되는 음운해독력이며, 자소-음소 불일치형

에서의 음운해독력이 초등고학년까지 계속되고 있음

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음운해독력 발달에 중요한 음운규칙별

로 오류율을 살펴본 결과, 구개음화와 설측음화 오류를 

가장 많이 보였으며 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김애화․강은영, 2010; 김애화․임화경․박성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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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김영태, 2008). 음운해독의 오류를 학년집단

별로 살펴보았을 때 된소리화의 경우 초등저학년부터 

오류율이 낮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양민화(2009)

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미 된소리화 

규칙의 적용이 유치원시기부터 이루어지는 쉬운 음운

규칙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비음

화, ㅎ탈락, 기식음화는 초등저학년에서 높은 오류율

을 보이다가 학년이 증가하면서 오류율이 낮아지는 

발달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설측음화, 구개음화의 경

우 학년이 증가하면서 오류율이 낮아지나 여전히 높

은 오류율을 보여 늦게 발달하는 음운규칙인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음운해독의 

평가와 중재에 있어 어떤 음운규칙을 중심으로 분석

하고 어떠한 음운규칙을 먼저 중재할 것인가에 대한 

준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령기 아동

의 음운해독력 발달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 결과 첫

째, 음운해독력의 발달이 초등저학년과 초등중학년에 

주로 이루어지나 음운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초등고

학년까지 지속되는 발달과제가 됨을 알 수 있었으며, 

의미유무, 자소-음소 일치여부에 따라 아동의 수행력

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운해독력 발달

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음운규칙 적용도를 살펴

본 결과, 일찍 습득되는 음운규칙, 점차 습득을 하는 

음운규칙, 늦게 습득되는 음운규칙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발달순서의 제시는 언어장애 및 읽기장애 아

동의 읽기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재계

획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의 연구

에서는 낱말의 의미유무뿐만 아니라, 친숙도에 따른 

발달양상을 살펴보며, 음운해독력이 낱말단위뿐만 아

니라 문단글 단위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읽는 유창성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낱말에서의 음운해독력이 문단

에서의 읽기유창성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

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음운해독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 온 음운처리력과 어휘력을 음운해독

력의 의미유무, 자소-음소 일치여부에 따라 살펴보아 

음운해독 과정에서 어떠한 처리능력이 작용하는지 함

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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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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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decoding development in Korean 
children in word reading and provided guidelines for assessing and improving word reading 
ability. Methods: Three hundred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cluding three developmental 
grade groups, participated in this study. Each child was requested to read 68 two-syllable-words, 
considering meaning familiarity and grapheme-phoneme correspondence. Six representative 
phonological rules in Korean word reading were measured. Results: Generally, Korean 
children read meaning words better than they did nonsense words and grapheme-phoneme 
correspondent words better than grapheme-phoneme non-correspondent words. First- and 
second-graders performed poorly compared to third-grade and higher groups. Among the six 
phonological rules, tensification was acquired early, during the first- and second-grades, with 
the rules, nasalization, aspiration, and h elision developing later. Interestingly, the lateralization 
and palatalization rules seemed to still be developing in all of the tested children. Discussion 
& Conclusions: The word reading ability of Korean children showed universal patterns in 
meaning dependency and grapheme-phoneme correspondence. Given that the Korean language 
is highly transparent in spelling, it is interesting that fifth- and sixth-grade children were still 
developing decoding ability for the application of the lateralization and palatalization rules. 
These results could be used as guidelines to assess and improve word reading ability.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1;16;143-153)

Key Words: Korean word reading development, decoding, meaning, grapheme, phoneme, 
phonologic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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