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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교 읽기부진아동의 해독특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읽기집단, 

학년집단, 낱말의 의미 유무, 자소-음소 일치 여부,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의 의미 유무, 자소-

음소 불일치형 낱말의 의미 유무에 따른 해독력과 음운규칙 오류율을 살펴보았다. 방법:  초등

학교 1∼6학년에 재학중인 89명의 읽기부진아동과 학년을 일치시킨 89명의 일반아동 총 178

명이 참여하였고, 2음절 낱말 68개의 해독력을 평가하였다. 결과:  읽기부진아동은 일반아동보

다 모든 해독과제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읽기부진아동은 초등중학년과 초등고학년 사이

에 낱말해독력의 증진을 보이는 반면, 일반아동은 초등저학년에서 초등중학년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해독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읽기집단 모두 의미낱말보다 무의미낱

말에서,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보다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에서, 자소-음소 일치형과 자소

-음소 불일치형의 의미낱말보다 무의미낱말에서 더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읽기부진아동은 의미 유무와 자소-음소 일치 여부에 더 영향을 받으며, 무의미낱말과 자소-음

소 불일치형 낱말에서 더 어려움을 보였다. 음운규칙별로 살펴보았을 때 두 읽기집단 모두 

비슷한 발달패턴을 보였다. 된소리와 비음화 음운규칙에서 낮은 오류율을 보이며 일찍 습득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개음화와 설측음화 음운규칙은 고학년에서도 높은 오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일반아동은 초등중학년에서 해독능력이 자동화되는 반면, 읽

기부진아동은 초등중학년까지 어려움을 보이다가 초등고학년에서 해독능력이 자동화되는 것

으로 나타나 해독기술이 완성되는 시기가 다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읽기부진아동은 무의

미낱말,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 해독과제에서 더 어려움을 보였으며, 이는 읽기부진아동이 

자소와 음소의 대응 규칙을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읽기부진아동은 음운규칙을 적절하게 적용시키는데 어려움을 보이며, 음운규칙의 발달

시기도 늦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달양상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1;16:582-596.

핵심어:  무의미낱말, 음운규칙, 의미낱말, 읽기부진아동, 자소-음소 대응 규칙성, 해독

 

Ⅰ. 서 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어환경에 자연스럽게 노

출이 되고, 큰 어려움 없이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하

지만 구어를 습득하는 것과 달리 읽기는 오랜 기간의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습득한다. 해독기술을 습득하

기 위해서 일단 아동은 그 언어의 음운체계에 익숙해

지며 어휘를 습득하고, 본격적인 해독을 위해 글자와 

소리의 대응 규칙을 학습을 통해 배워야 한다. 

읽기발달단계에 따르면, 학령전기에 다양한 언어 

및 읽기 활동에 노출이 되면서 읽기사회화가 시작되

고 하나의 낱말을 시각적인 상징체로서 인식하여 읽

는 상징단계(logographic stage)를 겪는다. 초등학교

에 입학하여 정규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아동은 자

소와 음소의 대응규칙을 인식하여 낱말을 읽는 알파

벳 단계(alphabetic stage)와 어휘와 일견단어(sight 

word)의 증가와 함께 빠르고 자동화된 해독이 이루어

지는 철자단계(orthographic stage)를 거치게 되며 이

러한 알파벳 단계와 철자단계는 초등저학년에서 초등

중학년에 완성이 된다(Chall, 1983). 

자소와 음소의 대응규칙을 습득하고 빠르고 자동

화된 해독을 완성하는 단계는 언어에 따라 다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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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Landerl, Wimmer & Frith, 1997; Frith, 

Wimmer & Landerl, 1998). 특히, 표기체계의 깊이

(Depth of Orthography)가 해독을 습득하고 완성

하는 시기, 속도, 패턴에 영향을 주고 표기체계에 따

라 읽기부진아동이나 난독증을 가진 아동의 해독 특

성도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표기체계는 

자소와 음소의 대응정도에 따라 심층표기체계(Deep 

orthography)와 표층표기체계(Shallow orthography)

로 나누어진다. 심층표기체계는 자소와 음소의 대응

이 규칙적이지 않으며, 영어가 그 대표적인 언어이다. 

표층표기체계는 자소와 음소의 대응이 규칙적이며, 

한국어, 독일어, 이탈리아어가 여기에 속한다. 표층표

기체계에서 읽기를 배우는 아이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이 자소와 음소의 대응 규칙에 근거하여 해독을 습

득하며 의미낱말과 무의미낱말 과제 모두에서 초등저

학년시기에도 해독 오류율이 높지 않다. 반면 심층표

기체계에서의 아이들은 자소-음소의 대응이 불규칙

하기 때문에 낱말을 읽을 때 자소-음소의 대응규칙 

뿐 아니라 의미단서와 같은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따라서 의미단서를 사용할 수 없고 자소와 음소의 대

응 규칙을 적용해야만 하는 무의미낱말에서 더 높은 

오류를 보인다(Frith, Wimmer & Landerl, 1998; 

Wimmer & Goswami, 1994). 해독이 완성되는 시기

도 표층철자체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Frith, 

Wimmer & Landerl, 1998), 표층철자체계인 한국어

에서도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과제에서 초등학교 2학

년이 되면 90% 이상의 정반응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윤혜경, 1997; 윤효진․배소영․고도흥, 2005). 

낱말을 해독하는 전략을 설명하는 모델로서 이중

경로모형(Dual-Route Model)이 대표적이며, 이 모

델은 독립적이지만 상호적인 어휘경로(lexical route)

와 음운경로(non-lexical route) 두 과정을 통해 해독

과정을 설명한다(Castles et al., 2006; Coltheart et 

al., 2001). 어휘경로는 쓰여진 글자의 어휘 정보에 의

해 심상어휘집의 단어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이어

서 자소-음소의 규칙성보다는 친숙한 낱말일 경우 하

나의 덩이로서 인식되어 어휘집으로부터 인출이 되

며, 특히 자소와 음소의 대응이 일치하는 않는 불규칙 

낱말을 읽을 때 이 경로에 의해 해독이 가능하다. 음

운경로는 자소와 음소의 대응규칙에 근거하여 철자를 

음운부호로 해독하는 과정을 거친 후 합쳐진 음운부

호가 어휘집의 어휘와 연결되어 산출하는 경로로서, 

친숙하지 않거나 무의미낱말을 해독하는 경우 음운경

로를 통해 해독한다. 자소-음소의 대응규칙을 배우는 

알파벳 단계(alphabetic stage)에 있는 아동은 자소-

음소 대응규칙을 적용한 전략을 주로 사용하며 표층

표기체계에 있는 아이들이 심층표기체계에 있는 아이

들보다 더 음운경로를 통해 해독하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Marcolini, Burani & Colombo, 2009; 

Mayringer & Wimmer, 2000). 

자소-음소 대응규칙에 대한 지식은 주로 무의미낱

말 해독과제를 통해서 평가되며, 아동의 해독능력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무의미낱말에 포함된 

항목은 그 언어체계 내에서 수용가능한 음절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무의미낱말은 의미낱말처럼 하나의 

덩어리로서 인식할 수 없고, 친숙함이나 의미적 단서

에 의해 해독할 수 없는 낱말이기 때문에 의미낱말보

다 해독하는데 더 어려운 경향이 있다. 아이들은 이때 

대체로 음운경로를 통해 자소-음소 대응규칙을 적

용하여 무의미낱말을 해독하는 경향이 있다. 선행연

구에 따르면, 학령기 아동은 의미낱말을 무의미낱말

보다 더 잘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배․배소영, 

2011; 윤효진․배소영․고도흥, 2005). 또한 읽기부

진아동은 의미낱말과 무의미낱말 모두에서 일반아동

보다 낮은 수행력을 보이지만, 특히 무의미낱말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윤효진․

배소영․고도흥, 2005). 난독증아동은 어휘적 경로의 

어려움이기 보다는 자소와 음소를 대응시키는 음운경

로에서의 결함을 가진다. 그래서 자소-음소 대응규칙

에 대한 지식을 통해 해독을 해야 하는 무의미낱말에

서 더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anderl, 

Wimmer & Frith, 1997). 자소와 음소의 대응이 불일

치한 낱말에서도 무의미낱말이 의미낱말보다 더 어려

운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숙․김정오, 2003). 

낱말해독이 습득되는 초등학교 시기에 자소-음소 

대응 규칙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자소와 음소가 일대

일로 대응되지 않는 낱말의 음운 규칙성을 습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음절이 결합하면서 앞이나 뒤의 음

소에 의해 음이 변하는 불규칙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음이 변하는 현상에 규칙성이 있을 때 음운규칙이라 

한다(신지영․차재은, 2003). 한글은 자소와 음소의 

대응이 높은 표층표기체계이지만 자소-음소의 대응

이 불규칙한 낱말이 있기 때문에 이 불규칙한 낱말

들을 정확하게 해독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발

달지표가 된다. 아동은 지속적으로 읽기교육에 노출

되면서 음운규칙을 습득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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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율을 보이는 음운규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유경, 2005). 초등학교 학생의 음운규칙 적용에 대

한 논문을 살펴보면, 된소리와 비음화 음운규칙은 일

찍 습득되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음운규칙을 적절

하게 적용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배․배소영, 

2011). 구개음화와 설측음화 음운규칙은 높은 오류율

을 보이며 늦게까지 완전히 습득되지 않는 음운규칙으

로 나타났다(김미배․배소영, 2011; 김애화․강은영, 

2010; 임유진․김영태, 2008). 또한 읽기부진아동과 

일반아동의 해독력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읽기부

진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음운규칙을 적용하는데 더 어

려움을 보였다고 보고했다(김애화․강은영, 2010). 

요약하면, 해독 습득단계에 있는 초등학생은 읽기

해독과정에서 낱말의 의미 유무 그리고 자소-음소 일

치 여부에 따라 해독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의미낱말이 무의미낱말보다 더 높은 수행력을 

보였으며,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에서도 의미낱말

을 더 쉽고 정확하게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

소-음소 일치형 낱말의 해독이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보다 더 높은 해독력을 보였으며, 음운규칙의 적

용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도 발달이 진행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는 일부학년의 발

달에 국한되어 있거나 일반아동의 발달적인 측면을 

연구했기 때문에 읽기부진아동의 해독발달 특성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부진아동의 

해독발달과 패턴을 보기 위해 초등저학년, 초등중학

년, 초등고학년으로 학년집단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낱말의 의미 유무와 자소-음소 일치 여부가 읽

기집단과 학년에 따라 해독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

보았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읽기집단, 학년집단 

및 의미 유무에 따라 해독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2) 

읽기집단, 학년집단 및 자소-음소 일치 여부에 따라 

해독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3) 자소-음소 일치형 낱

말에서 읽기집단, 학년집단 및 낱말의 의미 유무에 따

라 해독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4) 자소-음소 불일치

형 낱말에서 읽기집단, 학년집단 및 낱말의 의미 유무

에 따라 해독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5) 읽기집단, 학

년집단에 따라 음운규칙의 발달패턴이 유사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 강원, 전남, 경남, 충청지역

의 초등 1∼6학년의 읽기부진아동 89명, 읽기일반아

동 89명이었다. 학년에 따른 낱말해독력 발달을 살펴

보기 위해 초등 1∼2학년, 3∼4학년, 5∼6학년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읽기부진아동은 기초학력검사

(KISE-BAAT)(박경숙 외, 2008)에서 학력지수가 

90이하인 아동이며, 일반아동은 교육기관의 교사 보

고에 의해 읽기에 어려움이 없으며, 구문의미이해력

검사(배소영 외, 2004) 혹은 수용표현어휘력검사

(REVT)(김영태 외, 2009)에서 -1 표준편차 이상에 

속하는 아이들이다. 모든 아동은 일반학교의 일반학

급에 있는 아동이며, 시각적, 청각적, 정서적, 신체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아동이다. 

2. 연구절차 

해독력을 측정하기 위해 언어기반읽기평가(배소영  

외, 출판준비중)의 하위항목인 낱말재인 검사를 사용

하였다. 낱말재인평가는 각각 34개의 2음절 의미낱말

과 무의미낱말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68개의 

낱말 중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이 34개, 자소-음소 불

일치형 낱말이 34개이다.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

에 적용된 음운규칙은 된소리화 6문항, 비음화 6문항, 

기식음화 6문항, ㅎ탈락 6문항, 구개음화 6문항, 설측

음화 4 문항이었다(<표 - 1>참조). 김미배․배소영

(201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인도 무의미낱말과제

에서 사잇소리 음운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

고, 연음화 규칙은 초등 4학년에서도 낱말수준으로 제

시했을 때 음절단위로 띄어 읽는 경향이 있어 사잇소

리와 연음화 음운규칙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검사는 학교에서 마련해 준, 소음에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아동과 1:1로 실시되었으며, 검사자

는 아동에게 각 낱말을 하나씩 제시하였다. 각 낱말을 

정확하게 읽었을 때 1점이 부과되어 모든 낱말에서 정

반응을 보였을 때 원점수는 68점이었다. 의미 유무에 

따른 의미낱말과 무의미낱말, 자소-음소 일치 여부에 

따른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과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은 정반응한 문항의 원점수를 34로 나눈 뒤 100을 

곱하여 정반응율을 계산하였다. 자소-음소 일치형 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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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규칙 조작  정의 의미낱말 무의미낱말 

된소리화 종성 ‘ㄱ, ㄷ, ㅂ, ㅅ, ㅈ’ 뒤의 성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가 되는 상 입구, 독서, 작 박산, 넙다, 햅밥

비음화 폐쇄음 ‘ㄱ, ㄷ, ㅂ’이 비음 ‘ㅁ, ㄴ’앞에서 비음 ‘ㅇ, ㄴ, ㅁ’으로 바 는 상 닫는, 작문, 직물 삭 , 족말, 덥말

구개음화 ‘ㄷ, ㅌ’이 모음 ‘ㅣ’와 결합하여 ‘ㅈ, ㅊ’로 바 는 상 같이, 굳이, 닫 갇이, 숟이, 걷

설측음화 ‘ㄹ’에 이웃하는 ‘ㄴ’이 ‘ㄹ’로 바 는 상 난로, 논리 말내, 니

ㅎ 탈락 음 끝소리 ‘ㅎ’이 모음과 만나면 ㅎ이 탈락하는 상 빻은, 닿은, 좋은 넣운, 젛은, 닿운

기식음화 ‘ㅎ’에 인 한 ‘ㄱ, ㄷ, ㅂ, ㅈ’이 ‘ㅋ, ㅌ, ㅍ, ㅊ’ 로 바 는 상 놓다, 쌓고, 박하 덯다, 긷하, 딥합

김미배․배소영(2011) 참조

<표- 1> 선정된 검사문항

말의 의미 유무에 따른 자소-음소 일치형 의미낱말과 

자소-음소 일치형 무의미낱말,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의 의미 유무에 따른 자소-음소 불일치형 의미낱

말과 자소-음소 불일치형 무의미낱말은 각각 정반응

한 문항의 원점수를 총점인 17로 나눈 뒤 100으로 곱

하여 정반응율을 계산하였다. 또한 자소-음소 불일치

형 낱말은 음운규칙을 적용하지 않은 오류 횟수를 해

당 음운규칙별 낱말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음운

규칙별 오류율을 산출하였다. 

3. 통계분석

읽기능력에 따른 읽기부진아동과 일반아동간에, 초

등저학년(1∼2학년), 초등중학년(3∼4학년), 초등고

학년(5∼6학년)의 학년간에, 낱말의 의미 유무, 자소-

음소 일치 여부,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의 의미 유무,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의 의미 유무에 따라 해독력

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읽기집단과 학년집단

을 집단 간 요인으로 하고, 의미 유무, 자소-음소 일치 

여부,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의 의미 유무,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의 의미 유무를 집단 내 요인으로 하여 

반복측정 삼요인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읽기

집단과 학년집단간에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의 오

류율이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6가지의 음운규칙 

오류율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는 PASW 18.0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읽기집단과 학년집단에 따라 의미 유무, 자소-음

소 일치 여부,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의 의미 유무,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의 의미 유무에 따른 해독력

을 살펴본 결과, <표 -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읽기

부진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낮은 정반응율을 보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반응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등 학년
(1∼2)

등 학년
(3∼4)

등고학년
(5∼6)

부진 일반 부진 일반 부진 일반

의미낱말
평균 73.03 85.13 77.52 92.12 88.46 93.78 

표 편차 (8.69) (7.17) (11.24) (5.37) (7.53) (5.90) 

무의미
낱말

평균 56.13 76.30 63.87 83.61 79.30 84.14

표 편차 (15.39) (8.68) (16.19) (8.41) (8.90) (6.86) 

자소-음소
일치형

평균 88.57 97.98 90.55 99.47 98.64 98.98 

표 편차 (11.97) (3.01) (15.98) (1.15) (2.24) (1.85) 

자소-음소
불일치형

평균 40.59 63.45 50.84 76.26 69.12 78.96 

표 편차 (12.35) (14.24) (14.58) (11.35) (13.95) (10.80)

자소-음소
일치형 
의미

평균 95.80 99.16 95.17 100 99.77 100

표 편차 (7.49) (2.53) (13.11) (0.00) (1.15) (0.00)

자소-음소
일치형 
무의미

평균 81.34 96.81 85.92 98.95 97.51 97.96

표 편차 (20.10) (4.59) (20.34) (2.29) (4.46) (3.70)

자소-음소
불일치형 
의미

평균 50.25 71.09 59.87 84.24 77.15 87.56

표 편차 (13.02) (14.64) (15.36) (10.75) (14.72) (11.80)

자소-음소
불일치형 
무의미

평균 30.92 55.80 41.81 68.28 61.09 70.36 

표 편차 (16.90) (16.84) (16.89) (15.71) (16.05) (13.26) 

<표- 2> 학년집단과 읽기집단별 의미 유무, 자소-
음소 일치여부,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의 
의미 유무,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의 
의미 유무에 따른 해독력 기술통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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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읽기집단, 학년집단 및 의미 유무에 따른 해독력

읽기집단, 학년집단 및 의미 유무에 따라 해독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표 - 3>과 같다. 

<표 - 3> 읽기집단, 학년집단  의미 유무에 따른 
해독력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읽기집단 14350.825 1 14350.825  95.450***

학년집단 11372.638 2 5686.319  37.821***

읽기집단*학년집단 2453.417 2 1226.708   8.159***

오차 25860.097 172 150.349 　

의미유무 10810.702 1 10810.702 241.850***

읽기집단*의미유무 396.272 1 396.272   8.865**

학년집단*의미유무 181.113 2 90.557   2.026

읽기*학년*의미유무 273.135 2 136.568   3.055

오차 7688.417 172 44.700 　
*
p<.05, 

**
p<.01, 

***
p<.001

읽기집단, 학년집단 및 낱말의 의미 유무에 따른 해

독력을 분석한 결과, 읽기집단(F=93.450, p< .001), 

학년집단(F=37.821, p< .001)과 의미 유무(F=241.850, 

p< .001)에 따라 주효과가 나타났다. 읽기부진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정반응율을 보였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독력이 증가하며 집단간의 유의

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분석한 결과 초등저학년

이 초등중학년과 초등고학년보다, 초등중학년이 초등

고학년보다 수행력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의미낱말

에서 무의미낱말보다 더 높은 수행력을 보였다. 읽기

집단과 학년집단간에 상호작용효과가 관찰되었으며

(F = 8.159, p< .001), 읽기부진아동은 초등저학년과 

초등중학년, 초등저학년과 초등고학년, 초등중학년과 

초등고학년간에 모든 학년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고, 일반아동은 초등저학년과 초등중학년, 초등저

학년과 초등고학년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그

림 - 1> 참조). 또한 읽기집단과 의미유무에 따라 상

호작용효과가 관찰되었다(F = 8.865, p< .01). 이는 

일반아동과 읽기부진아동 모두 무의미낱말에서 더 낮

은 수행력을 보였지만, 특히 읽기부진아동은 의미낱

말보다 무의미낱말에서 일반아동과 더 큰 수행력의 

차이를 보인 결과이다(<그림 - 2> 참조).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부진

일반

<그림- 1> 읽기집단과 학년집단에 따른 해독력

부진 일반

의미

무의미

<그림- 2> 읽기집단과 의미 유무에 따른 해독력

2. 읽기집단, 학년집단 및 자소-음소 일치 여부에 

따른 해독력

읽기집단, 학년집단 및 자소-음소 일치 여부에 따

라 해독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 4>와 같다. 

<표-4> 읽기집단, 학년집단  자소-음소 일치 여부에 
따른 해독력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읽기집단 14350.825 1 14350.825   95.450***

학년집단 11372.638 2 5686.319   37.821***

읽기집단*학년집단 2453.417 2 1226.708    8.159***

오차 25860.097 172 150.349 　

일치여부 92509.988 1 92509.988 1023.903***

읽기집단*일치여부 3784.659 1 3784.659   41.889***

학년집단*일치여부 4202.513 2 2101.257   23.257***

읽기*학년*일치여부 165.186 2 82.593     .914

오차 15540.256 172 90.350 　
*
p<.05, 

**
p<.01, 

***
p<.001,

<표 -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소-음소 일치 여

부에 따른 해독력을 분석한 결과, 읽기집단(F=95.450, 

p< .001), 학년집단(F=37.821, p< .001), 자소-음소 

일치 여부(F=1023.903, p< .001)에 따라 주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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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읽기집단, 학년집단, 읽기집단과 학년집단

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결과는 <표 - 3>의 설명과 

동일하다. 자소-음소 일치 낱말에서 자소-음소 불일

치형 낱말보다 더 높은 해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읽기집단과 자소-음소 일치 여부에 따라 상호

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F=41.889, p < .001), 이는 

두 집단 모두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에서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보다 높은 수행력을 보였지만, 읽기부

진아동이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에서 더 어려움을 

보이며 자소-음소 일치 여부에 따라 정반응율의 차

이가 더 커진 이유이다(<그림 - 3>참조). 또한 학년

집단과 자소-음소 일치 여부에 따라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F=23.257, p < .001).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에서는 초등저학년과 초등고학년만이 집단간 차

이를 보인 반면,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에서는 초

등저학년과 초등중학년, 초등저학년과 초등고학년, 

초등중학년과 초등고학년의 모든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 학년간에 뚜렷한 증가를 보였다(<그림 - 4> 

참조). 

일치

불일치

부진 일반

<그림- 3> 읽기집단과 자소-음소 일치 여부에 따른 
해독력 

일치

불일치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그림- 4> 학년집단과 자소-음소 일치 여부에 따른 
해독력

3.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에서 읽기집단, 

학년집단 및 의미 유무에 따른 해독력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에서 읽기집단, 학년집단 및 

의미 유무에 따라 해독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

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 5>와 같다. 

<표- 5>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에서 읽기집단, 학년
집단  의미 유무에 따른 해독력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읽기집단 3396.016 1 3396.016  6.485**

학년집단 1858.144 2 929.052 23.705***

읽기집단*학년집단 1447.610 1 723.805  5.052**

오차 24641.060 172 143.262

의미유무 2398.915 1 2398.915 47.124
***

읽기집단*의미유무 1024.566 1 1024.566 20.127***

학년집단*의미유무 590.184 2 295.092  5.797**

읽기*학년*의미유무 532.270 2 266.135  5.228**

오차 8755.856 172 50.906
*
p<.05, 

**
p<.01, 

***
p<.001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의 의미 유무에 따른 해독력

을 분석한 결과, 읽기집단(F=6.485, p< .01), 학년집

단(F=23.705, p< .001), 의미 유무(F=47.124, p<

.001)에서 주효과가 관찰되었다. 읽기부진아동이 일

반아동보다 더 낮은 수행력을 보였으며, 학년이 올라

갈수록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의 해독력이 증가하며 

학년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 결

과, 초등저학년이 초등고학년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소-음소 

일치형의 의미낱말 해독력이 무의미낱말 해독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집단과 학년집단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

었는데(F=5.052, p< .01), 일반아동은 자소-음소 일

치형 낱말에서 학년간에 차이가 없었던 반면 읽기부

진아동은 초등저학년과 초등고학년간에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그림 - 5> 참조). 읽기집단과 의미 유

무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F=20.127, p<

.001). 이는 두 읽기집단 모두 자소-음소 일치형의 의

미낱말에서 무의미낱말보다 정반응율이 높았지만, 읽

기부진아동은 자소-음소 일치형의 무의미낱말에서 

더 어려움을 보이며 의미유무에 따라 더 큰 수행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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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부진 일반

의미

무의미

<그림- 8>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에서 읽기집단, 학년집단  의미 유무에 따른 해독력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그림 - 6> 참조). 학년집단

과 의미 유무에서도 상호작용효과가 관찰되었는데

(F=5.797, p< .01), 자소-음소 일치형 의미낱말에서

는 학년간에 차이가 없었던 반면, 무의미낱말에서는 

초등저학년과 초등고학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그림 - 7> 참조). 또한 읽기집단, 학년집단, 자

소-음소 일치형 낱말의 의미 유무간에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F=5.228, p< .01). <그림 - 8>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아동은 자소-음소 일치형 의

미낱말에서 무의미낱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정반응

율을 보이기는 했지만 자소-음소 일치형의 의미낱말

과 무의미낱말 모두에서 학년간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읽기부진아동집단도 자소-음소 일치형 의미

낱말에서 더 높은 수행력을 보이며 의미 유무에 따라 

해독에 영향을 받았다. 또한 읽기부진아동집단은 자

소-음소 일치형 무의미낱말에서 초등저학년과 초등

고학년, 초등중학년과 초등고학년간에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며 학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진

일반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그림- 5>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에서 
읽기집단과 학년집단에 따른 해독력

의미

무의미

부진 일반

<그림- 6> 읽기집단과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의 
의미 유무에 따른 해독력

의미

무의미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그림- 7> 학년집단과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의 
의미 유무에 따른 해독력

4.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에서 읽기집단, 학년

집단 및 의미 유무에 따른 해독력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에서 읽기집단, 학년집단 

및 의미 유무에 따라 해독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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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에서 읽기집단, 학년집단 
 의미 유무에 따른 해독력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읽기집단 32874.954 1 32874.954  97.224
***

학년집단 29292.158 2 14646.079  43.314***

읽기집단*학년집단 3789.595 2 1894.798   5.604**

오차 58159.645 172 338.137 　

의미유무 25271.569 1 25271.569 243.432
***

읽기집단*의미유무 60.908 1 60.908    .587

학년집단*의미유무 6.938 2 3.469    .033

읽기*학년*의미유무 99.833 2 49.916    .481

오차 17855.983 172 103.814 　
*
p<.05, 

**
p<.01, 

***
p<.001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의 의미 유무에 따른 해독

력을 분석한 결과, 읽기집단(F=97.224, p< .001), 학

년집단(F=43.314, p< .001), 의미 유무(F=243.432, 

p< .001)에서 주효과가 관찰되었다. 읽기부진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더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학년이 올라

갈수록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의 해독력이 증가하

며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사후분석

한 결과 초등저학년이 초등중학년과 초등고학년보다, 

초등중학년이 초등고학년보다 수행력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자소-음소 불일치형의 의미낱말에서 자소-

음소 불일치형의 무의미낱말에서보다 더 높은 정반율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은 읽기집단과 

학년집단에서만 나타났다(F=5.604, p< .01). 일반아

동은 초등저학년에서 초등중학년으로 학년이 올라가

며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지만, 초등중학년과 초등고

학년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읽기부진아동은 초등저학년과 초등중학년, 초등중학

년과 초등고학년간에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며, 지속적으로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에서 해독력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 9> 참조). 

<그림- 9>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에서 
읽기집단과 학년집단의 해독력

4. 읽기집단, 학년집단 및 음운규칙 적용의 발달

<표 - 7>은 읽기집단, 학년집단, 6가지 음운규칙

의 오류율에 대한 기술통계결과이다. 읽기부진아동

이 모든 음운규칙에서 더 높은 오류율을 보였지만 

두 집단간의 음운규칙 발달패턴은 유사한 것으로 나

타났다. 된소리와 비음화가 가장 오류율이 적은 음

운규칙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기식음화와 ㅎ탈락이

었고, 구개음화와 설측음화의 오류율이 가장 높았

다. 된소리 음운규칙의 경우, 일반아동은 오류율이 

6∼7%인 반면, 읽기부진아동은 초등중학년까지 약 

18%의 오류율을 보이다가 초등고학년이 되며 7% 

정도의 오류율을 보였다. 비음화는 일반아동의 오류

율이 12-18%인 반면, 읽기부진아동은 초등저학년과 

초등중학년 모두에서 약 46%의 오류율을 보이다가 

고학년이 되어서 24%의 오류율을 보이며 일반아동

과 격차를 줄였다. 일반아동은 기식음화에서 초등저

학년에서 40%의 오류율을 보이다가 초등중학년과 

고학년에서 약 15%의 오류율만을 보였다. 읽기부진

아동은 초등저학년에서 64%, 초등중학년에서 55%

의 오류율이 나타나 여전히 기식음화 음운규칙을 적

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고학

년에서는 27%의 오류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ㅎ

탈락 음운규칙에서는 일반아동의 초등저학년이 약 

40%의 오반응율을 보이고, 초등중학년에서 26%, 초

등고학년에서 14%로 점진적으로 음운규칙 오류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읽기부진아동도 초등저

학년에서 64%, 초등중학년에서 42%, 초등고학년에

서 32%의 오류율을 보이며 오류율이 줄어드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개음화 음운규칙에서는 일반아동에

서 오류율이 초등저학년 62%에서 초등중학년 26%

로 크게 감소한 후 초등고학년에서도 초등중학년과 

비슷한 오류율을 보이는 반면, 읽기부진아동은 초등

저학년과 초등중학년 간에 80-77%의 오류율을 보이

며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고학년에 이르러 48%로 

오류율이 감소한다. 설측음화는 가장 늦게까지 빈번

한 오류를 보이는 음운규칙으로 초등저학년에서 고

학년까지 70%에서 60%의 높은 오류율을 보이며 지

속적으로 설측음화 음운규칙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읽기부진아동 역시 초등저학년에서 79%

의 오류율을 보이며 고학년에서도 70%의 오류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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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
규칙

학년(1～2) 학년(3～4) 고학년(5～6)

부진 일반 부진 집단 부진 일반

된소리
평균 36.19 6.19 17.86 7.14 7.05 5.77

표 편차 (24.42) (9.97) (19.74) (13.17) (11.71) (12.42)

비음화
평균 46.19 13.81 46.43 18.45 23.72 12.18

표 편차 (22.17) (15.38) (23.73) (24.99) (29.88) (17.36)

기식
음화

평균 63.81 40.48 54.76 15.48 26.92 15.38

표 편차 (21.95) (26.90) (26.00) (18.66) (17.69) (15.58)

ㅎ탈락
평균 63.81 39.52 42.26 26.19 32.05 14.10

표 편차 (20.80) (28.61) (27.02) (25.43) (24.91) (16.79)

구개
음화

평균 80.48 62.86 77.38 39.88 48.08 40.38

표 편차 (18.74) (30.54) (17.10) (21.44) (25.09) (21.17)

설측
음화

평균 79.52 77.62 73.21 60.71 70.51 64.74

표 편차 (19.00) (18.50) (17.18) (23.66) (19.04) (21.25)

<표-7> 읽기집단, 학년집단별 음운규칙 오류율 기술통계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된소리

읽기집단 8582.446 1 8582.446 31.997***

학년집단 6736.912 2 3368.456 12.558***

읽기×학년집단 6627.259 2 3313.629 12.354***

오차 46135.026 172 268.227  

비음화

읽기집단 25151.812 1 25151.812 49.917***

학년집단 6536.239 2 3268.120  6.486**

읽기×학년집단 3432.676 2 1716.338  3.406*

오차 86665.742 172 503.871  

기식
음화

읽기집단 26761.750 1 26761.750 55.775***

학년집단 29211.477 2 14605.739 30.440***

읽기×학년집단 5261.112 2 2630.556  5.482**

오차 82528.041 172 479.814  

ㅎ탈락

읽기집단 16543.507 1 16543.507 27.823***

학년집단 25446.407 2 12723.203 21.398***

읽기×학년집단 591.132 2 295.566   .497

오차 102272.451 172 594.607  

구개
음화

읽기집단 19196.862 1 19196.862 36.324***

학년집단 22529.235 2 11264.618 21.315***

읽기×학년집단 6313.269 2 3156.634  5.973**

오차 90900.154 172 528.489 　

설측
음화

읽기집단 1980.370 1 1980.370  5.058*

학년집단 5422.916 2 2711.458  6.925**

읽기×학년집단 879.770 2 439.885  1.124

오차 67341.674 172 391.521 　
*
p<.05, 

**
p<.01, 

***
p<.001

<표- 8> 읽기집단과 학년집단간의 음운규칙별 오류율 
분산분석 결과 

<그림- 10> 집단별 된소리 음운규칙 오류율

<그림- 11> 집단별 비음화 음운규칙 오류율

<그림- 12> 집단별 기식음화 음운규칙 오류율

<그림- 13> 집단별 ㅎ탈락 음운규칙 오류율

<그림- 14> 집단별 구개음화 음운규칙 오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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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집단별 설측음화 음운규칙 오류율

학년집단과 읽기집단간에 음운규칙 오류율을 분석

한 결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6가지 음

운규칙에서 읽기집단과 학년집단간에 주효과가 관찰

되었다. 즉, 읽기부진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높은 음운

규칙 오류율을 보였다. 또한 초등저학년에서 초등고

학년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음운규칙을 적절하게 적

용함으로서 음운규칙 오류율이 줄어들었다. 사후분석

한 결과, 된소리와 설측음화 음운규칙은 초등저학년

과 초등중학년, 초등저학년과 초등고학년간에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으며, 구개음화와 기식음화 음운규칙

은 초등저학년과 초등중학년, 초등저학년과 초등고학

년, 초등중학년과 초등고학년 모든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비음화 음운규칙은 초등저학년과 초등고학년

간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읽기집단과 학년집단간에 상호작용효과는 된소리, 비

음화, 기식음화, 구개음화의 4개의 음운규칙에서만 나

타났다. 된소리와 비음화 음운규칙에서는 일반아동은 

저학년부터 음운규칙을 적절하게 적용시켜 세 학년집

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읽기부

진아동은 된소리음운규칙에서 세 학년집단 모두에서 

오류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며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음화음운규칙도 초등저학년과 초

등고학년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오류율이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식음화와 구개음화 음운규칙

의 경우 일반아동은 초등저학년과 초등중학년간에만 

유의미한 오류율 차이를 보였고, 초등중학년과 초등

고학년간에는 오류율간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읽기부진아동은 초등저학년과 초등중학년간에는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초등중학년과 초등고학

년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림 - 10>, <그림 - 11>, <그림 - 12>, <그림 -

13>, <그림 - 14>, <그림 - 15> 참조).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읽기부진아동과 일반아동의 읽기집단간

에, 초등저학년, 초등중학년, 초등고학년의 학년집단

간에, 의미 유무, 자소-음소 일치 여부, 자소-음소 일

치형 낱말의 의미 유무,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의 

의미 유무에 따라 해독력에서 차이가 있는지, 읽기집

단과 학년집단간에 음운규칙을 적용시키는데 차이가 

있는지를 봄으로서 읽기부진아동의 해독특성을 보고

자 했다. 

첫째, 읽기집단, 학년집단, 의미 유무에 따라 해독

력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읽기부진아동은 일반아동보

다 낱말 해독의 어려움을 보였으며, 두 집단 모두 초

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지속

적으로 해독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아

동은 초등저학년에서 초등중학년으로 학년이 올라가

면서 80%에서 88%로 낱말해독 정반응율이 증가했으

며, 초등고학년은 89%의 정반응율을 보이며 초등중

학년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반면 읽기

부진아동은 초등저학년에서 65%, 초등중학년에서 

71%의 해독율을 보이며 초등저학년과 초등중학년간

에는 큰 증가율을 보이지 않았으나, 고학년에서 84%

의 해독율을 보이며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일반아동은 자소와 음소를 대응시켜 낱말을 읽는 알

파벳 단계인 1∼2학년에서 자동적인 낱말해독 단계인 

3∼4학년으로 학년이 증가하면서 해독력이 증가하는 

반면, 일단 3∼4학년에서 안정화된 해독력은 초등고

학년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초등저학년에서 초등중

학년만큼의 증가율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독에 어려움을 겪는 읽기부진아동은 초등중학년까

지는 여전히 해독에 어려움을 보이며 일반아동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다가 초등고학년에 이르러 증진된 해

독력을 보이며 일반아동집단과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ll (1983)의 읽기발달단계에 따르면, 초

등중학년 아동은 이미 습득한 자소와 음소의 대응규

칙을 적용하여 빠르고 자동화된 해독단계에 이른다. 

하지만 읽기부진아동은 초등고학년까지 지속적으로 

해독력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읽기부진

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의미낱말을 무의미낱말보다 더 

정확하게 해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층표기체계의 

언어에서 아동들은 자소와 음소의 대응규칙에 의존하

여 주로 낱말을 해독하지만, 해독이 자동화되는 시기

에 이르면 아동들은 자소-음소의 대응규칙과 함께 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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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의미단서에 영향을 받아 빠르게 낱말을 재인할 

수 있다(Marcolini, Burani & Colombo, 2009). 특히, 

읽기부진아동은 무의미낱말 해독에서 더 어려움을 보

였는데, 이는 읽기부진아동은 친숙하지 않거나 자소-

음소 대응규칙을 적용시켜 읽어야 하는 무의미낱말과

제에서 더 어려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윤효진․배소영․고도흥, 2005; Landerl, Wimmer 

& Frith, 1997). 

둘째, 자소-음소 일치 여부에 따른 낱말해독 과제에

서 읽기집단에 따른 차이를 본 결과, 두 집단 모두 자

소-음소 일치형 낱말의 해독율이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의 해독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소-음소

의 대응규칙이 높은 표기체계에서는 자소와 음소가 일

치하는 낱말을 해독할 때 초등저학년부터 해독의 어려

움이 없고 초등 2학년말이면 한계선에 도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윤혜경, 1997; 윤효진․배소영․고도흥, 

2005; Cossu, 1999). 하지만 자소와 음소의 대응이 일

치하지 않는 낱말을 해독하는 능력은 지속적으로 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아동집단은 초등저학년

에서 63%, 초등중학년에서 76%의 정반응율을 보였

고, 초등고학년에서는 79%의 정확율을 보이며 큰 증

가율을 보이지 않은 채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

만 읽기부진아동은 초등저학년에서 41%, 초등중학년

에서 51%, 초등고학년에서 69%의 정반응율을 보이

며, 초등고학년에서 해독율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

히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을 

해독할 때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의 의미 유무에 따른 

낱말읽기과제에서 두 집단 모두 자소-음소 일치형 의

미낱말의 해독율이 자소-음소 일치형 무의미낱말의 

해독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아동은 자소-

음소 일치형 의미낱말에서 99.67%, 무의미낱말에서 

97.82%를 정확율을 보이며 한계선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읽기부진아동은 자소-음소 일치형 

의미낱말에서 96.76%, 무의미낱말에서 87.50%의 정

확율을 보였다. 특히 자소-음소 일치형 무의미낱말에

서 초등저학년은 81%, 초등중학년은 86%, 초등고학

년은 97%의 정확율을 보이며, 자소-음소 일치형의 

낱말일지라도 무의미낱말을 해독할 때 초등중학년까

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보이다가 초등고학년이 되어

서 일반아동과 비슷한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넷째,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의 의미 유무에 따

른 낱말읽기과제에서 두 집단 모두 자소-음소 불일치

형 의미낱말의 해독율이 자소-음소 불일치형 무의미

낱말의 해독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아동

은 자소-음소 불일치형 의미낱말에서 84%, 무의미낱

말에서 68%의 정확율을 보인 반면, 읽기부진아동은 

자소-음소 불일치형 의미낱말에서 60%, 무의미낱말

에서 41%의 정확율을 보이며 두 과제 모두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낱말의 의미 유무와 자소-음소 대

응의 불규칙성 모두가 읽기부진아동의 해독력에 더 

어려움을 주어 낮은 해독율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읽기부진아동과 난독증아동의 해독의 어

려움이 음운처리의 결함에 근거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Stanovich, 

1996; Wolf & Bowers, 1999). 

다섯째, 한글은 자소와 음소의 대응규칙이 높은 철

자체계이지만, 자소와 음소의 대응이 불규칙한 낱말

을 해독할 때는 적절한 음운규칙을 적용시켜 읽어야 

한다. 음운규칙 적용 오류율을 통해 읽기부진아동과 

일반아동의 음운규칙 습득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된소리, 비음화, 기식음화, ㅎ탈락, 구개음화, 설

측음화의 대표적인 6개의 음운규칙이 적용된 의미낱

말과 무의미낱말 해독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읽

기부진아동이 일반아동보다 6개 음운규칙 모두에서 

더 높은 음운규칙 적용 오류율을 보였지만, 음운규칙

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일반아동과 비슷한 발달패턴을 

보였다. 두 집단 모두 초등저학년에서 초등고학년으

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운규칙을 적절하게 적용시켜 

읽었고, 오류율이 낮은 음운규칙과 오류율이 높은 음

운규칙이 유사했다. 6개의 음운규칙 가운데 된소리와 

비음화 음운규칙이 가장 초기에 습득되기 시작하며 

일찍 한계선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된

소리와 비음화가 유치원에서 초등 저학년에 이르며 

습득되는 음운규칙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한다(양민화, 2009). 그 뒤로 기식음화와 ㅎ탈락 음운

규칙의 오류율이 높았으며, 구개음화와 설측음화는 

고학년에서도 높은 오류율을 보이며 가장 늦게 습득

되는 음운규칙으로 나타났고, 이는 이전의 연구 결과

와 일치한다(김미배․배소영, 2011; 임유진․김영태, 

2008). 음운규칙의 습득 시기와 관련해서 두 집단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비음화와 기식음화 음

운규칙의 경우 일반아동은 초등중학년에서 낮은 오류

율을 보이며 음운규칙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반면, 읽

기부진아동은 초등고학년에 이르러 음운규칙을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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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운규칙을 적

용함에 있어 읽기부진아동은 초등중학년에서 초등고

학년사이에 오류율이 낮아지면서, 초등고학년에서 일

반아동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읽기부진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초등학교 

전학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낮은 해독율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읽기부진아동은 초등중학년에서 

초등고학년 사이에 급격한 해독 증가율을 보이며 초

등고학년에 이르러서야 일반아동과 해독능력의 격차

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부진아동은 일반아

동과 낱말 과제의 특성에 따라 비슷한 특성을 보이며, 

의미낱말과제에서, 자소-음소 일치형의 낱말과제에

서, 자소-음소 일치형과 불일치형의 의미낱말과제에

서 더 높은 수행력을 보였으며, 무의미낱말과 자소-

음소 불일치형의 낱말이 읽기부진아동의 낮은 해독율

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운규칙오류율

을 통해 음운규칙발달을 살펴본 결과 읽기부진아동은 

비음화와 된소리에서 적절하게 음운규칙을 적용했으

며, 구개음화와 설측음화 음운규칙이 적용된 낱말에

서 더 어려움을 보이며 일반아동과 유사한 발달패턴

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읽기부진아동은 초등중학

년까지도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을 해독할 때 일반아

동과 비교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읽기부진아동과 난독증아동의 해독 중재시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을 읽는 능력부터 증진시킬 필

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무의미낱말에서의 어려움은 

의미적으로 알지 못하는 낱말을 읽을 때 자소와 음소

의 대응규칙 지식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

여주기 때문에 자소-음소 대응규칙에 대한 중재가 필

요함을 제안한다. 또한 읽기부진아동은 자소-음소 불

일치형 낱말의 해독에서 큰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한글에서 나타나는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의 규칙

성을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중재할 필요가 있다. 

일반아동은 초등중학년에서 낱말을 정확하고 빠르

게 읽는 자동화가 일어나는 반면, 읽기부진아동은 초

등 전학년에 걸쳐 발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읽기해

독력평가가 필요하며, 일반아동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읽기중재가 필요하다. 일반아동은 초등

중학년에서 정확하고 빠른 자동화 단계에 들어서게 

되며 학습을 위한 읽기활동을 시작한다. 하지만 읽기

부진아동은 초등중학년까지는 일반아동과의 차이가 

크다가 고학년에 이르러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을 고

려했을 때 해독력의 어려움이 아동의 읽기이해 발달

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다양한 책읽기 활동을 통해 지

식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

의 해독능력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읽기중재전략을 

세워 해독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

에서는 기초학력검사의 읽기지수로 읽기부진아동을 

선정했다. 해독과 읽기이해능력에 따라 읽기장애 하

위집단을 분류한 후 해독특성을 보았을 경우 읽기하

위집단에 따라 다른 특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후 후속연구에서는 읽기장애의 하위집단별로 해독특

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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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Objects: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decoding skills of 
school-aged poor readers. The study examined whether decoding skills differ between children 
who were poor readers an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across grades in: (a) word and 
non-word reading (b) grapheme-phoneme correspondent words and grapheme-phoneme 
non-correspondent words (c) word and non-word decoding in grapheme-phoneme correspondent 
words (d) word and non-word decoding in grapheme-phoneme non-correspondent words and 
(e) words that adhere to six phonological rule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89 poor readers 
and 89 aged-matche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from grades 1 to 6.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1) poor readers performed significantly lower in all decoding tasks compared to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2) the decoding skills of the poor readers did differ between 
grades 3 to 4 and grades 5 to 6, while decoding skills of the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differed 
between grades 1 to 2 and grades 3 to 4, (3) both reading groups performed significantly better 
on the word than non-word decoding tasks, the grapheme-phoneme correspondent words 
than grapheme-phoneme non-correspondent words tasks, grapheme-phoneme correspondent 
words than grapheme-phoneme correspondent non-word tasks, and grapheme-phoneme 
non-correspondent words than grapheme-phoneme non-correspondent non-word tasks, and 
(4) the children showed similar developmental patterns on the acquisition of phonological 
rules, demonstrating that both groups acquired the rules of tensification and nasalization early 
in development, while they had not fully acquired palatalization or lateralization rules and 
illustrated high rates of errors. Discussion & Conclusion: Poor readers tend to acquire automaticity 
of word decoding during grades 5 to 6, while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acquire accurate and 
fluent word reading skills during grades 3 to 4. Poor readers experience difficulty with decoding 
of nonsense words and grapheme-phoneme non-correspondent words. Even though poor readers 
acquired phonological rules slower than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he reading groups did 
not differ qualitatively in terms of developmental patterns of acquisition of phonological rule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1;16:582-596)

Key Words: decoding, grapheme-phoneme correspondent words, grapheme-phoneme non-
correspondent words, nonword reading, phonological rules, poor reader, word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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