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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태․린다 롬바르디노․박은혜․이소 . 한국형 진단 로토콜을 이용한 3～5세 한국 아동의 기

읽기 발달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 2008, 제13권, 제3호, 418-437. 배경  목 : 본 연구는 

3～5세 한국 일반아동의 기읽기기술(인쇄물인식, 낱 자 구별, 자소 이름 기, 음 읽기, 음운

인식, 창안  쓰기)의 발달특성을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읽기문제를 가진 한국 아동들의 조기선

별을 한 평가모형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방법: 3～5세 한국 일반아동 180명을 

상으로 기읽기기술 과제들을 실시하여 성별과 연령에 따른 발달  차이를 살펴보았다. 결과:

한국아동의 기읽기능력은 학령 기부터 지속 인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

라 기읽기기술 과제들간에 발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

동의 기읽기기술과 유의한 상 을 보이는 변인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결론: 

본 연구에서 얻어진 기읽기기술의 발달  특성은 읽기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들을 조기에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변인들을 제안함으로써, 평가 로그램의 기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핵심어: 기읽기기술, 읽기장애, 음운인식

I. 서 론

읽기능력은 여러 학습 역의 기 로서 학령기에 들어가면 학습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이 게 학습과정에 있어서 읽기능력이 매우 요하지만, 읽기문제 자체는 아동이 학교에 가서 학습

문제를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학령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읽기장애를 

진단받기 때문에 조기 재를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읽기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을 

조기에 선별하여 좀 더 일  한 재를 시작한다면 이후 학령기 학습에 있어서 별 지장을 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Berninger & Thalberg, 1987; Felton & Pepper, 1995). 

그러므로 읽기장애의 조기 별은 매우 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최근 문헌들은 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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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조기에 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학령기 이후에 나타나는 읽기실

패와 련하여, 학령 기의 어떠한 특성이 이후 읽기실패를 측할 수 있는가에 해 심이 모아졌다. 

학령 기 아동들과 학령기 아동들을 상으로 한 읽기 련 연구들에서 학령기 이 에 이미 읽기장애를 

견하는 험변인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 선별  재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두되었다. 

읽기장애의 조기 별을 한 측 요인 연구들은 학령기의 읽기장애를 측하는 요한 요인들

로 인쇄물 처리지식과 낱말재인능력, 음운인식능력, 언어능력  기억력을 제시하 다(Scarborough, 

1998). 한 최근 연구들에서는 음운인식능력이 읽기기술의 발달과 강한 상 을 보이는 요인으로 밝

지고 있다. 음운인식능력(phonological awareness ability)이란 소리구조 혹은 단어의 음운  구조에 한 

개인의 언어 (metalinguistic) 능력으로, 낱자의 소리들을 변별할 수 있고, 각각의 소리들이 결합하여 

단어를 이루는 것을 이해하고, 음소나 음 을 분 하고 결합하거나 말소리를 분류하는 것과 같이 구어

의 소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Ball, 1993; Lombardino et al., 1999; Wagner 

et al., 1993). 이와 같은 음운인식능력에 한 심이 많아지면서 기 학령기 아동의 해부호화(decoding) 

능력이 읽기능력과 하게 련된다고 보는 연구도 있고(Bradley & Bryant, 1983; Catts, 1993; 

Gilbertson & Bramlett, 1998), 음운인식이 읽기 성취의 강력한 측인자이며 학령기 아동의 읽기 기술에 

한 안정 인 측인자임을 밝히는 연구도 있다(Bradley & Bryant, 1983). 음운인식능력이 읽기장애의 

주요 측변인이라는 연구결과들은 읽기장애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음운인식능력 평가의 요성을 인

식시켜 주었다. 한 읽기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아동들을 상으로 한 특성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

하 다(Yi-Wei, 2007).

읽기장애의 조기 별을 해서는 읽기기술과 련된 읽기(preliteracy)  기읽기(early literacy)

기술의 발달 수 을 평가해야 한다. 70년  후반 이후로 읽기능력을 측할 수 있는 변인들에 해 연구

들이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많은 논 들을 안고 있다. 이는 읽기장애의 원인  정의가 다소 범 하

고, 읽기장애의 유형에 따라 그 양상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읽기장애의 조기교육은 읽기장애로 발 될 가능성이 높은 단순언어장애 뿐 아니라, 통합교육을 

목표로 하는 장애유아들의 부모나 교사들에게 가장 큰 심사이기도 하다. 등학교 진학 후 교육과정

과 가장 직 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교육의 5  발달 역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의 학문기

술 세 가지  읽기기술에 가장 많은 심이 주어지고 있다. 이는 장애로 진단되는 거의 모든 유아들

이 문해력의 지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읽기 련 변인으로서 음운처리과정 요소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를 들어, 박인숙(1987)이나 이혜숙(1997) 등의 연구에서는 등학교 3학년 읽기장애 아동들이 시지각

 과제보다는 음운  과제에서 결함을 보인다는 것을 보고하 으며, 이차숙(1999)은 음소인식이 유사

단어읽기나 구문읽기와 유의미한 상 도는 보인다는 것을 보고하 다. 최근 들어 발표된 Kim & Davis 

(2004)의 연구에서도 고기능 읽기집단에 비하여 기능 읽기집단의 한국 등학생들이 시지각이나 청

지각 처리과정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음운처리과정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4～6세 유치원  등학생을 상으로 음소, 음 , 낱말의 합성, 탈락, 변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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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한 홍성인(2001)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음운인식과제들 간에 상호작용이 있다고 보고하 다. 단 

연령간 차이에 있어서는 4, 5세간을 제외한 연령 집단 간에만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 읽기장애 문헌에서는 학령 기 아동들의 기읽기기술들에 한 포 인 발달특성 연구

가 아직은 미흡한 형편이다. 최근의 장애아동들을 상으로 하는 읽기장애 연구들은 재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부분이고(송지연․박 숙, 2003), 아동들의 읽기기술이나 기읽기기술을 

총체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진단모형이나 검사도구는 문한 형편이다. 부분의 국내 읽기 특성 연구

들은 음소 는 음운인식에 한 부분 인 변인들만 다루고 있으며, 좀 더 세분화된 연령간 차이나 

장애집단의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 기 아동들의 기읽기기술을 진단하기 해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한국형 진단 로토콜을 이용하여 3～5세 아동들의 기읽기기술(인쇄물인식, 

낱 자 구별, 자소 이름 기, 음 읽기, 음운인식, 창안  쓰기)의 발달양상을 고찰하고자 하 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생활연령이 3세 0개월에서 5세 11개월 사이인 일반아

동 180명을 상으로 하 다. 아동의 성비를 동일하게 맞추었으며 아동의 연령을 반(0개월에서 5개

월)과 후반(6개월에서 11개월)으로 나 어 3세 반(3;0-3;5), 3세후반(3;6-3;11), 4세 반(4;0-4;5), 4세후

반(4;6-4;11), 5세 반(5;0-5;5), 5세후반(5;6-5;11)의 여섯 아동집단으로 구분하 다. 

상아동은 (1) 아동의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 혹은 주 양육자에 의해 인지, 언어, 신체 

발달이 정상이며 청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그림어휘력검사(김 태 외, 1995) 결과 

-1SD 이상에 속하는 정상언어발달 아동만을 선정하 다. 

2. 실험 과제

기읽기능력 평가를 해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학령  아동의 한국어 기읽기능력 진단 

로토콜(김 태․Lombardino, 2006)의 일부를 이용하여 6가지 역의 기읽기기술능력을 평가하 다. 

6가지 역은 문헌에서 읽기장애에 한 측력이 높다고 보고된 인쇄물인식, 낱 자 구별, 자소 

이름 기, 음 읽기, 음운인식, 창안  쓰기 과제로 구성하 다. 기읽기기술 과제에서 사용된 단어

는 MCDI-K(배소  외, 2004)와 재미있는 언어치료 (김두라, 2004)를 참고하여 취학  아동들에게 친

숙한 일상어휘이면서 그림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단어로 선정하 다. 한 검사시 말소리자극과 그림

자료를 함께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김 태․린다 롬바르디노․박은혜․이소 / 한국형 진단 로토콜을 이용한 3～5세 한국 아동의 기읽기 발달연구

가. 인쇄물 인식 과제

인쇄물 인식능력이란 책의 습 인 특성과 련해서 책에 한 기 인 개념이 있는지를 평

가하기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쇄물에 한 반 인 인식능력을 알아보기 하여 책의 방향 

인식하기, 책의 제목 찾기, 읽는 순서 이해하기, 책장 넘기기와 같은 과제를 구성하 다. 

나. 낱 자 구별 과제

낱 자 구별 과제는 자에 한 개념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한 것으로, 철자(통문

자, 자소, 음 )에 한 시각 인 변별력을 평가한다. 낱 자 구별과제는 통문자 형태 인식과제

(whole-word awareness), 자소 형태 인식과제(grapheme awareness), 음  형태 인식과제(syllable 

awareness)로 구성된다. 통문자 인식과제는 그림과 통문자 에서 통문자 형태를 인식하는 과제이며, 

자소 인식과제는 여러 기호와 자소 에서 자소 형태를 인식하는 과제이며, 음  인식과제는 

자음과 모음의 치가 올바른 음  형태를 인식하는 과제이다. 

다. 자소 이름 기 과제

자소 이름 기 과제는 한 의 기본 단 인 자음과 모음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한 과제이다. 자소 이름 기 과제는 자음 5문항, 모음 5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아동에게 각각의 

자소를 보고 소리내어 읽게 하 다. 낱 자의 음소를 인식하고 있으나 음소의 형태가 아닌 음 의 

형태로 산출하는 경우 수정하여 들려주었다. 를 들어, ‘ㄱ’를 /가/라고 읽은 경우에 검사자가 /ㄱ

(그)/하고 다시 들려주었다.

라. 음 읽기 과제

음 읽기 과제는 각각의 낱말을 보고 소리내어 읽는 과제로 무의미 낱말과 유의미 낱말 각 20문

항씩으로 구성하 다. 각 낱말들은 음 수(1음 과 2음 )와 종성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종성

이 있는 낱말의 경우 제음가로 실 되는 7종성(ㄱ, ㄴ, ㄷ, ㄹ, ㅁ, ㅂ, ㅇ) 낱말과 그외의 종성을 가진 

낱말들로 구분하여 다양한조건의 낱말들로 음 읽기 과제를 구성하 다. 

마. 음운인식 과제

(1) 음운변별 과제

음운변별 과제는 말소리를 듣고 같은 음 이나 같은 음소로 구성된 두 낱말을 변별하는 과제

로 음 변별 과제와 음소변별 과제로 구성된다. 음 변별 과제는 2음 로 된 유의미낱말 2개를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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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듣고 같은 치에서 같은 소리가 나는 음 이 있는지를 변별하는 과제이다. 음소변별 과제는 

1음 로 된 유의미낱말 2개를 연속 으로 듣고 성이나 종성 치의 음소가 같은지 혹은 다른지를 

변별하는 과제이다.

(2) 음운생략 과제

음운생략 과제는 낱말에서 특정 음소나 음  생략을 인식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음 생략 과제와 음소생략 과제로 구성된다. 음 생략 과제는 아동에게 2음  낱말을 

들려주고 첫음  는 끝음 을 생략하고 남은 음 을 말하게 하 다. 음소생략 과제는 아동에게 1음

  2음 로 된 유의미 낱말을 들려주고 첫 음소 는 끝 음소를 생략하고 남은 음 을 말하게 하

다. 

(3) 음운분  과제

음운분  과제는 낱말을 음 이나 음소 등의 요소로 분 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기 한 것

으로 본 연구에서는 음 분  과제와 음소분  과제로 구성된다. 음 분  과제는 2음  낱말을 들려

주고 1음 씩 나 어 말하는 과제로, 검사문항은 2음  합성어와 2음  단일어를 종성의 유무에 따라 

각각 2개씩으로 구성하 다. 음소분  과제는 1음  낱말을 들려주고 음소단 로 나 어 말하는 과

제로, 종성의 유무에 따라 유의미 낱말과 무의미 낱말 각각 2개씩으로 구성하 다. 

바. 창안  쓰기 과제

창안  쓰기(invented writing) 과제는 아동이 자신의 음운인식능력에 근거하여 소리에 한 철

자를 선택하는 능력을 알아보기 한 과제로, 검사자가 들려주는 1음  낱말을 쓰게 하 다. 각 문항

은 모두 유의미 1음  낱말이며 종성이 없는 낱말, 제 음가로 실 되는 종성을 가진 낱말, 제 음가로 

실 되지 않는 종성을 가진 낱말들로 구성하 다. 

3. 연구 차

기읽기능력검사는 인쇄물인식, 낱 자인식, 자소이름 기, 음 읽기, 음운인식, 창안  쓰

기 과제 순서로 실시하 다. 음운인식 과제는 음운변별, 음운생략, 음운분  순으로 진행하 다. 인쇄

물인식 과제는 그림책을 구어지시와 함께 제시하 으며, 낱 자인식, 자소이름 기, 음 읽기 과제

는 각 문항마다 그림자극을 구어자극과 함께 제공하 다. 음운인식, 창안  쓰기 과제는 청각자극과 

구어지시만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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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결과는 SPSS 15.0 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 다. 각각의 기읽기기술 과제

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해 분산분석을 실시하 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연령 집단들을 알아보기 하여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 다. 한 기읽기기술에 한 6가지 과

제간 상 계를 알아보기 해 Pearson 단순 률상 분석을 실시하 다. 

Ⅲ. 연구 결과

1. 성별에 따른 기읽기기술 검사 결과

성별에 따른 기읽기기술 과제 수행의 평균과 표 편차는 <표 - 1>과 같다.

<표- 1> 기읽기기술 과제의 성별에 따른 차이

과제  M  SD t 과제 M SD  t

인쇄물

인식

남  4.53  1.48
-0.795

음운

변별

남 8.93 4.04
 0.614

여  4.69  1.53 여 8.57 4.23

낱 자

구별

남  4.49  1.45
-0.734

음운

생략

남 4.33 5.35
 0.817

여  4.63  1.27 여 3.74 4.79

자소

이름 기

남  4.13  3.94
-0.843

음운

분

남 2.99 2.61
-0.629

여  4.59  3.86 여 3.21 2.45

음

읽기

남  8.98  8.36
-1.075

창안

쓰기

남 2.06 2.43
-1.102

여 10.22 8.1 여 2.44 2.55

* p < .05

기읽기기술 과제의 수가 성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읽기 련 변인들에서 성별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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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에 따른 기읽기기술 검사 결과

가. 인쇄물 인식과제와 낱 자 구별과제에서의 연령 집단 간 차이

인쇄물 인식과제와 낱 자 구별과제에서의 연령별 정반응률을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

반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물 인식과제와 낱 자 구별과제에서의 발달  경향을 살펴보

면, 두 과제 모두 3세 반에서 3세 후반에 격한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 1> 참조). 

<그림- 1> 인쇄물 인식과제와 낱 자 구별과제의 정반응률

인쇄물 인식과제와 낱 자 구별과제 총 수의 연령 집단 간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 집

단 간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쇄물 인식과제 F(5, 174) = 17.65, p <

.001, 낱 자 구별과제 F(5, 174) = 23.50, p < .001).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연령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 2>, <표 - 3> 참조).

<표- 2> 연령에 따른 인쇄물 인식과제와 낱 자 구별과제 차이의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인쇄물

인식

집단간 141.98 5 28.40 17.65***

집단내 265.54 174 1.61

합계 407.52 180

낱 자

구별

집단간 142.72 5 28.54 23.50
***

집단내 200.44 174 1.22

합계 343.16 180

*** p < .001



김 태․린다 롬바르디노․박은혜․이소 / 한국형 진단 로토콜을 이용한 3～5세 한국 아동의 기읽기 발달연구

<표- 3> 연령 집단에 한 총 평균의 사후검정 결과

3세 반 3세 후반 4세 반 4세 후반 5세 반 5세 후반

인쇄물

인식

3세 반

3세 후반 **

4세 반 ***

4세 후반 ***

5세 반 *** *** **

5세 후반 *** *** *** **

낱 자

구별

3세 반

3세 후반 ***

4세 반 ***

4세 후반 ***

5세 반 *** **

5세 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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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소 이름 기 과제와 음 읽기 과제에서의 연령 집단 간 차이

자소 이름 기 과제와 음 읽기 과제에서의 정반응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반응률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소 이름 기 과제에서의 발달  경향을 살펴보면, 5세 반에서 5세 후반에 

격한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 읽기 과제에서의 발달  경향을 살펴보면, 4세 후반에서 

5세 후반에 격한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과제의 수행률을 비교해 보았을 때, 3세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 집단에서 자소 이름 기 과제보다 음 읽기 과제를 더 잘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자소 이름 기 과제와 음 읽기 과제의 정반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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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 이름 기 과제와 음 읽기 과제 총 수의 연령 집단 간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 집

단 간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소 이름 기 과제 p < .001, F(5, 

174) = 38.08, 음 읽기 과제 p < .001, F(5, 174) = 33.70).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연령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 4>, <표 - 5> 참조).

<표- 4> 연령에 따른 자소 이름 기 과제와 음 읽기 과제 차이의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자소

이름 기

집단간 1271.32  5 254.26 38.08
***

집단내 1101.63 174  6.68

합계 2372.95 180

음

읽기

집단간 5616.53  5 1123.31 33.70***

집단내 5500.00 174  33.33

합계 11116.53 180

*** p < .001

<표- 5> 연령 집단에 한 총 평균의 사후검정 결과

3세 반 3세 후반 4세 반 4세 후반 5세 반 5세 후반

인쇄물

인식

3세 반

3세 후반

4세 반 *

4세 후반 **

5세 반 *** *** **

5세 후반 *** *** *** *** ***

낱 자

구별

3세 반

3세 후반

4세 반 *

4세 후반 ** **

5세 반 *** *** ** *

5세 후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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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운변별, 음운생략, 음운분  과제에서의 연령 집단 간 차이

음운변별, 음운생략, 음운분  과제에서의 정반응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과제수행의 정반응률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운변별, 음운생략, 음운분  과제에 한 발달  경향은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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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음운변별, 음운생략, 음운분  과제의 정반응률

음운변별 과제에서의 발달  경향을 살펴보면, 5세 반에서 5세 후반에 격한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운생략 과제에서의 발달  경향을 살펴보면, 음 생략 지각력은 4세 후반에서 

5세 반에 격한 발달을 보이는 반면에, 음소생략 지각력은 5세 반에서 5세 후반에 격한 발달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운분  과제에서의 발달  경향을 살펴보면, 5세 반에서 5세 후반에 

격한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운인식 과제들을 음 수 과 음소수 으로 나 어서 비교

해보았을 때, 모든 연령 집단에서 음  과제보다 음소 과제의 수행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운변별, 음운생략, 음운분  과제 총 수의 연령 집단 간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 집단 

간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음운변별 과제 F(5, 174) = 16.72, p< 001, 음

운생략 과제 F(5, 174) = 23.06, p< .001, 음운분  과제 F(5, 174) = 34.81, p< .001).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연

령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 6>, <표 - 7> 참조).

<표- 6> 연령에 따른 음운변별, 음운생략, 음운분  과제 차이의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음운

변별

집단간 957.10 5 191.42 16.72
***

집단내 1889.53 174 11.45

합계 2846.63 180

음운

생략

집단간 1537.42 5 307.48 23.06
***

집단내 2199.82 174 13.33

합계 3737.24 180

음운

분

집단간 534.36 5 106.87 34.81
***

집단내 506.59 174 3.07

합계 1040.95 180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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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령 집단에 한 총 평균의 사후검정 결과

3세 반 3세 후반 4세 반 4세 후반 5세 반 5세 후반

음운

변별

3세 반

3세 후반

4세 반

4세 후반

5세 반 *** *** ** *

5세 후반 *** *** *** ***

음운

생략

3세 반

3세 후반

4세 반

4세 후반

5세 반 *** *** * *

5세 후반 *** *** *** *** *

음운

분

3세 반

3세 후반 ***

4세 반 ***

4세 후반 *** *

5세 반 *** ***

5세 후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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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창안  쓰기 과제에서의 연령 집단 간 차이

창안  쓰기 과제 총 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과제수행의 총 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발달  경향은 <그림 - 4>와 같다. 창안  쓰기 과제에서의 발달  경향을 살펴보면, 5세 반

에서 5세 후반에 격한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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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창안  쓰기 과제의 정반응률

창안  쓰기 과제 총 수의 연령 집단 간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 집단 간의 수가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F(5, 174) = 40.82).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 8>, <표 - 9> 참조).

<표- 8> 연령에 따른 창안  쓰기 과제 차이의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창안

쓰기

집단간 508.82 5 101.76 40.82
***

집단내 411.37 174 2.50

합계 920.19 180

*** p < .001

<표- 9> 연령 집단에 한 창안  쓰기의 총 평균의 사후검정 결과

연령 집단 3세 반 3세 후반 4세 반 4세 후반 5세 반 5세 후반

3세 반

3세 후반

4세 반

4세 후반 *

5세 반 *** *** ***

5세 후반 *** *** *** *** ***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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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령별 읽기 련 변인들 간의 상 계

연령별 읽기 련 변인들 간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해 Pearson 단순 률 상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표 - 10>, <표 - 11>, <표 - 12>와 같다.

<표- 10> 3세 아동의 읽기 련 변인들 간의 상 계

인쇄물

인식

낱 자

구별

자소

이름 기

음

읽기

음운

변별

음운

생략

음운

분

창안

쓰기

인쇄물

인식
.169 .363

*** .141  .204 -.182 .411*** .278*

낱 자

구별
.349* .408** -.154  .338* .360** .204

자소

이름 기
.657

**  .134  337* .398** .689**

음

읽기
-.080  .473** .284* .399**

음운

변별
-.086 -.039 .147

음운

생략
.060 -.060

음운

분
.336

*

창안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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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아동집단의 기읽기 변인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수는 모두 15개 다. 

<표- 11> 4세 아동의 읽기 련 변인들 간의 상 계

인쇄물

인식

낱 자

구별

자소

이름 기

음

읽기

음운

변별

음운

생략

음운

분

창안

쓰기

인쇄물

인식
.411

** .410** .294* .267* .219 .524** .269*

낱 자

구별
.506

** .484** .154 .371** .451** .361**

자소

이름 기
.780

** .456** .656** .467***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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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계속)

인쇄물

인식

낱 자

구별

자소

이름 기

음

읽기

음운

변별

음운

생략

음운

분

창안

쓰기

음

읽기
.507

** .698** .484** .759**

음운

변별
.588

** .417** .570**

음운

생략
.411

** .652

음운

분
.544

**

창안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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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 아동집단의 기읽기 변인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수는 모두 25개 다. 여러 변인들 에서 음운분 이 다른 변인들과 높은 상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5세 아동의 읽기 련 변인들 간의 상 계

인쇄물

인식

낱 자

구별

자소

이름 기

음

읽기

음운

변별

음운

생략

음운

분

창안

쓰기

인쇄물

인식
.304

* .361** .544** .582** .384** .358** .517**

낱 자

구별
.388

** .480** .287* .345** .311* .521**

자소

이름 기
.836

** .554** .488** .608** .739**

음

읽기
.535

** .535** .562** .840**

음운

변별
.484

** .456** .501**

음운

생략
.424

** .468**

음운

분
.545

**

창안

쓰기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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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집단의 기읽기 변인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수는 모두 28개 다. 5세 아동집단은 기읽기와 련된 모든 변인들이 다른 변인

들과 높은 상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결론

1. 3～5세 일반아동의 기읽기 기술 발달

본 연구는 3～5세 일반아동을 상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기읽기기술의 발달과정을 알아

보았다. 그 결과 기읽기기술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연령에 따른 발달  차이를 보

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발달  차이는 기읽기기술에 한 하 과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났다. 활자와 련된 인쇄물을 경험할 기회가 많아지는 3세 반에서 3세 후반 사이에는 인쇄물 인식

과 낱 자 인식이 격한 발달을 보 다. 자와 소리 간의 계를 인식하고 조작하는 음운인식능력

은 음 읽기와 함께 4세 후반에서 5세 후반 사이에 격한 발달을 보 으며, 자의 기본단 를 인식

하는 자소 이름 기는 창안  쓰기와 함께 5세 반에서 5세 후반에 격한 발달을 보 다. 기읽

기 기술 변인들의 일련의 발달  경향은 여러 가지 시각 인 정보들 에서 문자를 인식하고 변별하

는 능력(인쇄물 인식, 낱 자 인식)이 먼  발달한 뒤, 자를 의미 있는 소리단 로 인식하고 조작하

는 능력(음운인식, 음 읽기)이 발달하는 것을 보여 다. 마지막으로 아동은 자의 기본단 인 자

소와 음소를 인식하고 조작하기 시작하면서( 자소 이름 기, 창안  쓰기) 진정한 의미의 읽기단계

로 어드는 비를 하는 것을 보여 다. 

어권 아동들의 읽기 발달은 알 벳 읽기에서 문자  읽기로 발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음 읽기가 4세 후반부터 격한 발달을 보이는 데 비해 자소 읽기는 5세 반에 어들어야 발달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아동이 음소단 보다 음 단  읽기를 먼  배운다는 사

실을 보여 다. 이러한 특성은 자소 읽기 오류패턴에서도 자주 나타났는데, 아동들은 ‘ㄱ’라는 자소를 

보고 /가/라고 읽는 반응을 보 으며, 소리 단 로 읽는 것을 낯설어 하는 모습을 보 다. 즉, 자소결합에 

의한 음 형성보다 음 단  학습이 먼  이 지는 한국아동의 읽기 특성을 반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아동의 기읽기 기술 발달은 어권 아동과는 다른 발달  특성을 보이게 된다.

음 단 의 음운인식능력의 경우 5세는 50%, 6세는 90%의 아동들이 가능한 반면, 음소단 의 

음운인식능력의 경우 5세는 17%, 6세는 70%의 아동들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음운인식능력을 음 수 과 음소수 에서의 과제수행 정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연령 

집단에서 음 인식 수가 음소인식 수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아동의 음

운인식능력 발달은 음  수 에서 음소수 으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음운인식발달

의 단계를 설명하는 선행연구들(Catts, 1993; Goswami, 2000)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부합하는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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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는데, 이것은 음운인식능력이 큰 음운단 에서 차 작은 단 의 인식으로 발달하는 언어보편

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읽기기술의 발달특성에 한 연구 결과는 기읽기 기술들이 학령 기부터 꾸 히 차

으로 발달한다는 것을 보여 다(Felton & Pepper, 1995). 따라서 읽기장애 험군 아동을 한 조기 

선별  재가 학령 기에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을 시사한다. 한 기읽기기술의 발달

 특성은 읽기 험군 아동들을 한 음운인식 훈련시 유용한 략을 제공해  수 있다. 즉, 음운인

식 훈련시 큰 음운단 인 낱말수 에서부터 시작하여 차 작은 단 인 음 , 음소 수 의 음운인식

과제를 실시해야 한다. 한 다양한 음운인식 과제 에서 음운 변별과 같은 단순한 과제에서 차 

분 과 같은 복잡한 과제 순서로 음운인식 훈련 로그램을 계획하 을 때 좀 더 효과 인 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음운처리과정 하  요소간의 련성

본 연구에서 기읽기 변인들 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읽기기술

과 유의한 상 계를 보이는 변인의 수가 증가하 으며, 읽기 련 변인들간 상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읽기기술들은 각각의 변인을 개별 으로 제시할 때보다는 여러 변인들

을 조합하 을 때 그 측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기읽기기술들은 과제에 따라 다양한 발달양상을 보이

며, 연령에 따라 민감하게 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있고, 각각의 변인들은 서로 간에 높은 상 계

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읽기장애 아동을 조기에 선별하기 하여 기읽기기술능력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연령에 합한 과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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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arly Literacy Development in 
Korean Children Aged Three to Five Years1)

Young-Tae Kima,b,§, Linda J. Lombardinoc, Eunhye Parka, So Hyun Leea

a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b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cDepartment of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University of Florida, Gainesville, USA 

Background & Objectives: While the identification of reading deficits in Korean children are being 
identified much more frequently, very little data are available on the developmental early literacy 
skills of preschool Korean children, making it difficult to identify these children before they enter 
school. Methods: One hundred eighty normal children between 3 and 5 years participated in the 
present study. These were grouped into six chronological age groups with six month intervals. They 
were equally balanced for gender. The experimental materials were consisted of the early literacy 
skill tasks known as powerful predictable variables for reading disorders. Results: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howed that (1) there was no difference by sex in all tasks; (2) there were significant 
effects of age for the preliteracy skills; (3) children learned nonsense syllable reading faster than 
letter naming; (4) phonological awareness skills began to appear around 4 years of age, and it makes 
great strides 5 years of age; (5) phonological awareness seemed to develop from simple (distinction) 
to more complex (segmentation) tasks; (6) phonological awareness development first began from 
the syllable level, and then goes on to the phoneme level. Discussion & Conclusion: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would provide the basic data for identifying reading disorders early. Since variables 
in early literacy skills, which may predict reading disorders, are diverse, it is necessary to apply 
appropriate age-related tasks and standards in order to identify children at risk for reading.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8;13;41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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