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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제1호, 49-64. 음운인식이란 구어에서 사용되는 단어 속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소리의

단위와 유형들을 지각하고 아는 것이다. 음운인식은 단어인식, 음절인식, 음소인식으로 발전

해 가며 초기읽기인 단어재인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져 있다. 특히 학령전 음운인식

능력은 언어능력이나 인지능력보다도 읽기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제 1의 예측변수라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연령이 4세, 5세 및 6세인 정상아동 72명을 대상으로 음운인식의 발

달을 살펴보았고, 음운인식과 단어재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4세 아동은 단어인식,

음절인식, 음소인식에서 각각 50 %, 34 %, 8 %의 정반응을 보였고, 5세 아동은 각각 75 %, 67

%, 13 %의 정반응을 보였으며, 6세 아동은 단어와 음절인식에서 95 % 이상의 정반응을, 음

소인식에서 51 %의 정반응을 보였다. 연령에 따라, 과제종류(즉 탈락, 합성, 변별)에 따라, 또

한 과제수준(즉 단어, 음절, 음소)에 따라서 수행률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상관관계분석

을 통해서 보면 단어재인과 음운인식 간의 상관계수는 .888이었으며, 단어재인과 어휘력 간은

.448, 단어재인과 지능 간은 .361으로 나타나 단어재인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음운인

식총점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 아동에게서도 음운인식은 나이가 증가함

에 따라 단어, 음절, 음소수준으로 발전하며, 음운인식의 과제별, 수준별로 수행률이 각 연령

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관관계분석을 통해서 보면 음운인식은 어휘력이

나 지능보다 초기읽기인 단어재인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음운인식능력은 초기읽기인 단어재인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인 것이다.

핵심어 : 음운인식, 단어인식, 음절인식, 음소인식, 탈락과제, 합성과제, 변별과제, 초기읽기

Ⅰ. 서 론

언어장애아동들은 적절한 중재에 의해 학령기에는 언어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

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 중 많은 수가 읽기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읽기의 어려움은 읽기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전반적인 교과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이는 점

차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된다. 이처럼 읽기란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많은 연

구들이 읽기장애는 발달적 언어장애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안하였다(Catts, 1989). 특

히 구어에서의 음운인식 결함이 읽기의 어려움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Wag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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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orgesen, 1987). 음운인식이란 구어에서 사용되는 단어 속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소리의

단위와 유형들을 지각하고 아는 것이다(Ball & Blachman, 1991). 예를 들어, 단어들은 운율

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단어와 함께 분절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더 나아가 단어가

음절과 음소단위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언어의 소리구조에 대한 지식을 음운인식

이라 한다(Hakes, 1982). Swank (1994)는 음운인식의 초기발달은 읽기습득전에 말놀이

(speech sound play )나 운율맞추기(rhyming alliteration)의 인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

였다. 이런 인식은 말소리의 음절인식으로 발전되어 가며 이것은 읽기에서의 단어재인기술

전에 발달하여 단어재인기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iberman et al. (1974)은 4세, 5세

및 6세 아동을 대상으로 단어분절과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4세 아동에서는 음소분절은 안

되나 음절로의 분석은 절반정도 아동에게서 가능하였고 5세 아동의 17 %는 음소분절이 가능

하였으며 50 % 정도는 음절분석을 하였다. 6세 아동의 경우는 70 %가 음소분석을, 90 %의

아동이 음절분석을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Liberman et al. (1974)의 연구결과는 음운인식

은 생활연령이 증가하면서 발달해 가며 그 발달은 단어분석, 음절분석, 음소분석으로 나아간

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읽기학습이 시작되면서 음소구조에 관한 인식이 생긴다고 보고

하고 있다. Swank (1994)는 초기 음운인식 발달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운율인식과 운율산

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Swank & Larrivee (1998)는 아동의 음운인식을 측정

하기 위해 사용되는 과제로는 단어에서의 음절이나 음소의 수세기, 단어에서의 소리순서 바

꾸기, 음절이나 음소의 분절, 축약, 탈락, 대치, 운율인식 및 음소변별의 과제들이 있다고 하

였다. 아동의 초기읽기발달인 단어재인은 음운인식능력을 반영한다(Bradely & Bryant ,

1985). 이차숙(1999)은 유아들이 단어재인을 하기 위해서는 낱말이 음절과 음소로 분절될 수

있다는 것과 말소리의 최소단위인 음소는 자·모의 부호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표음문자인 우리글은 자음과 모음의 말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소

(graphem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모체계를 터득할 수 있어야 자·모의 부호를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Catts (1989)는 읽기장애가 있는 성인들이 음운적으로 복잡한 단어의 산

출과 음운적으로 복잡한 구의 반복에서 어려움을 보였다고 보고하면서 이것은 음운적 처리

의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Bradly & Bryant (1978)는 읽기장애가 있는 그룹과

읽기수준을 맞춘 정상그룹과의 음운인식 능력을 비교하였다. 네 개의 단어 중 음소가 다른

하나의 단어골라내기와 주어진 단어와 운율이 같은 단어찾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읽

기장애그룹이 읽기수준을 맞춘 정상그룹에 비해 수행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면서

음운인식의 어려움은 읽기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Gilbertson &

Bramlett (1998)는 유치원에 다니는 91명의 아동에게 수용언어, 인지능력, 음운인식능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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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고 초등학교 1학년 말에 다시 이들을 대상으로 표준읽기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음

운인식능력이 읽기능력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다고 보고하면서 음운인식능력검사는 읽기능

력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라고 주장하였다. Swank & Catts (1994)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요약하면 아동들은 운율맞추기, 말소리놀이를 통해 음

운인식이 시작되며 이것은 생활연령이 4세, 5세가 되면 단어인식, 음절인식으로 발전되어 나

가며 이런 능력들은 초기읽기인 단어재인능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후 아동들은 읽기를 배

우게 되면서 음운인식의 한 분야인 음소인식으로 발달한다. 또한 음운인식은 초기읽기인 단

어재인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 읽기능력을 예측해 줄 수 있는 변인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읽기교육 시작시기에 있는 생활연령이 만 4세, 5세, 6세인 우리나라 정상아동의 음운

인식의 발달이 어떠한지, 또한 음운인식과 초기읽기인 단어재인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생활연령이 4세, 5세, 6세인 아동 각각 24명씩을 선정하였다. 남녀의 성

비는 1:1로 하였다.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선택하였다. 아동들이 정상범주에

속함을 밝히기 위해서 음운인식검사와 단어재인검사(단어읽기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그림어

휘력검사(김영태 외, 1995), 그림자음검사(김영태, 1994), KEDI-WISC 지능검사(곽금주·박

광배·박혜원, 1987)를 실시하였다. 정상범주에 속하는 아동의 기준으로는 그림어휘력검사상

자신의 생활연령에서 6개월이상 지체되지 않으며 인지능력검사상 - 1 SD이상인 아동을 대상

으로 하였다.

2 . 검사도구

가 . 음운인식능력검사

본 연구에서는 Swank & Larrivee (1998)와 이혜숙(1997)의 논문을 참조하여 기존의 연

구에서 사용한 다양한 음운인식검사를 아동의 연령 및 한국어의 음운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보안하여 피험자들에게 실시하였다. 알파벳 체계에서 사용되었된 음운인식검사를 인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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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글도 영어와 같이 음소문자이며 자음과 모음이 뚜렷이 구별되는 문자라는 점에서, 또한

표음문자인 우리글은 자음과 모음의 말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모

의 음가체계를 터득할 수 있어야 자·모의 부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차숙(1999)의 주장에

따라 기존의 음운인식검사를 인용하였다. 음운인식검사는 단어수준, 음절수준, 음소수준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방법으로는 탈락검사, 합성검사, 변별검사로 하였다. 음운인식검사를 이렇게

구성한 것은 Catts (1993), Gilbertson & Bramlett (1998) 그리고 Swank & Larrivee (1998) 등

의 음운인식검사 내용을 따른 것이다. 연구자가 제작한 음운인식과제는 단어탈락, 음절탈락,

음소탈락, 단어합성, 음절합성, 음소합성, 단어변별, 음절변별, 음소변별로 이루어져있다. 음운

인식검사에서 사용된 어휘는 유치원아동과 초등학교아동에게 친숙한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

서 3, 4, 5세 아동의 회화에 나타난 어휘조사 (이상금 외, 1972)와 한국아동의 어휘발달연

구 (이연섭·권경안·정인실, 1980)를 참고하였다. 음운인식검사에서는 자음을 중심으로 초

성과 종성의 위치에서만 탈락, 합성, 변별을 실시하였다. 음운인식검사에서 사용된 음소는 다

음과 같다. 우리나라 자음 총 19개의 음소중 자음은 아동 연령 5;11까지 완전습득에 이르는

음소 14개를 사용하였으며 아동연령 5;11 까지 완전

습득되지 않는 음소(김영태, 1996)는 제외시켰다. 피험자가 과제 실시시 청

각적으로 제시된 단어나 음절을 듣고 답하는 과제이므로 유치원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이 발음하기 어렵고 완전습득되지 않아 발음이 불분명한 음소는 제외시킨 것이다. 종성자음

으로는 7개의 종성( )을 사용하였다. 이중모음 외 와 위 는 발음의 난이도

를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자극제시조건으로는 연습문제시 이해를 돕기 위해 부가적 설명과

목표음과 관련된 그림카드를 제시하고 본 실험에서는 시각적 자극을 배제하고 청각적으로만

자극을 제시하였다.

(1) 탈락검사

탈락검사는 단어탈락, 음절탈락 및 음소탈락검사로 이루어졌으며 각각 연습문제 2문항

과 본문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어탈락검사의 연습문제에서는 각 단어에 대한 그림카

드를 제작하여 보여주면서 단어탈락을 연습시켰다. 예를 들면 왕개미 의 경우, 왕 과 개미

가 각각 그려진 그림을 동시에 보여준 후 왕 그림을 가리키면서 왕을 빼면 뭐가 남지? 라

고 질문하여 아동이 답하게 하였다. 본 문제에서는 그림 없이 검사를 실시하였다. 음절탈락

검사에서는 청각적 제시만으로 그네 에서 그를 빼면 어떤 소리가 남지? 라고 질문하여 답

하게 하였다. 음소탈락검사에서는 매 에서 므 (므)를 빼면 어떤 소리가 남지? 라고 질문하

여 답하게 하였다. 이때 의 자음명칭 미음이 아닌 음가(phonetic sound) 므 라고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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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표 - 1> 탈락검사

검사유형 하위검사 실험문항

단어탈락검사

연습문제 왕개미 떡국

앞단어탈락 김밥 딸기잼 닭고기

뒷단어탈락 방문 꽃병 거미줄

음절탈락검사

연습문제 그네 바지

첫음절탈락 거지 나팔 두꺼비

끝음절탈락 망치 비누 고구마

음소탈락검사

연습문제 (매) 떠 (떡)

초성탈락 (배) (코) (돈)

종성탈락 이 (입) 다 (달) 따 (땀)

(2) 합성검사

합성검사는 단어합성, 음절합성 및 음소합성검사로 이루어졌으며 각각 연습문제 2문항

과 본문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어합성검사에서는 연습문제시 각 단어에 대한 그림카

드를 보여주면서 단어합성을 연습시켰다. 예를 들면 바나나우유 의 경우, 바나나 와 우유 가

각각 그려진 그림을 따로 보여준 후, 다시 바나나 와 우유 그림을 함께 보여주면서 그림이

합쳐지면 뭐가 되지? 라고 질문하여 아동이 답하게 하였다. 본 문제에서는 그림없이 검사를

<표 - 2> 합성검사

검사유형 하위검사 실험문항

단어합성검사
연습문제 바나나우유 포도잼

단어합성 잠옷 강물 꿀벌 나팔꽃 탁구공 병원놀이

음절합성검사

연습문제 당근 자전거

2음절어 합성 모기 그네 배꼽

3음절어 합성 운동장 도깨비 꼭대기

음소합성검사

연습문제 (개) (껌)

CV 구조로 된
1음절 음소합성

(키) (때) (나)

CVC 구조로된
1음절 음소합성

(콩) (팔)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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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음절합성검사에서는 청각적 제시만으로 당 소리에다가 근 소리를 합치면 무슨

소리가 되지? 라고 질문하여 답하게 하였다. 음소합성검사에서는 (그) 소리에다가 애를

더하면 어떤 소리가 되지? 라고 질문하여 답하게 하였다. 이때 의 자음명칭 기역 이 아닌

음가(phonetic sound) 그 라고 제시하였다.

(3) 변별검사

변별검사는 단어변별, 음절변별 및 음소변별검사로 이루어졌으며 각각 연습문제 2문항

과 본문제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단어변별검사에서는 연습문제시 각 단어가 그려진 그림

카드를 보여주면서 단어변별을 연습시켰다. 예를 들면 배, 파, 배가 그려진 그림을 보여준 후

배 , 파 , 배 중에서 소리가 다른 하나는 무엇이지? 라고 질문하여 아동이 답하게 하였다.

본 문제에서는 그림 없이 검사를 실시하였다. 음절변별검사에서는 청각적 제시만으로 가게,

가방, 탱크 중에서 앞 소리가 다른 하나는 무엇이지? 라고 질문하여 답하게 하였다. 음소변

별검사에서는 칼, 컵, 북 중에서 두 개는 아주 작은 소리가 같은데 나머지 하나는 틀리게

소리가 난다, 그것은 무엇이지? 라고 질문하여 답하게 하였다. 이때 제시되는 문항들은 초성

변별문항이므로 초성의 음가(phonetic sound)를 조금 강조해서 길게 소리내어 주었다.

<표 - 3> 변별검사

검사유형 하위검사 실험문항

단어변별검사

연습문제 배, 파 , 배 / 밤 , 돈, 돈

단어변별

코, 꿀 , 꼬 / 입 , 곰, 곰 / 개미, 노래 , 개미

베개 , 다리, 다리 / 언니, 거울 , 언니
나무, 나무, 바퀴

음절변별검사

연습문제 가게, 가방, 탱크 / 반장, 공부 , 된장

첫 음절 변별
양말, 앙복, 조개 / 바늘, 여우 , 바다
안경 , 마늘, 마귀

끝 음절 변별
밥통, 그네 , 필통 / 모기, 국어 , 붕어
번개, 찌개, 무우

음소변별검사

연습문제 칼, 컵, 북 / 불 , 몸, 밤

초성 변별 눈 , 공, 길 / 봄, 발, 등 / 집, 앞 , 잠

종성 변별 돈, 문, 밤 / 곰 , 컵, 밥 / 돌, 목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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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단어재인 (읽기 )검사

음운처리능력은 단어재인능력(단어읽기)을 예측해 주며 이 두 과제는 밀접한 상관관계

를 갖는다는 Swank & Catts (1994)의 연구결과에 따라 음운인식능력검사를 실시한 후 단어

재인검사를 실시하였다. 단어의 구성은 글자의 구성에 있어서 6가지 자모조합형(김민식·정

찬섭, 1989) 중 종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또 어휘선

택에서는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일수록 글자인식의 정반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윤혜

경·권오식, 1995)에 따라 어휘빈도도 고려하였다. 어휘빈도의 경우 음운인식에서 사용되었

던 단어를 제외시키고 3, 4, 5세 아동의 회화에 나타난 어휘조사 (이상금 외, 1972)와 읽기진

단검사(김만권, 1998)에 나와 있는 어휘를 참고하였다. 또 단어의 구성환경에서 글자에 대한

음운부호화가 글자의 터득에 영향을 미친다(윤혜경·권오식, 1994)는 보고에 따라 유치원 아

동과 저학년 아동이 발음하기 어려운 이중모음과 5;11까지 완전습득되지 않는 , , ,

, 의 다섯 자음은 제외시켰다. 단어재인검사는 2음절 및 3음절 단어 각각 10문항씩 20문

항으로 이루어졌다. 아동에게 검사지를 제시하고 정확히 읽도록 하였다.

<표 - 4> 단어재인(읽기)검사 문항

2음절 단어 3음절 단어

거지

나무

도끼

모자

바보

지붕

같다

콩밥

통닭

풀밭

피아노

토마토

코코아

뽀빠이

보자기

문방구

뚱뚱보

동대문

냉장고

감나무

3 . 검사절차

본 연구는 2000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서울 및 경기지역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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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곳과 서울지역 초등학교 1곳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검사는 본 연구자가 각 기관에서

마련해준 조용하고 다른 아동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아

이들이 언어능력이나 인지능력면에서 정상발달임을 확인하기 위해 발음검사, 그림어휘력검

사, KEDI- WISC지능검사 순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림어휘력검사에서 자신의 생활연령

보다 6개월 이상 지체되거나 지능 검사에서 - 1 SD 이하이거나 발음의 명료도가 90 % 이하인

아이들은 검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1명은 자음정확도 부족으로 3명은 어휘력 부족으로 2명

은 지능검사에서 - 1 SD 이하이어서 검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음운인식검사는 순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대상아동 중 24명은 탈락과제를 먼저 실시하였고 다른 24명은 변별과제를

먼저 실시했으며 나머지 24명은 합성과제를 먼저 실시하였다.

4 . 자료분석

본 연구의 결과는 SPSS 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각각의 음운인식과제에서 연령별 평균과 표준편차의 변화를 알아보고, 변량분석을 통

하여 과제종류와 과제수준과 나이와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고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끼

리의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후 Scheffé 사후검증하여 나이간 차이와 과제간의 차이를 알아

보았다. 또한 평가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평가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제1평가자는

연구자였고 제2평가자는 언어병리학을 전공한 언어치료사였다. 제2평가자는 각각 연령별로

5명씩의 자료(전체자료의 20 %)를 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98 %의 일치도를 보였다.

Ⅲ. 연구결과

1. 생활연령 4 , 5 , 6세 정상아동의 음운인식발달

음운인식검사 점수의 평균을 통해 그 증가정도를 보면 생활연령이 4세인 아동은 30.39

%의 정반응을, 생활연령이 5세인 아동은 51.54 %의 정반응을, 생활연령이 6세인 아동은

81.70 %의 정반응을 보였다. 음운인식이 어떤 발달단계를 거치는지 알기 위해서 각 과제의

나이별 평균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탈락과제, 합성과제, 변별과제 모두 음소, 음절 및 단어

순으로 음운인식의 점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6세 아동은 단어와 음절인식에서 95

% 이상, 음소인식에서 51 %의 정반응을 보였다. 5세 아동은 단어인식에서 75 %, 음절인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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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67 %, 음소인식에서 13 %의 정반응을 보였다. 4세 아동은 단어인식에서 50 %, 음절인식에

서 34 %, 음소인식에서 8 %의 정반응을 보였다. 과제수준(단어, 음절, 음소)과 나이, 과제종류

(탈락, 합성, 변별)와 나이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에 따라,

과제수준(단어수준, 음절수준, 음소수준)에 따라, 과제종류(탈락과제, 합성과제, 변별과제)에

따라 수행률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4, 5세 아동은 변별음운점수가 높았으며, 6세 아동은

합성음운점수가 다른과제에 비해서 낮았다. 과제수준에서 보면 단어수준과 음절수준에서는

4, 5, 6세간에서는 연령별 차이를 두고 음운인식발달에 차이가 있었으나 음소수준에서는 4세

와 5세간 연령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 5> 상호작용효과

효과 F p

과제종류×나이

과제수준×나이

4.853

6.440

.001*

.000*

* p < .05

<표 - 6> 연령에 따른 음운인식과제 수준별 평균, 표준편차와 일원분산분석 결과

나이 아동수 평균 표준편차 F p

단어수준

4세

5세

6세

24

24

24

8.96 (50 %)

13.46 (75 %)

17.79 (99 %)

4.98

4.21

0.41

32.87 .000*

음절수준

4세

5세

6세

24

24

24

6.08 (34 %)

12.12 (67 %)

17.12 (96 %)

4.15

5.04

1.36

49.48 .000*

음소수준

4세

5세

6세

24

24

24

1.38 (8 %)

2.25 (13 %)

9.21 (51 %)

1.10

1.60

4.60

53.33 .000*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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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7> 연령에 따른 음운인식 과제수준의 사후검증(Scheffé) 결과

종속변수 연령(I)- 연령(J)
평균차이

(I)- (J)
p

단어수준
4세 5세
5세 6세

- 4.50*
- 4.33*

.000*

.000*

음절수준
4세 5세
5세 6세

- 6.04*
- 5.0*

.000*

.000*

음소수준
4세 5세
5세 6세

- 0.88
- 6.96*

.577

.000*

* p < .05

<표 - 8> 연령에 따른 음운인식 과제종류의 평균, 표준편차 일원분산분석 결과

나이 아동수 평균 표준편차 F p

탈락음운

4세
5세
6세

24
24
24

4.17 (23.17 %)
8.42 (46.78 %)

15.0 (83.30 %)

3.92
4.19
1.62

60.378 .000*

합성음운

4세
5세
6세

24
24
24

4.67 (25.94 %)
8.96 (49.78 %)

14.25 (79.17 %)

4.39
3.76
2.19

43.423 .000*

변별음운

4세
5세
6세

24
24
24

7.58 (42.11 %)
10.46 (58.11 %)
14.88 (82.67 %)

2.41
3.27
2.46

43.092 .000*

* p < .05

<표 - 9> 생활연령 4, 5, 6세 각각에서의 과제간의 평균차이

연령 연령별 각 과제간 평균차이
평균차이
(I) - (J)

p

4세
탈락음운- 합성음운

탈락음운- 변별음운

합성음운- 변별음운

- 0.50
- 3.42
- 2.92

.528

.000*

.002*

5세
탈락음운- 합성음운

탈락음운- 변별음운

합성음운- 변별음운

- 0.54
- 2.04
- 1.50

.393

.002*

.062

6세
탈락음운- 합성음운

탈락음운- 변별음운

합성음운- 변별음운

0.75
0.13

- 0.63

.023*

.737

.118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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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 연령에 따른 음운인식과제 수준 <그림 - 2> 연령에 따른 음운인식과제 종류

2 . 음운인식과 단어재인의 상관관계

음운인식과 단어재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운인식을 합한 음운총점과 단어재

인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단어재인과 음운총점, 어휘력, 지능과

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단어재인-음운총점간에는 .888, 단어재인-어휘력간에는 .448, 단

어재인-지능간에는 .361로 단어재인과 음운총점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운인식 과제종류와 재인총점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탈락과제 .892, 합성과제 .866, 변별과

제 .783으로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10> 단어읽기와 음운총점, 어휘력 및 지능간의 상관계수

음운총점 어휘력 지능

단어읽기 상관계수 .888** .448** .361**

* p < .01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질문은 우리나라 아동의 음운인식능력 발달양상을 살피고 음운인식능력과

초기읽기인 단어읽기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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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게서도 음운인식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탈락과제, 합성과제, 변별과제 모두에서 단어,

음절, 음소수준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세 아동은 단어와 음절인식이 성립되어

있는 시기이며 4세와 5세 아동의 음소인식은 아직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Swank (1994)는

그의 연구에서 아이들은 말놀이나 운율맞추기를 통해 음운인식이 이루어지며 이런 인식은

음절인식으로 발전한다고 하였으며 Morais (1991)는 읽기가 시작되면서 음소인식으로 발전

해 간다고 하였다. 즉 아이들은 운율인식, 말놀이, 음절인식, 음소인식 순으로 음운인식이 발

달해 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들도 앞 연구자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음운인식의 발달

이 단어, 음절, 음소 순으로 발달해감을 알 수 있다. 음운인식과제별로 음운인식수준별로 살

펴보면 그 수행률이 각 연령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5세 아동은 변별음

운점수가 높은 반면 6세 아동은 합성음운점수가 다른 두 과제에 비해 점수가 낮았다. 또한

단어수준과 음절수준은 4, 5, 6세간 연령별로 차이를 두고 음운인식이 발전해 가는 반면 음소

수준에서는 4, 5세간 연령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호작용효과를 요약하면 과제수행률은

어떤 종류의 과제냐에 따라서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또한 어떤 수준에서 과제를 수행하느냐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Swank & Catts (1994)는 초등학교 1학년 54명(평균

80.2개월)을 대상으로 탈락과제, 변별과제, 합성과제, 분절과제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과제수

준을 단어, 음절, 음소로 나누어 실시하지는 않았다. 연구결과 합성과제(70 %), 분절과제(58

%), 탈락과제(37 %), 변별과제(32 %) 순으로 수행률이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 마찬가지로 과제종류에 따라, 나이에 따라, 과제수준에 따라 과제수행률이 달라짐을 보여

주고 있으며 과제종류의 정반응은 외국아동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외국아동의 경

우와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첫째, 연령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4, 5,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는 점과 둘째, 언어 문화적 차이가 있었을 것이며 셋째, 본 연구에서 탈락, 합성과제는 듣고

답을 말하는 질문인데 반해 변별과제의 경우 3가지 예를 듣고 고르는 선택형 질문으로써 우

연확률이 개입될 수도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상관관계분석을 통해보면 음운인식은 초기

읽기인 단어재인과 높은 상관관계(.888)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으며 단어재인과 음운인식의

상관관계는 단어재인과 어휘력이나(.448) 지능점수의(.361) 상관관계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Swank & Catts (1994), 그리고 Gilbertson & Bramlett (199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

한다. Swank & Catts (1994)는 음운인식검사가 인지검사나 언어검사보다도 초기읽기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검사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우

리나라 아동들에게도 초기읽기인 단어재인능력은 음운인식검사에 의해서 가장 잘 예측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음운인식검사를 통해 읽기장애의 위험에 있는 아이들을 미리 선별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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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라 할 것이다. Catts (1993)는 종단연구를 통하여 단순언어지체 아

동들(Specific Language Impairment )이 읽기장애나 학습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

적하면서 취학전 단순언어발달지체 아동들의 음운인식검사를 통해 읽기능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선별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Jorm & Share (1983)는 음운인식과정의 결

함은 단어재인의 문제와 관련되며 더 나아가 읽기이해력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런 결

과로 미루어 본다면 음운인식검사를 통해 초기읽기의 위험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선별한다

는 것은 초기읽기를 위한 적절한 조치뿐만 아니라 읽기이해력의 문제를 예방하는 것도 가능

해질 것이다. 특히 취학전 단순언어발달지체나 언어발달지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치료사에게 음운인식과제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

는 정상 4, 5, 6세 아동 72명을 대상으로 하여 음운인식발달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내용만으

로 정상아동의 음운인식발달을 논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다양한 환경에서 많은 수의 아이들

을 표집함으로써, 또한 종단적 연구를 통한 음운인식발달과 읽기와의 상관관계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초기읽기와 음운인식능력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연구를 통해 이를 확증해 줄 수 있는 연구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음운인식능력이 포함된 초기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조기판별도구가 개발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 치료교육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읽기발

달에서 음운적 발달만을 고려하였다. 읽기는 음운적 발달 뿐만 아니라 시각적 처리과정 등

다양한 관련 요소들이 선행 발달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

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음운처리과정 검사도구와 초기읽기 검사도구는 모두 연구자가 제작

하여 사용하였다. 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사용되는 표준화된 읽기검사도구 또는 기초학습기능검사가 있으나 초기읽기에 어려움이 있

는 아동들을 선별해내기에는 내용과 구성이 적절하지 않다. 초기읽기의 위험에 처한 아이들

을 선별해낼 수 있는 초기읽기 검사도구가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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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ological awareness refers to the recognizing the speech- sound units and their forms in

a word in spoken language. Phonological awareness progresses into word awareness, syl-

lable awareness, and phonemic awareness step by step and is highly correlated with word

reading which is the first step of reading. Especially phonological awareness has been

identified as the primary predictor for reading rather than language ability or intellectual

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phonologcal awreness

of 72 normal Korean children between 4-6 years of age, and to see whether this phonological

awareness influences word reading. Four-year - old children showed correct response of 50 %

in word awareness, 34 % in syllable awareness, and 8 % in phonemic awareness. Five-

year - old children showed correct response of 75 % in word awareness, 67 % in syllable

awareness, and 13 % in phonemic awareness. Six-year - old children showed correct response

of 95 % or more in word and syllable awareness, and 51 % in phonemic awareness. The

scores of phonological awareness changed depending on the age, the type of phonological

awareness tasks (deletion, blending, categorization), and the level of phonological awareness

tasks (word, syllable, phoneme). Reading and phonological awareness correlation score was

.888, reading and PPVT - K correlation score was .448, and reading and KEDI-WISC cor -

relation score was .361. The highest score obtained was the correlation between reading

achievement and phonological awareness. This result may indicate that the phonological

awareness of Korean children develops in the order of word level, syllable level, and pho-

nemic level in line with the increase in age. The correlation analysis shows that phonological

awarenes is highly correlated with early reading rather than PPVT - K or KEDI-WISC.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phonological awareness is the primary predictor of early

reading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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