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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differences in spelling performances 
between children with language-learning disabilities and typical developing children from 
first grade to third grade in elementary school, compared in parallel, by spelling rules and 
phonological rules. Methods: A total of 20 students from 1st to 3rd grade participated in 
this study. Research tools were composed of four different types of assignments based on 
different spelling types, which were dictation based assessments selected upon four differ-
ent phonological rules. Result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hildren 
with language-learning disabilities and typical developing children by spelling type. Also, 
there were significant interactions between groups and spelling type. Secon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children with language-learning disabilities and typi-
cal developing children by phonological rules. There were no interaction effects between 
groups and spelling type. Third, children with language-learning disabilities made more 
errors than typical developing children in phonological processing and orthographic pro-
cessing, where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morphological processing er-
rors was no significant. Conclusion: The difference in spelling performance by spelling type 
and phonological rules suggest that we must take spelling types and phonological rules 
into account when teaching spelling skills to children with language-learning disabilities. 
In particular,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morphemes observed in spelling performances 
imply that we must consider incorporating morpheme developing disciplines when teach-
ing in spelling skills. 

Keywords: School-aged children, Language learning disabilities, Spelling, Spelling type, 
Phonological rules

읽기와 쓰기는 의사소통의 한 방법으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학령기에는 읽기, 쓰기의 중요성이 더 부

각된다. 일반아동은 초등 저학년 동안 읽기의 기본 기능을 대부분 

습득하며,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한 쓰기기술을 익히게 된다. 고학

년 이후에는 고급 독해기술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저학년 때 습

득된 쓰기기술이 다양한 교과목으로 확장되어 적용되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Ga, 2006; Heo, Kwak, & Lee, 2011). 이처럼 읽기와 쓰

기는 저학년부터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습에 기본이 되며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의 성패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Kwon, 2004).

또한 쓰기는 철자, 구문, 의미, 관습적인 규칙 등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다양한 언어적 능력과 철자법, 그리고 근육운동 등이 필요

한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아동들은 읽기보

다 쓰기에서 더 어려움을 느낀다. 쓰기의 발달은 일반적으로 초기 

쓰기형태가 나타나는 2-3세경부터 시작하며, 학령기를 거쳐 점차 

발달해 나가게 된다. 즉, 학령초기에는 다양한 쓰기 경험을 하게 되

고 전사하기와 같은 기술에 초점을 두지만 학령기 중 ·후기 아동의 

쓰기는 학습의 도구로 기능하게 된다. 즉, 이야기글, 설명글, 설득글

과 같은 지식전달의 양식에 따라 어휘 및 문장형식이 달라지는 학

습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Scott, 2005).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중요한 능력인 쓰기에 대해 Kim (2013)은 쓰기를 철자능력과 작문

능력으로 나누어 초등학생 1-5학년을 대상으로 한 쓰기능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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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측변인을 살펴본 결과 어휘, 표기인식, 형태인식, 자음소리, 단

어인지는 철자능력과 관련된 예측변인에 포함되며, 어휘, 형태인식, 

작동기억, 듣기이해, 읽기이해, 철자는 작문능력의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Jo, Kim과 Jeong (2006)은 음운인식과 단어읽기가 유아

의 쓰기능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 무의미 단어읽기, 음소인식 

순으로 쓰기능력 점수를 예측해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철자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철자지식과 자

소-음소 대응규칙에 대한 지식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철자인식 혹

은 철자지식(orthographic knowledge)은 우리 기억 속에 저장된 구

어를 문어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패턴이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미

한다(Apel, 2011). Chung (2015)은 철자지식이 뚜렷하게 발달한 아

동은 철자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좀 더 복잡한 문

장이나 작문에 몰입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불완전하게 형성된 철

자의 표상을 수정하거나 더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음운, 형태 그

리고 철자패턴에 관한 지식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중 영어권 연구에서는 철자쓰기 발달을 일반적으로 소리 또

는 음운처리 단계, 패턴 또는 표기처리 단계, 의미 또는 형태처리 단

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Henderson, 1990). 음운처리 단계에서 

아동은 단어의 소리와 글자 또는 낱자를 연결시켜 철자하고, 패턴 

또는 표기처리 단계에서는 모든 단어가 자소-음소 대응관계를 통

해 철자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위치에 따라 철자되는 원리를 적용하

고 이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의미 또는 형태처리 단계에서는 의미

를 지닌 단어부분은 발음이 바뀌어도 철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을 인식하고 적용한다(Adams, 1990; Henderson, 1990). 반면 우리

나라 연구에서 Kim (2009)은 한글이 자소-음소 일대일 대응을 원

칙으로 하지만,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의 형태가 단어 내에서 

위치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

다. 이로써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철자발달 단계가 한글에

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글의 경우

에는 음운규칙이 적용되는 단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음운규칙

별 발달패턴을 포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Yang (2014)은 초등

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철자발달 특성을 연구한 결과 철자유형 

중 음운유형은 대부분 1학년 때 학습이 완성되고 기본 종성 등 어

려운 음운유형은 3학년에 완성되나, 형태유형에서는 대부분 3학년

까지도 완전하게 습득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음운유형이 

형태유형보다 먼저 발달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만 5세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추적연구에서는 자소-음소 대응이 명백한 기본 초성, 

기본 종성, 기본 모음의 음운학적 유형들이 먼저 습득되고 어려운 

음운규칙이나 7종성 패턴 등은 나중에 습득된다고 하였다(Yang, 

2009). 하지만 한글의 경우, 받침 소리가 7개 자음으로만 발음되는 

칠종성 법칙과 단어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바뀌는 음운규

칙이 적용되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영어권에서 나타난 음운처리, 

표기처리, 형태처리의 기준뿐 아니라, 음운규칙별 발달패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Kim, 2009). 

철자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보다 성숙한 문자사용을 위해 다양

한 철자전략들을 사용하게 되는데(Bear, Invernizzi, Templeton, & 

Johnston, 2016), 철자전략은 음운전략, 표기전략, 형태전략으로 나

누어진다. 음운전략은 자소-음소에 대한 지식을 알고 소리 나는 대

로 표기하는 전략이며, 표기전략은 문자 안에서 익숙하게 나타나

는 자소의 패턴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형태전략은 형

태소에 대한 지식을 철자에 사용하는 전략이다. Frith (1985), Hen-

derson (1990)은 철자발달 시작은 음운지식 즉 음운전략을 사용하

다가 약 만 7, 8세가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형태소를 지켜 쓰려는 모

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하지만 Treiman과 Cassar (1996)는 어린 학

생들이 형태소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철자하는지 관찰한 결과, 

아동들이 단일형태소를 철자할 때는 두 개의 연속되는 자음 중 첫 

자음을 생략하는 모습을 보이고(예: BRAD for brand), 어간에 문

법형태소가 붙어있는 단어에서는 어간을 살리기 위해 첫 자음을 

표기하였다(예: RAND for rained)고 보고하였다. 이는 만 5세 학령

전기 아동들도 형태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Yang (2009) 연구에서도 만 5세 아동들은 경음화 되는 단어나 7종

성 패턴 등과 같은 형태소적 지식이 필요한 철자 유형을 정확하게 

철자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어린 학생들도 형태소를 

철자하게 되는 이유를 형태소에 대한 노출빈도가 높아지면 어린 학

생들도 형태소에 대한 지식과 전략을 철자에 반영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즉, 철자전략에 대한 연구대상이 고학년일 경우에는 대부

분 형태전략 사용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저학년일 경우에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최근 철자쓰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집단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져 왔는데 대부분 철자부진 아동, 읽기장애 아동, 청각장애 아동, 

ADHD 아동 등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왔다. Kim (2012)은 인공와우

이식 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철자쓰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공와우이식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철자쓰기 총점 평균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4학년 ADHD 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

로 Ko (2014)의 연구에서도 ADHD 아동들이 일반아동에 비해 유

의하게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이는 일반아동에 비해 철자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Kim (2009)은 1-6학년 철자부진 

아동을 대상으로 철자발달 패턴과 오류유형을 분석한 결과, 1-3학

년의 경우 철자부진 아동은 일반아동들과 유의한 철자발달 패턴

을 보였으며,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는 다소 완만한 발달 패턴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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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Kim, Choi와 Kim (2010)은 철자부진 아동이 자소-음소

의 대응이 불규칙한 단어의 철자 수행력이 상당히 낮았으며, 이는 

아동이 글자와 소리의 대응규칙은 알고 있으나 한글맞춤법에 따른 

철자법을 적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 Choi, Kim, Yun과 Sung 

(2011)은 읽기장애 아동이 친숙도가 낮은 낱말과 음운규칙이 적용

되는 낱말의 받침철자에 대해 이해력이 부족하며, 특히 겹받침 철

자에서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 읽기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읽은 후 다시 말하기와 다시 쓰기라는 읽기전략

을 비교한 Jung과 Kim (2012)의 연구결과 읽기장애 아동은 쓰기보

다 다시 말하기가 읽기이해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는 읽기장

애 아동이 말하기보다 쓰기에 더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학습장애란 읽기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하위 유형으

로 구어에서의 결함이 두드러지는 언어학적 기초능력과 관련된 읽

기 및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다(Butler & Silliman, 2002). 언

어학습장애 아동은 음운, 구문, 의미, 화용 등 언어학적 측면에서

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부족한 언어기술로 읽기학습에 노출됨

에 따라 읽기결함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Owens, 2012). 

또한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언어적 문제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뿐 아니라 쓰기 및 철자 사용에서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

(Kim, 2016).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말 산출에서 명백한 오류를 반

드시 갖지는 않으나, 어려운 단어나 구 또는 복잡한 비단어 등의 복

잡한 음운산출에서 종종 장애를 보인다(Pennington & Bishop, 

2009). 또한 음운산출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도 음운처리의 ‘기저’ 

결함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결함은 읽기학습에 중요

한 영향을 끼친다(Liberman & Liberman, 1990). Scott (2004)은 언

어학습장애 아동이 보통 자발어에서는 많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나 

쓰기에서는 많은 실수를 범한다고 하였다. 

아동들은 철자발달 과정에서 철자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최

근 몇몇 외국연구들에서는 쓰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철

자전략에 대해 탐색해 오고 있다. Sangster와 Deacon (2011)은 철자

를 1형태소와 2형태소로 나누어 형태전략의 사용을 살펴보았으며, 

Deacon과 Bryant (2005)의 연구에서도 철자검사를 1형태소와 2형

태소로 나누었으며, 2형태소는 다시 접사가 포함된 굴절어와 파생

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는 아동이 형태소 분절방법을 알고 있

을 경우 2형태소 단어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것

을 통해 아동의 형태전략 사용능력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국내연구

에서는 아직 형태전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형태소지

식이 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보고되고 있다(Jung, 2014; 

Kim, & Jung, 2015a, 2015b).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처럼 형태소지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음운규칙이 적용되는 단

어들을 형태소 수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해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쓰기에서 음운대로 

쓰는 단어와 음운규칙이 적용되는 단어 중에서 형태소가 1개인 것

과 2개인 것, 좀 더 복잡한 겹자음이 포함된 단어로 철자유형을 나

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이것은 철자쓰기에서 일반아동이 언어학습

장애 아동에 비해 형태소지식을 더 잘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읽기부진 아동들이 형태소지식의 부족으로 철자쓰기에 있어 전략

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대상

인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철자쓰기능력에서 형태소 수

에 따라 수행력의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아이들이 철자쓰기에서 나타나는 많은 오류유형들이 있

는데 선행연구에서 철자쓰기에서 오류분석을 통해 아동이 언어의 

소리체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글자체계에 대한 논리를 전략으로 어

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오류를 살펴보았다(Kim & Yang, 

2015).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Kim, 2009)를 기반으로 철자오류

를 음운처리오류, 표기처리오류, 형태처리오류로 나누어 분석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철자쓰기 과제를 중심으로 철자유형(규칙단어, 

형태소가 1개인 불규칙단어, 형태소가 2개인 불규칙단어, 겹자음

이 포함된 불규칙단어)과 음운규칙유형(격음화, 경음화, 연음화, 비

음화)에 따른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철자쓰기 수행능

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은 철자유형에 따라 철자쓰기 

수행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2)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은 음운규칙유형에 따라 철자

쓰기 수행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3)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철자쓰기에서 나타난 오류

의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학년을 일치시킨 경기지역 내 초등학교 1-3학

년에 재학 중인 언어학습장애 아동 10명(1학년 5명, 2학년 3명, 3학

년 2명), 일반아동 10명(1학년 5명, 2학년 3명, 3학년 2명)으로 총 20

명의 아동이며, 아래와 같은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다.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1) 보호자, 교사의 보고에 의해 시각적, 청

각적, 인지적,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없는 아동, 2) 수용 ·표현어휘

력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Hog, 

Kim, Jang, & Lee, 2009)의 하위 항목인 수용어휘력검사 결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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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의 표준편차가 -1 SD 미만인 아동, (3) 한국어 읽기검사(Korea 

Language-based Reading Assessment, KOLRA; Pae, Kim, Yoon, 

& Jang, 2015)의 하위 항목인 해독검사 결과 25%ile 미만인 아동으

로 언어와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일반아동은 (1) 보호자, 교사의 보고에 의해 시각적, 청각적, 인지적,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없는 아동, (2) 수용 ·표현어휘력검사(REVT; 

Kim et al., 2009)의 하위 항목인 수용어휘력검사 결과 해당 연령의 

표준편차가 -1 SD 초과인 아동, (3) 한국어 읽기검사(KOLRA; Pae 

et al., 2015)의 하위 항목인 해독검사 결과 25%ile 초과인 아동으로 

언어능력뿐 아니라, 읽기에도 어려움을 보이지 않는 아동으로 선정

하였다(Table 1).

본 연구의 대상별 어휘, 읽기검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t-검정 

결과 어휘(t=5.81, p< .01)와 읽기검사(t=5.99, p< .01) 모두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검사도구

대상자 선정도구

수용 ·표현어휘력검사(REVT)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수용 ·표현어휘력검사(REVT) 중 수용

어휘검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어 읽기검사(KOLRA)

읽기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어 읽기검사(KOLRA) 중 해독검

사를 실시하였다. 

본 검사도구

검사 단어 선정

본 연구에 사용된 철자쓰기검사 과제는 선행연구(Deacon & 

Bryant, 2005)를 기반으로 철자유형과 음운규칙을 고려하여 한국

어의 특성에 맞게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였다. 검사 단어는 최소 3회 

이상 초등학교 1, 2, 3학년 국어과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선정하

였으며, Kim (2003)의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에서 1, 2등급 단어

를 선정하였다. 단어유형과 음운규칙에 맞는 단어를 선정하려다 보

니 3, 4등급 단어(석회, 꼭지, 망고)가 포함되었다. 그 중 ‘망고’는 교

과빈도가 적고 4등급 단어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친숙한 어휘이기에 선정하였다. 모든 단어는 2음절로 구성하였고, 

4개유형의 단어(일치단어, 형태소가 1개인 불일치단어, 형태소가 2

개인 불일치단어, 겹자음이 포함된 불일치단어)와 4개의 음운규칙

(격음화, 경음화, 연음화, 비음화)으로 총 8세트로 구성되었다. 한 

세트의 단어는 4개(망고-막내-막는-깎는)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음운규칙 적용되는 음절 위치에서 같은 소리가 나도록 일치시켰다. 

일치한 단어가 없을 경우엔 최대한 같은 소리로 일치시켰다. 예를 

들어 ‘깎는’의 경우 ‘망고-막내-막는’과 같이 ‘망’으로 일치시키려 하

였으나, 해당 단어를 찾지 못하여 소리 값 ‘앙’으로 조절하였으며, 

‘석회’의 경우에는 ‘서쾨’로 발음되어 소리 값 ‘코’에 대한 ‘l’ 모음이 

삽입되었다. 

철자유형: 철자유형은 자소-음소 일치단어와 불일치단어로 나

누었으며, 자소-음소 일치단어는 모두 한 개의 형태소로 구성된 단

어로 선정하였고, 불일치단어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형태소 

수에 따라 형태소가 1개인 것과 형태소가 2개인 것으로 나누었으

며, 형태소가 2개인 것은 다시 종성자음의 수에 따라 겹자음이 포

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누었다. 

음운규칙: 본 연구에서는 위의 단어를 음운규칙별 4가지 세트로 

구성하였다. Lee (2007)는 교과서의 학습내용이 주로 표준발음학

습과 관련이 있으며, 여기에는 자음 ·모음의 발음, 장·단음의 발음, 

받침의 연음, 격음화, 받침의 중화, 겹받침의 발음, /ㄴ/ 소리의 발음, 

경음화, 비음화, 유음화의 발음이 주 내용이라고 하였다. Lee와 

Chung (2002)의 연구에서 한국어 음운규칙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 필수음운규칙의 경우 연음법칙, 경음법칙, 격음화, 장애음의 

비음화 순으로 음운변화가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

교 교과서에 나오는 음운규칙을 기준으로 한국어 필수음운규칙에

서 가장 많이 나오는 4가지 규칙인 격음화(특히), 경음화(꼭지), 연

음화(국어), 비음화(식물)를 포함시켰으며(Lee & Chung, 2002), 4가

지 철자유형들이 음운규칙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철자유형과 음운규칙을 고려해 선정된 단어의 예는 Appendix 1

에 제시되어 있다. 

검사 문장

본 검사는 단어를 먼저 들려주고 단어가 포함된 문장(예문)을 들

Table 1. Characteristics of vocabulary and decoding skills between LLD and 
TD groups

LLD (N= 10) TD (N= 10) t

REVT-R 74.20 (9.76) 96.67 (9.62) 5.81**
KOLRA decoding 45.70 (8.00) 62.17 (4.55) 5.9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LLD= language learning disabilities; TD=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REVT=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KOLRA= Korea 
Language-based Reading Assessment (Pae, Kim, Yoon, & Jang, 2015).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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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주고 다시 단어를 불러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절차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어만 주어졌을 때 같은 소리가 나는 다른 단어

로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익어’의 발음과 ‘이거’의 발

음은 ‘이거’로 동일하기 때문에 아동들이 단어를 이해하는 데 혼동

될 수 있다. 예문은 문장의 길이나 사용된 단어가 철자쓰기에 영향

을 미치지 않도록 3-5어절로 이루어졌으며, 목표어휘를 제외한 모

든 어휘는 1학년 교과에서 선정하였고, 문장의 이해에 어려움이 없

도록 행위자가 행위에 대한 주체가 주어일 경우에는 최대한 주어를 

‘나’로 통일시켰는데 부득이하게 주어가 ‘나’로 통일되지 않은 경우

에는 가족 구성원(예: 할머니, 동생)을 주어로 문장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철자쓰기 검사도구가 초등 저학년 아동의 

철자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내용타당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타당도 조사는 Likert 5점 척도(매우적절, 적

절, 보통, 부적절, 매우 부적절)로 구성되었으며, 언어병리학을 전공

한 박사학위소지자 2명, 특수교육학을 전공한 박사학위소지자 1명, 

총 3명에게 의뢰하였다. 타당도 조사 항목은 단어와 문장의 적절성

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 결과 단어평균 4.9, 문장평균 4.96으로 나

타났다. 

연구절차

예비실험

본 검사를 실시하기 전, 경기지역 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

년 아동 3명을 대상으로 철자쓰기검사에 포함된 단어 및 예문의 이

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에서 사용

한 검사문항은 과제유형별 8개씩 총 32개 단어로 구성하였다. 예비

검사 결과 세 아동이 검사 단어와 제시된 문장의 대부분을 이해하

고 철자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공부하기 싫음 말아라’의 

경우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공부하기 싫음 하지 말아라’라

고 수정해 주었을 때 이해하였기 때문에 최종 검사문항 선정에서 

수정하였다.

본 실험

선정검사

아동의 어휘력을 알아보기 위해 수용 ·표현어휘력검사(REVT) 

중 수용어휘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읽기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어 읽기검사(KOLRA)의 하위항목인 해독검사를 실시하였다.

철자쓰기 검사

본 연구를 위해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경기지역 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철자쓰기 

검사과제를 이용해 검사를 진행하였다. 검사장소는 아동의 집이나 

학원교실 등의 조용한 곳에서 실시하였다. 검사자는 검사 전 예시 

문제를 활용하여 아동에게 검사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검

사를 진행하였다. 검사방법은 검사 시 동음어에 대한 혼란을 피하

기 위해 각 문제마다 검사 단어를 불러주고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불러 준 다음, 다시 검사 단어를 불러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검

사자는 아동에게 크고 정확한 소리로 과제를 한번 들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아동이 재요청 시에는 단어, 문장, 단어 순서로 

1번 더 들려주었다. 검사순서는 격음화, 경음화, 연음화, 비음화 순

서로 불러주어 목표단어를 받아쓰게 하였다. 아동은 미리 나누어

준 종이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쓰고 단어만 해당 번호에 철자하도록 

하였으며, 약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분석

철자쓰기 채점방법

채점은 각 단어의 목표철자를 정확하게 철자하였을 경우 1점, 그

렇지 못한 경우 0점, 총 32점 만점으로 산출하였다. 철자유형별 점

수는 일치단어 8점, 형태소가 1개인 불일치단어 8점, 형태소가 2개

인 불일치단어 8점, 겹자음이 포함된 불일치단어 8점으로 구성되

었으며, 음운규칙별 점수는 격음화 8점, 경음화 8점, 연음화 8점, 비

음화 8점으로 구성되었다.

오류 분석

아동의 철자오류에 대한 분석은 Kim (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오류분석 방법을 참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언어학습장애 아동

과 일반아동별 자소-음소 일치단어와 음운규칙이 적용되는 단어로 

나누어 철자쓰기에서 나타난 오류유형 및 오류율을 살펴보고, 오류

유형을 ‘음운처리오류, 표기처리오류, 형태처리오류’로 구분하여 분

석하였다. 만일 하나의 단어에서 2개 이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는 중복 카운팅을 하였다(예: ‘좋기’를 ‘조키’로 철자한 경우, 음운처

리오류와 표기처리 오류에 각 1점씩 부여). 아동의 오류유형별 점수

는 오류율로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오류율을 계산한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산정한 값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였다.

오류율=오류유형별 점수/아동의 전체오류 점수

오류분석 기준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오류의 예는 Appendix 2

에 제시되어 있다. 

자료의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SPSS version 20.0 Windows용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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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형태처리유형 및 음운규칙유

형에 따라 철자쓰기 수행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분

산분석(repeated two-way ANOVA) 후 사후검정으로 집단별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과제유형별 차

이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언어병리전공 석사과정 학생 1명을 대

상으로 채점기준과 오류분류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한 후 검사지

의 20%를 제2채점자가 독립적으로 점수를 산출하고, 오류분석 기

준에 따라 오류를 분석하도록 하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신뢰도 

측정결과 철자쓰기 채점 신뢰도는 99%, 오류분석 신뢰도는 96%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철자유형에 따른 철자쓰기 수행능력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철자유형에 따라 철자쓰기 수

행능력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기술통계 결과,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일치단어, 형태소가 1개인 

불일치단어, 형태소가 2개인 불일치단어, 겹자음이 포함된 불일치

단어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일반아동은 일치단어가 가장 평균이 

높았으며, 형태소가 2개인 불일치단어, 형태소가 1개인 불일치단

어, 겹자음이 포함된 불일치단어 순으로 나타났다. 즉, 언어학습장

애 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일치단어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겹자

음이 포함된 불일치단어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형태소가 1개인 불

일치단어의 평균이 형태소가 2개인 불일치단어의 순위는 두 집단

이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반

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는데(F=26.96, p< .01) 이는 일반아동이 언어학습장애 아동보

다 철자쓰기 수행능력이 더 높은 것을 보여준다. 또한 철자유형에 

따른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34.60, p< .01), 이 차이가 

어떤 철자유형 간에서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

을 실시한 결과 형태소가 1개인 불일치단어와 형태소가 2개인 불일

치단어(t = 0.33, p>.05)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다른 유형

들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집단과 철자유형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F=4.38, 

p< .01).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형태소가 1개인 불일치단어의 평균

이 형태소가 2개인 불일치단어의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반

대로 일반아동은 형태소가 2개인 불일치단어의 평균이 더 높게 나

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즉, 형태소가 1개인 불일치단어와 형태소가 

2개인 불일치단어 사이에 두 집단의 패턴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철자유형에 따라 두 집단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철자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언어학습장애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수

행능력을 보였다. 철자유형에 따른 두 집단의 수행력 차이는 Figure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음운규칙유형에 따른 철자쓰기 수행능력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이 보이는 음운규칙유형에 따른 

철자쓰기 수행능력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기술통계 결과,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비음화, 경음화, 연음화, 격

음화 순으로 평균이 높았고, 일반아동은 비음화, 연음화, 경음화, 

격음화 순으로 평균이 높아 다소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다. 즉, 언어

학습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경음화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pelling according to the types of spelling

Type LLD (N= 10) TD (N= 10)

MW 5.90 (1.85) 7.40 (.52)
1NW 3.50 (2.76) 6.70 (1.16)
2NW 2.90 (2.42) 7.10 (.74)
DNW .90 (1.29) 4.50 (1.7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LLD= language learning disabilities;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MW= letter-
sound matching word; 1NW= grapheme-phoneme nonmatching word with one mor-
pheme; 2NW= letter-sound nonmatching word with two morphemes; DNW= letter-
sound nonmatching word with double consonant.

Figure 1. Spelling types between LLD and TD groups.
LLD = language learning disabilities; TD =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MW= letter-sound matching word; 1NW= grapheme-phoneme nonmatching 
word with one morpheme; 2NW= letter-sound nonmatching word with two 
morphemes; DNW= letter-sound nonmatching word with double conso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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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화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연음화에서는 언어학습

장애 아동이 일반아동과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났다. 이는 언어학습

장애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연음화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보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운규칙에 따른 두 집단 아동의 수행력은 

Figure 2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반

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8.03, p< .01). 이는 음운규칙이 적용된 철자쓰

기에서 언어학습장애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철자쓰기 수행능력

이 더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집단 내 요인으로 음운규칙유형

에 따른 수행능력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났는데(F= 6.40, p< .01), 이

러한 차이가 어느 음운규칙유형에서 비롯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격음화와 비음화(t= -4.88, p< .01), 

경음화와 비음화(t = -2.38, p< .01) 유형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또한 집단과 음운규칙유형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는

데(F=1.28, p>.05), 이는 두 집단 간 음운규칙 유형에 따른 철자쓰

기 수행력의 패턴이 유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음운규칙유형

별 두 집단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

시한 모든 유형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철자쓰기에 나타난 오류유형 및 빈도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오류유형에 따른 빈도 및 오

류율은 Table 4와 같다.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오류유형 중 음운처리오류 149% (43.4%), 

표기처리오류 110% (32.1%), 형태처리오류 84% (24.5%) 순으로 오

류빈도가 높았다. 일반아동은 음운처리오류 63% (49.2%) 표기처리

오류 43% (33.6%), 형태처리오류 22% (17.2%) 순으로 오류빈도가 

높았다. 즉,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비슷한 오류패턴

을 보여주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년을 일치시킨 1-3학년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철자유형과 음운규칙유형에 따른 철자쓰기 수행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고, 철자쓰기에 나타난 오류유형 및 빈도를 

알아보았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철자유형에 따른 철자

쓰기 수행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언어학습장

애 아동의 철자쓰기 수행능력은 일반아동의 철자쓰기 수행능력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읽기장애 아동

을 대상으로 한 Kim (2015)의 연구에서도 읽기장애 아동이 일반아

동에 비해 철자법이 정확도가 낮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또한 철자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한 Kim (2013)의 연구에서도 

1, 2학년 철자부진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철자쓰기 수행능력 점

수가 낮다고 보고되어있는데 이 또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본 연구결과 철자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났으며, 일치단

어와 나머지 세 가지 유형들과 차이가 났다. 이는 일치단어보다 불

일치단어에서 쓰기에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Choi 등

(2011)의 연구결과 일반아동과 읽기장애 아동 모두 음운규칙적용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Kim, Choi와 Kim (2010)의 

연구에서도 철자부진 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규칙단어와 음운규칙

이 적용된 단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읽기

장애 아동과 철자부진 아동, 일반아동 모두 불일치단어보다 일치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error types

LLD (N= 10) TD (N= 10) Total

Phonological error 149 (43.4) 63 (49.2) 212 (100)
Orthographical error 110 (32.1) 43 (33.6) 153 (100)
Morphological error 84 (24.5) 22 (17.2) 106 (100)
Total 343 (100) 128 (100) 471 (100)

Values are presented as frequency (%).
LLD= language learning disabilities;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spelling according to phonological rules

Phonological rule LLD (N= 10) TD (N= 10)

Aspiration 1.20 (1.87) 3.30 (1.89)
Fortification 2.00 (1.05) 4.20 (1.03)
Lenition 1.50 (1.35) 4.80 (.79)
Nasalization 2.80 (1.93) 4.90 (.9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LLD= language learning disabilities;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Figure 2. Phonological rules between LLD and TD groups.
LLD= language learning disabilities;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8
7
6
5
4
3
2
1
0

Sc
or

e

 Aspiration Fortification Lenition Nasalization
Phonological rule

LLD
TD



https://doi.org/10.12963/csd.18482320    http://www.e-csd.org

Song-I Han, et al.  •  Spelling of School-Aged Children with LLD 

단어에서 철자쓰기 수행능력이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언어학

습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불일치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불일치단어를 형태소 수의 차이와 겹자음 유무에 따라 3가

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종성에 겹자음이 포함된 

복잡한 음절구조의 단어는 다른 두 유형에 비해서 두 집단 아동 모

두 철자쓰기에서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Kim (2009) 연구

에서 학습부진 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겹받침이 적용된 철

자쓰기 수행능력을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1학년 때 겹받침이 적

용되는 단어의 철자쓰기 수행능력 수준이 낮았다. 이는 본 연구대

상자가 주로 1, 2학년에 해당되는 것을 생각해볼 때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철자쓰기에서 

음절구조의 복잡성이 철자쓰기에 있어 어려움을 더 초래한다는 것

을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겹받침이 다른 음운변동과 동시에 적용

될 경우 단어에서 오류가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

치한다(Kim, 2009).

Deacon과 Bryant (2005)의 연구에서 5-10세의 일반아동들을 대

상으로 연구한 결과 1형태소와 2형태소로 나누어 같은 소리가 나

는 2형태소 단어에 대해 형태소지식을 사용하여 1형태소 단어보다 

더 정확하게 철자하였다. 즉, 철자쓰기를 할 때 형태소지식이 있는 

아동들은 형태전략을 사용하여 철자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런

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Deacon과 Bryant (2005)의 연구와 달리 형

태소 수에 따라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외국

연구를 보면, Green 등(2003)은 3, 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3

학년 보다는 4학년에 굴절어를 더 정확하게 사용하였으며, 4학년 

이후에는 파생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6-10

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Sangster와 Deacon (2011)의 연구에서도 나

이가 많은 아동(9세)은 1형태소 단어보다는 2형태소 단어를 더 바

르게 철자하였으나, 7세 아동들에게서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

았다고 한다. Henderson (1990)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

동들이 철자쓰기에 있어 주로 음운전략을 사용하며 형태전략을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는데, Apel, Diehm과 Apel 

(2013)의 연구에서 초등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4번씩 

기본 단어와 그 단어의 굴절과 파생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중재 결

과, 2학년 아동들에게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볼 때, 고학년에서 형태전략을 사용한다는 

일관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저학년의 경우에는 외국연구에서

도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꼭지’의 ‘지’와 ‘먹지’의 어미 

‘-지’가 둘다 ‘-찌’로 들렸을 때 ‘가지, 사지’ 등의 형태지식을 활용해 

‘꼭지’보다 ‘먹지’를 더 정확히 쓸 것이라고 가설을 세워 보았지만 이 

두 유형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즉, 본 연구대상

인 초등 저학년 아동의 경우 철자하기에서 형태지식을 적용한 쓰

기를 더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본 연구의 주 대상이 저학년이었다는 점, 특히 1, 2, 3학년을 모두 

포괄하고는 있으나 주로 1, 2학년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볼 때 저학

년 아동들은 철자쓰기에 있어 형태전략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이는 Sangster와 Deacon (2011)과 Hen-

derson (1990)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해준다. 또한 두 집단 아동

들이 형태소 인식능력의 차이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여 철자하기와 

형태소지식 간의 관련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데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후속연구에서는 형태소지식과 철자하기의 관련성

을 밝혀보고, 초등 중학년 이후 고학년까지로 대상을 좀 더 확장해

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집단과 철자유형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형태소가 1개인 

불일치단어를 형태소가 2개인 불일치단어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

고, 일반아동은 언어학습장애 아동에 비해 형태소가 1개인 불일치

단어보다 형태소가 2개인 불일치단어의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형

태소가 1개인 불일치단어와 형태소가 2개인 불일치단어의 통계적

인 차이는 없지만 상호작용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보아 

일반아동이 언어학습장애 아동보다 형태소지식을 좀 더 사용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경향성이 나타났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좀 더 고학년을 대상

으로 확대하여 살펴보았을 때 형태소지식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형태전략을 학령전기부터 노출

이 많을 경우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Yang (2009)의 연구를 볼 

때 일반아동에게는 형태소지식이 철자쓰기에 활용되는 경향을 보

이는 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언어학습부진 아동은 본 연구의 과제

에서 노출이 많은 친숙한 단어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태

전략의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학습

장애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형태지식을 활용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는 해석은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음운규칙유형에 따른 

철자쓰기 수행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일반아동이 언어학습장

애 아동보다 더 높은 수행능력을 보였으며, 이것은 읽기장애 아동

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Choi 등(2011)연구에서 중화규칙, 겹

받침단순화, 격음화, 연음규칙, 자음동화 받침철자에서 집단 간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인공와우이식 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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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Kim (2012)의 연구에서도 음운규칙단어 중 장애음의 비음

화, 설측음의 비음화, 설측음화, 겹받침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인 결과와 비슷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 모두 격음화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

고, 비음화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연음화에서는 언어학

습장애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보였다. Song, 

Shin과 Pae (2016)의 연구에서 언어·읽기부진 집단과 일반아동 집

단을 대상으로 언어·읽기능력, 과제유형 및 연음유형에 따른 해독

과 철자수행능력을 살펴본 결과, 일반아동보다 언어·읽기부진 아

동에서 연음유형에 따른 수행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 

저학년 시기에 국어교육지도에서 연음규칙에 대한 이해와 지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다른 음운규칙에 비해 연음화에서 두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컸다는 점에서는 언어학습장애 아동들의 연음규칙 수행능

력에 대해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음운규

칙유형과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오류유형 및 빈도를 분

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음

운처리오류가 가장 높았으며, 표기처리오류, 형태처리오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오류율의 순서

가 같게 나타났는데 Kim (2009)의 연구에서 두 집단의 오류빈도 

순서가 같았다는 보고와 비슷하다. Kim, Kim, Kim, Lee와 Lee 

(2013)의 연구에서 청각장애 아동 1, 3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

과, 1학년 청각장애 아동은 음운처리오류, 표기처리오류, 기타오류, 

형태처리오류 순으로 연구대상은 다르나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3학년 청각장애 아동은 표기처리, 음운처리, 형태

처리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대상

자가 대부분 1, 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사한 연구 결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Kim (2009)은 1-6학년 일반아동과 철

자부진 아동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표기처리오류, 음운처리오

류, 형태처리오류 순으로 오류가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 결과와

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Kim (2009)의 연구에서 규칙단어와 

불규칙단어의 비율을 보았을 때, 불규칙단어의 비율이 본 연구보

다 훨씬 많았던 것이 작용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자소-음소 일치

단어에서는 표기처리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은 것에 비해 불일

치단어의 경우에는 표기처리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규칙단어가 본 연구과제 보다 더 많았던 Kim (2009)의 연구에서 

표기처리오류의 빈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결과로 보아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철자

유형 및 음운규칙유형에 따라 철자쓰기 수행능력이 유의미하게 낮

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추후 언어학습장애 아동을 대상으

로 철자쓰기 지도를 할 경우, 철자유형 및 음운규칙유형을 고려하

여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형태소 수에 따라 일반아동과 언어학습장애 아동이 철자

쓰기에서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언어학습장애 아동보다 

일반아동이 철자쓰기에 있어 형태소지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

을 보여준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학년별 사례수가 소수이고, 특히 3학년의 경우 

2명이 포함되어 있어 초등 저학년 전체를 대표하는 샘플로 구성되

지 못한 점에 대한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

서는 대상아동의 연령을 고학년으로 확대하여 형태소 수를 고려

한 철자쓰기에서 형태소지식의 사용에 대해 좀 더 연구해볼 필요

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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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철자쓰기 단어과제 및 제시 문장의 예

음운 규칙 형태 단어 문장

격음화 자소-음소 일치 스키 나는 스키 타기를 좋아한다.

자소-음소 불일치 1형태소 특히 나는 특히 고기를 좋아한다.

2형태소 종성-단일자음 좋기 맛이 좋기 때문에 사람이 많다

2형태소 종성-겹자음 많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끄럽다.

자소-음소 일치 결코 나는 결코 도망가지 않겠다.

자소-음소 불일치 1형태소 석회 나는 석회 동굴에 간다.

2형태소 종성-단일자음 쌓고 나는 나무를 쌓고 불을 붙였다.

2형태소 종성-겹자음 앓고 나는 감기를 앓고 있다.

경음화 자소-음소 일치 꼴찌 나는 달리기에서 꼴찌 했다.

자소-음소 불일치 1형태소 꼭지 수도 꼭지 하나가 고장 났다.

2형태소 종성-단일자음 먹지 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

2형태소 종성-겹자음 밝지 내 동생 표정이 밝지 않다.

자소-음소 일치 토끼 나는 토끼 인형을 선물 받았다.

자소-음소 불일치 1형태소 악기 나는 악기를 연주한다.

2형태소 종성-단일자음 받기 나는 상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

2형태소 종성-겹자음 밟기 나는 땅을 밟기 시작했다.

연음화 자소-음소 일치 과거 나는 지나간 과거 경험을 잊었다.

자소-음소 불일치 1형태소 국어 나는 국어 선생님이 제일 좋다.

2형태소 종성-단일자음 익어 사과가 빨갛게 익어 간다.

2형태소 종성-겹자음 늙어 할머니가 많이 늙어 보인다.

자소-음소 일치 이름 동생은 이름 쓰기를 어려워한다.

자소-음소 불일치 1형태소 발음 나는 영어 발음 지도를 받았다.

2형태소 종성-단일자음 울음 나는 아기 울음 소리를 들었다.

2형태소 종성-겹자음 싫음 공부하기 싫음 하지 말아라.

비음화 자소-음소 일치 망고 나는 망고 하나를 샀다.

자소-음소 불일치 1형태소 막내 막내 동생은 다섯 살이다.

2형태소 종성-단일자음 막는 길을 막는 것은 위험하다.

2형태소 종성-겹자음 깎는 연필 깎는 기계 주세요.

자소-음소 일치 잉크 파랑 잉크 주세요.

자소-음소 불일치 1형태소 식물 나는 식물 이름을 많이 안다.

2형태소 종성-단일자음 식는 나는 국이 식는 줄 몰랐다.

2형태소 종성-겹자음 읽는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Appendix 2. 오류유형별 조작적 정의와 오류의 예

조작적 정의
오류의 예

규칙단어 음운변동 단어

음운처리오류 소리가 다른 자소로 잘못 표기하여 실험단어가 무의미한 단어로 변환되는 경우 과거 → 가거 악기 → 아끼

소리가 다른 자소로 잘못 표기하여 실험단어가 다른 의미 단어로의 대치되는 경우 토끼 → 도끼 국어 → 구어

표기처리오류 실험단어의 낱자를 동일하게 발음되는 다른 낱자로 대치(칠종성, ㅐ/ㅔ, 겹받침)하는 경우 - 막내 → 막네

실험단어의 전체를 소리대로 표기하는 경우 - 꼭지 → 꼭찌

실험단어의부분을 소리대로 표기하는 경우 - 특히 → 특키 

실험단어의 낱자를 한글에 없는 글자로 표기 하는 경우 과거 → 그ㅏ거 식는 → 싷는

형태처리오류 어간과 어미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여, 단어의 발음에 영향을 받아 어간과 어미가 변형되는 형태로 

단어를 표기하는 경우

- 읽지 → 읽찌

소리가 같으나 표기법이 다른 동음이의어를 혼동하여 표기하는 경우 - 익어 →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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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초등 저학년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철자쓰기 특성

한송이·정경희

용인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언어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초등 저학년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철자유형과 음운규칙 유형에 따른 철자쓰기 수행능력의 차이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대상은 학년을 일치시킨 경기지역 내 초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언어학습장애 아동 10명, 일반아

동 10명으로 총 20명이었다. 연구도구는 네 가지 철자유형과 네 가지 음운규칙이 포함된 단어를 선정하여 받아쓰기를 실시하였다. 결

과: 첫째, 철자유형에 따라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집단과 철자유형 간 상호작용이 유의

미하였다. 일반아동은 불규칙단어 중 한 개의 형태소로 구성된 단어보다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에 대한 철자쓰기 수행력이 

더 높았으나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다른 패턴을 보여주었다. 둘째, 음운규칙에 따라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철자 수행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집단과 철자유형 간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는 않았다. 셋째, 두 집단 모두 음운처리오류가 가장 높았고, 

표기처리오류, 형태처리오류 순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통해 추후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철자쓰기 지도 시 철자유

형 및 음운규칙 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철자유형에서 형태소 수에 따라 철자쓰기 결과가 서로 다른 패턴

을 보여 철자쓰기에 있어 형태소지식의 사용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핵심어: 학령기 아동, 언어학습장애, 철자쓰기, 철자유형, 음운규칙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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