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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re are several linguistic factors affecting reading fluency (RF) and spelling, 
particularly the factors called metalinguistic abilities such as phonological awareness (PA) 
and morphological awareness (MA). The 3rd and 4th grades in elementary school are widely 
known as important periods for developing RF and spelling. Therefore, the study investi-
gated how MA ability affects reading and writing skills of primary students in 3rd and 4th 
grade. Methods: The research was conducted with students in the 3rd and 4th grade of el-
ementary school. Thirty-two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16 students with lan-
guage learning disabilities (LLD) and 16 typically-developing students (TD). The research 
used RF with accuracy and rate, spelling with phoneme-grapheme correspondent (PGC) 
writing and phoneme-grapheme non-correspondent writing and MA. MA tasks were di-
vided into compound and derivation. Results: First, the students with LLD showed promi-
nently lower performance in MA tasks than TD students. Second, students with LLD showed 
slower speed and less accuracy in correspondent and non-correspondent writing tasks 
than TD students. Third, TD’s derivation correlated with RF, reading rate, spelling and PGC 
scores. In particular, derivative scores were correlated with reading rate. In the LLD group, 
accuracy was correlated with compound and overall production. Conclusion: TD students 
use MA to read automatically. This means TD students near the final stages of correspon-
dent writing are influenced by their derivative abilities. Students with LLD also depend on 
their MA skills to read accurately, and therefore fail to read fluently.

Keywords: School-aged children, Language-learning disability, Morphological awareness, 
Reading fluency, Spelling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읽기이해이며 읽기의 단순 관점(simple 

view of reading)에서 읽기이해란 해독(decoding)과 언어이해(lin-

guistic comprehension)의 결과물이라고 한다(Hoover & Gough, 

1990). 하지만 최근에는 읽기의 최종 목표인 읽기이해를 해독과 언

어이해로만 설명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하며 해독과 언어이해 능

력 외에 읽기이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읽기유창성을 언급한다

(Katzir et al., 2006; Kim, Yoo, Hwang, Kim, & Koh, 2010; Kim, Wag-

ner, & Lopez, 2012; Lee & Kim, 2003; Torgesen & Hudson, 2006). 

읽기유창성이란 글을 노력 없이 빠르게 읽는 능력으로 해독, 이

름대기, 철자인식, 의미, 구문, 형태의 언어적 지식을 통합적으로 보

여주는 능력이다(Katzir et al., 2006). 읽기발달에서 읽기유창성은 

해독에서 읽기이해로 넘어가는 시기의 다리 역할을 한다(Bashir & 

Hook, 2009). 따라서 읽기유창성은 궁극적인 읽기 목표인 읽기이

해를 성취하기 위하여 숙달되어야 할 중요한 읽기 요소 중 하나이

다. 읽기유창성의 중요성은 Chall (1983)의 읽기 발달 단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저학년 시기는 읽기를 배우는(learn to read)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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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배우기 위한 읽기(read to learn) 단계로 넘어가는 3단계를 기

점으로 해독이 자동화되고 읽기의 속도가 향상되며 복잡한 이해

를 가능하게 하는 단계에 접어든다. Carlisle와 Rice (2002), Wolf 

(2007)에 의하면 낱말재인(word recognition) 능력의 발달이 늦을 

경우 단지 단어를 기억하는 데만 집중을 하게 되어 이해에 방해를 

받는다고 한다. 즉 단어 및 단락글을 빠르고 자동적으로 읽게 되는 

읽기유창성이 정확한 이해에 요구되는 인지적, 언어적 전략을 통합

하고 계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Bashir & Hook, 2009). 

Katzir 등(2006)에 의하면 읽기유창성은 이름대기, 철자인식, 해

독뿐만 아니라, 음운론적, 의미론적, 구문론적, 형태론적 과정의 성

공적인 통합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특히 파생, 합성과 같은 분석방

법으로 새로운 단어를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형태론적 지식은 읽

기의 효율성과 자동성을 증가시킨다. 형태론적 지식은 주어진 단어

의 철자를 시각적으로 보기 쉽게 인식하는 것을 도와주어 더 빨리 

읽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철자의 빠른 확인을 도와주어 의미적인 

이해와 확인 속도를 빠르게 하여 자동적인 읽기와 읽기이해를 돕

는다. 따라서 형태를 파생하고 합성하여 생성을 해내는 형태론적 

인식이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서 읽기유창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을 한다. 이 능력은 초등 3-4학년에 해당하는 초등 중학년 시기가 

되면 읽기, 쓰기에 활용되는 비중이 커진다고 한다(Apel & Thom-

as-Tate, 2009; Berninger, Abbott, Billingsley, & Nagy, 2001; Wolf & 

Katriz-Cohen, 2001). 

쓰기는 단순 쓰기 모델(simple view of writing)에 따라 글씨쓰기

(handwriting), 철자쓰기(spelling), 작문(written expression-com-

position)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Berninger, Cartwright, Yates, 

Swanson, & Abbott, 1994). 그 중 철자능력은 쓰기의 궁극적 목표

인 작문을 예측하는 요소 중 하나로 성공적인 쓰기를 위해서 선행

되어야 하는 조건이다(MacArthur, Graham, Haynes, & DeLaPaz, 

1996; Martin & Manno, 1995). 쓰기 발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1

학년 시기에는 자소-음소 일치형 규칙단어에서 80% 이상 정확도

가 나타났다(Kim, 2009). 또 Shin, Seol, Cho, Nam과 Pae (2015)에

서는 문법형태소와 관련한 철자 오류가 3학년 시기에 다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자소-음소 불일치 단어 쓰기, 복잡한 철

자 지식 이해, 형태소 지식을 이용한 철자 학습이 초등 중학년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쓰기를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어휘와 듣기이해를 포함한 

언어적 지식과 음운인식, 형태인식, 철자 표기인식의 상위언어적 능

력이 있다(Babayiğit & Stainthorp, 2011; Berninger et al., 2006; 

Chung, 2015; Sprenger-Charolles, Siegel, Béchennec, & Serniclaes, 

2003; Kim, 2013). Nagy, Berninger와 Abbott (2006)는 철자 발달

이 이루어질 때는 자소-음소 대응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

러 수준의 언어적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위의 언어적 능력을 

습득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읽기와 쓰기 능력에 요구되는 언어적 

능력들은 학령기에 접어들었을 때 아동이 이미 가진 정보와 상호

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준다. Van 

Kleeck (1994)는 상위언어능력을 언어의 성격이나 특성을 의식적

으로 반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상호작용, 문해력 습득, 읽기능력, 학

업과 연관되며 언어이해나 구어(spoken language)보다 문어(writ-

ten language)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Ahn, Heo, & 

Seo, 2012; Jarmulowicz, Taran, & Hay, 2007; Kamhi & Catts, 2012;  

Kim & Jung, 2015). 이러한 상위언어능력의 한 영역인 형태소인식

능력이 최근 읽기, 쓰기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Jung, 2014) 학년이 올라갈수록 형태소인식능력이 읽기와 쓰기에 

더욱 많이 관여하게 된다(Apel, Wilson-Fowler, Brimo, & Perrin, 

2012; Cho, Chiu, & McBride-Chang, 2011; Shin et al., 2015; Wolter, 

Wood, & D’zatko, 2009; Yang & Lee, 2016).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는데 한국어는 형

태소가 풍부한 언어로 굴절어(infection), 합성어(compound), 파생

어(derivative) 등의 형태론적 구조가 있다(Zoh et al., 2003). 굴절어

는 흔히 어근이라고 불리는 실질형태소와 문법형태소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어 범주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단어는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에 따라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누어진다. 단일어

는 하나의 실질형태소로 된 단어이고, 복합어는 둘 이상의 실질형

태소로 구성된 합성어와 실질형태소와 접사의 결합으로 구성된 파

생어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어를 만드는 방법을 조

어법, 단어형성법이라고도 한다. 단어형성법과 관련된 형태소인식

능력(morphological awareness)은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 구조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조작하는 능력을 말한다(Carlisle, 

1995). 형태소인식능력은 철자를 보기 쉽고 빨리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어 읽기 처리 속도를 향상시켜주고 단락글 이해도 가능하게 한

다(Wolf & Katzir-Cohen, 2001). 형태소인식능력은 아동기 이후에

도 계속해서 발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합성 및 파생형태소 발달

은 학령기 후기까지 발달이 이루어지고 특히 파생형태소의 경우에

는 중학교 시기 이후까지도 발달한다고 한다(Carlisle, 2003; Good-

win et al., 2012). 초등 저학년 읽기학습부진 아동의 형태소인식능

력을 살펴보았던 국내연구에서는 합성어 과제보다 파생어 과제에

서 수행도가 더 낮게 나타나 파생형태소의 발달이 더 늦게까지 이

루어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 중 읽기학습부진 아동의 합성, 파

생 능력이 일반아동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 Jung, 

2015). 또한 미국, 중국, 한국의 초등 2학년을 대상으로 읽기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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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Cho, McBride-Chang과 Park (2008)의 언어 간 연구에서는 학

령전에는 음운인식, 형태소인식이 읽기에 모두 영향을 주었지만 초

등 중학년이 될수록 음운인식의 영향력은 줄고 형태소인식 영향력

이 더욱 커진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포함한 국내외 선행연구

와 문헌을 통하여 형태소인식이 읽기와 관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Apel, Diehm, & Apel, 2013; Berninger et al., 2006; Jung, 2014; 

Kim & Jung, 2015; Park, 2012; Schiff, Nuri Ben-Shushan, & Ben-

Artzi, 2017; Siegel, 2008; Wolter & Green, 2013). 이러한 특성을 바

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형태소인식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하위 변인

으로 합성, 파생을 선택하였으며 국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였

을 때 형태소인식능력이 읽기, 쓰기에 미치는 영향 및 읽기, 쓰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들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적절한 능력으로 

여겨졌다. 

일반아동들은 학령기에 접어들며 고학년에 이를수록 글자 해독

(decoding), 유창하게 읽기, 읽기이해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된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들을 DSM-5에

서는 특정학습장애(specific learning disorders, SLD)라고 하며 단

어를 읽거나 읽은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쓰기 표현에서 어

려움을 동반하는 등 언어이해 및 표현, 읽기, 쓰기 전반에서 어려움

이 있는 아동으로 정의하였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Kamhi와 Catts (2012)는 취약한 언어 기술로 인해 읽기 어려

움을 겪는 아동들을 언어학습장애로 언급하며 읽기장애(reading 

disorders)와 같은 아동들로 동일시하였다. 언어학습장애는 신체, 

운동, 정서상에 결함이 없다고 보고된 아동으로 동작성 지능이 85 

이상, 읽기 부진에 대한 저성취 모델(low achievement model)의 읽

기 성취도 저성취 기준에 따라 25%ile 이하(Shaywitz, Escobar, Shay-

witz, Fletcher, & Makuch, 1992)에 속하며, 여러 선행연구에서 공

통된 기준으로 표준화된 언어검사에서 표준점수가 85 이하인 아동

으로 선정하고 있었다(Srivastava & Gray, 2012; Windsor, Scott, & 

Street, 2000). 언어학습장애는 음운론, 구문론, 의미론, 형태론, 화

용론의 언어적인 측면에서 결함을 보인다. 음운인식능력이 낮고 문

법 형태와 구문의 오류를 보이며 형태소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 

더불어 이야기 산출의 어려움과 추론 이해에서도 어려움을 보인다

(Kim, 2016; Leinonen & Letts, 2001; McGregor, 2009; Oetting & 

Hadley, 2009; Pennington & Bishop, 2009; Scott, 2004). 또한 어휘

량이 제한적이고 비유적 언어 이해가 어렵다. 언어학습장애 아동

은 형태론적 인식에 제약이 있으며, 특히 파생 능력은 일반아동에 

비하여 습득이 느리고 수행도가 낮다(Windsor & Hwang, 1999). 

형태를 합성, 파생하여 새롭게 조작하는 능력은 빠르고 자동적인 

읽기와 고급화된 철자쓰기에 기여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의 

제한은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읽기유창성, 철자쓰기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읽기 발달에서 초등 중학년은 해독에서 읽기이해 단계로 전환되

는 시기로 읽기유창성이 완성되고, 쓰기 측면에서는 고급화된 쓰

기 기술인 작문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철자가 완성되는 때이다. 하

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단어 수준의 읽기능력이나 읽기이해능력

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읽기장애의 하위 분류인 읽기유창성과의 

상관을 알아보는 연구는 부족한 모습이다. 특히 읽기유창성의 역

할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Chall (1983) 읽기발달 3단계에 해당하

는 초등 중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철자

쓰기 연구에서도 언어학습장애를 대상으로 형태소인식능력과 철

자쓰기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읽기, 쓰

기 능력을 뒷받침해주는 공통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

며 그 중에서 형태소인식능력은 형태론적으로 합성하고 파생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거나 빠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읽기와 쓰기를 설명하는 요인들 중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형태소인식능력이 읽기와 쓰기에 어떤 작용을 하는

지 알아보고자 하며 읽기의 전환기인 초등 중학년에 이러한 능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초등 3-4학년 아동의 집단(일반, 언어학습장애)과 과제 유형

(합성, 파생)에 따라 형태소인식능력의 차이가 있는가?

2)  초등 3-4학년 아동의 집단(일반, 언어학습장애)에 따라 읽기

유창성과 철자쓰기의 특성은 어떠한가?

3)  초등 3-4학년 일반아동과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형태소인식

능력과 읽기유창성, 철자쓰기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시 소재의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3-4학년 언어학

습장애 아동 16명, 일반아동 16명, 총 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

반아동은 부모나 교사에 의해 신체, 정서, 청력에 문제가 없다고 보

고되었으며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Korean version of Comprehen-

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2, K-CTONI-2; Park, 2014)의 

도형척도 지능지수가 80 이상으로 정상에 속하고, 한국어 읽기검

사(Korean Language based Reading Assessment, KOLRA; Pae, 

Kim, Yoon, & Jang, 2015)의 읽기지수 2가 26%ile 이상, 학령기 언어

검사(Language Scale for School-aged Children, LSSC; Lee, Heo, & 

Jang, 2015)의 전체 언어지수가 95 이상으로 평균 이상인 아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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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였다.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부모나 교사에 의해 신체, 정서, 청력에 문

제가 없다고 보고되었으며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K-CTONI-2)의 

도형척도 지능지수가 80 이상으로 정상에 속하고, 저성취 기준(Shay-

witz et al., 1992)에 따라 한국어 읽기검사(KOLRA)의 읽기지수 2

가 25%ile 이하이며, 학령기 언어검사(LSSC)의 전체 언어지수가 85 

미만으로 언어능력이 또래 학년에서 부족한 상태로 특별한 언어 중

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Table 1). 

연구도구

읽기유창성 측정을 위하여 한국어 읽기검사(KOLRA; Pae et al., 

2015)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3-4학년용 ‘산과 바다’를 사

용하였다. 

철자쓰기 능력 측정을 위하여 한국어 읽기검사(KOLRA)의 받

아쓰기를 사용하였다. 받아쓰기 전체 항목 30개 중 일치형 17개, 불

일치형 13개 문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험도구인 형태소인식검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Apel과 Lawrence (2011), Cho 등(2011), Jung (2014)의 연구의 과제

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검사에서는 파생 접사를 포함하여 

의미를 가진 형태소인식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하위 과제로 합성과 

파생의 결합, 분리 과제로 구성되었다. 하위 과제에서 사용될 문항

들은 초등 저학년 수준에서 이해 가능할 만한 어휘로 선정하기 위

하여 초등 저학년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였다.

합성 항목은 Jung (2014)의 방법을 기반으로 문항을 재구성하였

으며 합성어 결합 과제 10문항, 합성어 분리 과제 10문항, 총 20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합성어 결합 과제는 두 개의 실질형태소를 결합하

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빈칸이 있는 미완성 문장을 완성시키는 

과제이다. 합성어 결합 과제의 예는 “유리로 만든 컵을 유리컵이라

고 합니다. 종이로 만든 컵은 무엇이라고 할까요?”의 빈칸을 채우는 

것이다. 합성어 분리 과제는 주어진 합성어를 분리하여 빈칸이 있는 

미완성 문장을 완성시키는 과제이다. 합성어 분리 과제의 예는 “이

름표”라는 단어를 제시한 후 “새 책을 받으면 가장 먼저 (        )을 써

야 한다.”의 빈칸을 채우는 것이다.

파생 항목은 Apel과 Lawrence (2011) 외 다수의 연구자들이 사

용한 방법을 기반으로 문항을 재구성하였으며 파생어 결합 10문항

과 파생어 분리 과제 10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파생어 결

합 과제는 실질형태소가 포함된 단어를 제시한 후 제시된 단어에 

적절한 접사를 결합하여 빈칸이 있는 미완성 문장을 완성시키는 

과제이다. 파생어 결합 과제의 예는 “부채”라는 단어를 제시한 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손으로 (        )을 했다”의 빈칸을 채우는 것이

다. 파생어 분리 과제는 실질형태소와 접사가 결합된 단어를 제시

한 후 접사를 분리하여 빈칸이 있는 미완성 문장을 완성시키는 과

제이다. 파생어 분리 과제의 예는 “겨루기”라는 단어를 제시한 후, 

“나는 친구와 누가 빨리 달리는지 (        ).”의 빈칸을 채우는 것이다. 

본 검사는 합성, 파생이 각각 20문제이며 총 40문항으로 이루어

졌다. 합성, 파생의 결합과 분리 각 유형의 문항들은 음운론적·형태

론적 투명도를 고려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결합과 분리 10문항 

중 5문항은 음운론적 ·형태론적 투명도가 높아 발음이나 형태가 

변하지 않는 문항으로 구성하였고(예: 종이로 만든 컵은? 종이컵), 

나머지 5문항은 음운론적·형태론적 투명도가 낮아 발음이나 형태

가 변하는 문항(예: 잇몸 - ______가 썩어서 치과에 갔다)으로 구

성하였다(Appendix 1). 

형태소인식 과제에서 쓰인 문항들에 대하여 2명의 학령기 아동 

언어발달의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를 의뢰하였다. 2명의 전문가는 

모두 언어병리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언어병리학 교수이다. 2명의 

전문가가 실험절차, 문항 난이도, 질문 구성, 목표 답변의 적절성에 

대한 타당도를 Likert 5점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1=그렇지 않

다, 2=보통이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실험절차에 대한 타당도는 4점, 문항난이도에 대한 타당도는 3.82, 

질문 구성에 대한 타당도는 3.87, 목표 답변의 적절성에 대한 타당

도는 3.85로 높은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연구절차

검사는 소음이 적은 방에서 검사자와 아동이 1:1로 진행하였다. 

먼저 선별검사(LSSC, KOLRA, K-CTONI-2)를 통해 집단을 선별

한 후, 본 실험인 형태소인식 과제를 실시하였다. 

실험 과제인 형태소인식검사는 검사지 문항을 아동에게 보여주

고 검사자가 문항을 함께 읽어준 뒤 아동이 구어로 대답하도록 하

였다. 연습 문제를 먼저 진행하여 검사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었

을 때 본 문제로 넘어갔다. 학생들의 반응은 모두 녹음하여 전사한 

뒤 분석하였으며 교차균형화(cross-balancing)를 위하여 실험 과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C (N= 16) LLD (N= 16)

K-CTONI-2 (IQ) 106.57 (10.07) 93.50 (9.10)
KOLRA (%ile) 67.8 (19.1) 5.5 (4.54)
LSSC (LQ) 108.73 (8.93) 74.94 (8.8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NC= normal children; LLD= language-learning disabilities; K-CTONI-2= Korean Com-
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2 (Park, 2014); KOLRA= Korean Language 
based Reading Assessment (Pae, Kim, Yoon, & Jang, 2015); LSSC= Language Scale 
for School-aged Children (Lee, Heo, & Jang,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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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3-4학년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형태소인식능력과 읽기유창성, 철자쓰기 간의 상관관계  •  한효정 외

제를 실시할 때 합성, 파생의 순서를 조절하여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읽기유창성은 정확성, 속도, 읽기유창성 총점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읽기 정확성은 358음절로 이루어진 문단글의 첫 음절부터 

끝 음절까지 정확하게 읽은 음절수를 측정하였으며 소요된 시간

(초)으로 속도를 측정하였다. 읽기유창성 총점은 358음절의 문단

글을 10초당 정확하게 읽은 음절수로 측정하였다.

철자쓰기는 자소-음소 일치형, 자소-음소 불일치형 쓰기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철자쓰기 전체 30문항 중 일치형 쓰기는 17문항, 불

일치형 쓰기는 13문항으로 총 30문항이었다. 

형태소인식능력검사는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한 경우 1점으로 

계산하고 오반응 또는 무응답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하여 원점수를 

산출하였다. 형태소인식의 과제 유형인 합성, 파생의 점수는 각 20

점이며 총 점수는 40점 만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소인식능력 과제 분석, 읽기유창성, 철자쓰기

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전체 자료의 20%를 임의로 선정

하여 검사자 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연구자는 제1평가자이고 3년 

이상의 학령기 언어중재 경험이 있는 언어병리학 석사학위 소지자 

1명을 제2평가자로 선정하였다. 형태소인식 과제에 대한 검사자 간 

채점신뢰도는 100%로 나타났고 읽기유창성, 철자쓰기에 대한 채

점신뢰도는 각각 98.9%, 100%로 나타났다. 

통계처리

첫째, 집단(일반, 언어학습장애)과 과제 유형(파생, 합성)에 따라 

형태소인식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반복측정 이원분산분

석(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을 실시하였다. 둘째, 

집단(일반, 언어학습장애)에 따라 읽기유창성과 철자쓰기의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정(two-independent samples t-

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형태소인식능력과 읽기유창성, 철자쓰기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 상관을 실시하였다.

통계 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3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초등 3-4학년 아동의 집단(일반, 언어학습장애)과 과제 

유형(합성, 파생)에 따른 형태소인식능력의 차이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집단과 형태소인식 과제 유형에 따른 기술통

계 결과는 Table 2와 같다(Figure 1). 

형태소인식 과제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F(1,30) =  

53.877 (p< .05)로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형태소인식능력이 일반아

동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았다. 형태소인식 과제 유형에 따른 집

단 내 차이를 살펴본 결과 F(1,30) =556.172 (p< .05)로 나타나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태소인식 과제와 집단의 상호

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F(1,30) =5.828 (p< .05)로 유의미한 상호작

용 결과가 나타났다. 

상호작용에 대한 사후분석으로 집단 간의 형태소인식능력의 차

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하여 파생에서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였으나

(t= 6.772, p< .05) 합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  

6.542, p>.05). 집단 내에서 형태소인식 과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

고자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일반아동은 합성과 파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t=1.576, p>.05) 언어학습장

애 아동은 합성과 파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t =3.398, 

p< .05). 

초등 3-4학년 아동의 집단(일반, 언어학습장애)에 따른 

읽기유창성과 철자쓰기의 특성 비교 

두 집단의 읽기유창성, 철자쓰기 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집단과 읽기유창성, 철자쓰기의 t-검정 

결과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2. Total morphological awareness according to group (raw score)

NC (N= 16) LLD (N= 16) Total (N= 32)

Compound 18.68 (1.35) 14.25 (2.35) 16.46 (1.85)
Derivative 18.06 (2.01) 11.18 (3.52) 14.62 (2.76)
Total 35.56 (5.07) 25.43 (4.78) 30.5 (7.0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NC= normal children; LLD= language-learning disabilities.

Figure 1. Morphological awareness according to group. 
NC= normal children; LLD= language-learning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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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아동과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읽기유창성, 철자쓰기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읽기유창성 총점, 정확성, 속도, 철자쓰

기, 자소-음소 일치형 쓰기, 자소-음소 불일치형 쓰기에서 언어학

습장애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더 낮은 수행력을 

나타냈다. 

초등 3-4학년 아동의 형태소인식능력과 읽기유창성, 

철자쓰기 간의 상관관계 

일반아동,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형태소인식능력과 읽기유창성, 

철자쓰기의 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일반아동의 형태소인식 과제 유형과 읽기유창성, 철자쓰기의 상

세 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파생과 읽기유창성 총점, 속도, 

철자쓰기 총점, 일치형 쓰기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p< .05, p< .01). 반면 형태소인식 총점, 합성은 읽기유창성, 

철자쓰기 능력 전체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p>.05).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형태소인식 과제 유형과 읽기유창성, 철자

쓰기의 상세 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합성과 형태소인식 총

점에서 정확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5). 

반면 형태소인식 과제 모두 철자쓰기 하위영역과는 유의미한 상관

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파생은 읽기유창성, 철자쓰기 능력 전체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p>.0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 3-4학년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형태

소인식능력, 읽기유창성, 철자쓰기 능력을 살펴보고 형태소인식능

력과 읽기유창성, 철자쓰기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첫째, 두 집단의 형태소인식능력을 비교하였을 때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형태소인식능력은 일반아동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F(1,30) =79.103, p< .05). 상위언어능력 중 하나로 

알려진 형태소인식능력이 읽기, 쓰기 능력과 관련된다는 문헌을 바

탕으로 하였을 때 형태소인식능력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언어학습장

애는 읽기, 쓰기에서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형태소인식능력의 과제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합성, 파생 

순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합성 능력은 학령기 초기에 습득

이 이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으며(Carlisle, 2003) 합성보다 파생의 

수행도가 더 낮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를 지지해주

고 있다. 어근과 어근을 더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합성 능

력은 의미와 의미를 더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전략을 이

해하여 문맥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는 읽

기의 최종 목표인 읽기이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집단과 과제유형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유의미

한 효과가 나타났다(F(1,30) = 66.164, p< .05). 일반아동은 합성, 파생 

순서로 높은 수행도를 보였으나 합성과 파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합성은 어근과 어근을 더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

들어내는 것이고 파생은 어근에 접사를 더하여 단어를 만드는 것

으로 본 연구에서 일반아동의 합성과 파생은 매우 높은 수행도를 

보였다. 이는 초등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합성보다 

파생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는 것과 다른 결과이다(Kim & Jung, 

2015). 즉 초등 중학년에 도달하면 파생 능력도 합성만큼 높은 단계

에 도달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언어학습장애 아동도 합성, 파생의 순서로 높은 수행도를 나타

냈다. 그러나 일반아동과 달리 합성과 파생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 저학년의 형태소인식능력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저학년

의 파생 능력이 합성능력보다 유의하게 더 낮게 나타났다(Kim & 

Table 3. Reading fluency and spelling score

NC (N= 16) LLD (N= 16) t

RF total 40.76 (5.17) 23.82 (4.83) 9.568*
Accuracy 342.37 (8.92) 331.50 (11.70) 2.955*
Rate 91.12 (29.78) 143.37 (24.09) -5.455*
Spelling 28.93 (1.34) 20.25 (5.54) 6.093*
PGC 16.43 (.81) 11.87 (2.98) 5.897*
PGNC 12.50 (.81) 8.37 (3.11) 5.12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NC= normal children; LLD= language-learning disabilities; RF total= reading fluen-
cy total; accuracy= syllable of correctly reading; PGC= phoneme-grapheme corre-
spondent; PGNC= phoneme-grapheme non-correspondent.
*p < .05.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of morphological awareness, reading and writing

Reading factor Writing factor

RF total Accuracy Rate Spelling PGC PGNC

Normal children
   Compound .329 -.073 -.391 .172 .314 -.030
   Derivative .730** .440 -.689** .545* .592* .304
   Total .269 .197 -.278 .055 .146 -.056
LLD children
   Compound .155 .511* -.029 .123 .138 .086
   Derivative .442 .338 -.413 .407 .446 .296
   Total .401 .500* -.318 .360 .396 .261

NC= normal children; LLD= language-learning disabilities; RF total= reading fluen-
cy total; accuracy= syllable of correctly reading; PGC= phoneme-grapheme corre-
spondent; PGNC= phoneme-grapheme non-correspondent.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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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2015). 본 연구에서 살펴본 초등 3-4학년 언어학습장애 아동

의 파생 능력은 선행연구의 저학년 일반아동과 유사한 수행 패턴

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파생 능력이 

저조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이 형태소인식능력의 어떤 부분

에서 차이를 보였는지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합성, 파

생 모두 언어학습장애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낮은 수행도를 보였으

나 합성은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저학년 읽기

학습부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아동에 비하여 부진 

아동의 수행도가 유의하게 낮았지만(Kim & Jung, 2015) 본 연구에

서 일반아동은 만점에 가까운 합성 능력을 나타냈고 언어학습장

애 아동의 합성 능력도 일반아동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언어학습장애 아동도 초기에 발달하는 합성 능력은 초등 중

학년에 이르면 일반아동과 유사한 수행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파생은 어근과 접사를 더하여 새로운 어휘를 만드는 방법으로 

이러한 파생 능력은 언어학습장애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유

의미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파

생 능력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습득이 느리고 수행도가 낮다고 밝

힌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Windsor & Hwang, 1999). 파

생 능력은 단어를 분절하고 파생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해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주어진 단어의 철자를 시각적으로 

보기 쉽게 인식하는 것을 도와주어 더 빨리 볼 수 있게 해준다(An-

glin, Miller, & Wakefield, 1993; Carlisle, 2000; Siegel, 2008). 이러

한 파생 능력은 쓰기 발달 단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Ehri (1987)

의 철자쓰기 단계에서 파생 단계(derivational relations)를 거치며 

어근(root word)과 파생(derivations) 방식을 이해하고 단어를 효과

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파생 단계를 거쳤을 때 고급의 철자 

기술을 구사하여 쓰기의 궁극적 목표인 작문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언어학습장애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읽

기, 쓰기 발달을 도와주는 파생 능력에서 어려움을 보이므로 읽기

유창성, 철자쓰기에서도 어려움을 보일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나

아가 읽기와 쓰기 능력 성취에도 어려움을 보일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낮은 읽기유창성, 철

자쓰기 능력을 보였다. 읽기유창성과 철자쓰기를 더욱 자세히 살펴

보기 위하여 읽기유창성을 정확도와 속도로, 쓰기를 일치형 쓰기, 

불일치형 쓰기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이 모두에서 언어학습장애 아

동이 일반아동보다 수행도가 더 낮았다. 읽기유창성, 철자쓰기는 

읽기와 쓰기의 최종 목표인 읽기이해와 작문을 선행하는 요소로 

알려져 있다(Hoover & Gough, 1990; Kim, Lee, & Shin, 2009). 중

학년에는 읽기유창성이 정확성과 속도를 갖춘 자동성에 도달하는 

단계로 읽기이해 단계로 전환되는 시기이고 다양한 철자쓰기가 가

능해지며 작문의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이다(Chall, 1983; Gentry, 

2004). 하지만 이러한 능력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언어학습장애는 

읽기, 쓰기의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셋째, 형태소인식능력과 읽기유창성, 철자쓰기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일반아동은 파생과 읽기유창성, 속도, 철자쓰기 총점, 

일치형 쓰기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특히 파생과 속도 간

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중학년 시기가 되면 일반아동은 형태소인식

능력을 자동적으로 읽는 데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파

생 능력이 주로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파생은 단어를 분절, 파

생하여 새롭게 만들기를 가능하게 하고 시각적으로 빨리 볼 수 있

게 도와준다(Siegel, 2008). 이러한 능력은 단어의 빠른 확인을 가

능하게 하여 읽기 속도 향상에 도움을 준다. 또한 파생은 철자쓰기

와도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일치형 쓰기에 음운처리, 표기처

리, 형태처리 능력이 요구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Kim, 2009). 반면 불일치형 쓰기와 형태소인식에서 상관관계가 나

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에서 불일치형 쓰기에 형태소인식능력

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Lee, Shin, Yoon, & Pae, 2015; Shin 

et al., 201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아동은 만점에 가까운 철자

쓰기 점수와 높은 형태소인식능력을 보였고 이 두 능력에서 모두 

매우 높은 수행도를 보여 둘 간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형태소인식능력과 읽기유창성, 철자쓰기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형태소인식 총점과 합성이 정확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형태소인식능력

을 정확하게 읽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합성 능력이 주로 사용되었

다. 우리말의 60% 이상이 합성어로 이루어졌다는 특성(Yi & Yi, 

1999)이 있으므로 합성 능력이 여기에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속도와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언어

학습장애 아동은 아직 읽기의 자동성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글을 정확하게 읽기 위하여 형태소인식능력을 사용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아동의 경우 파생 능력이 속도와 상

관이 나타나 자동적 읽기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파생 능력은 일반아동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으

로 나타났으며 파생 능력을 바탕으로 한 자동성 발달 단계에 도달

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읽기의 정확성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자

동성 향상을 위하여 파생 능력의 강조가 요구된다. 반면 언어학습

장애 아동은 철자쓰기 하위 변인에서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

나지 않아 철자쓰기 발달에서 형태소인식능력이 활용되고 있지 않

았다. 철자쓰기 발달을 위해서는 어휘, 듣기이해, 음운인식, 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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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철자표기인식 등의 언어적 능력들이 요구되며 선행연구에서는 

초등 저학년 시기의 쓰기에는 음운적 지식이 많이 관여되지만 점

차 형태소인식능력으로 그 비율이 변화한다고 하였다(Apel et al., 

2012; Cho et al., 2011; Wolter et al., 2009; Yang & Lee, 2016). 하지

만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이러한 통합적인 언어능력 중 형태론적 

능력이 낮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기에 활용하여 쓰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철자쓰기 

발달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언어학습장애 아동은 중학년에 도달하

여서도 형태소인식능력을 철자쓰기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

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소인식능력과 읽기유창성, 철자쓰기 간의 상

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형태소인식능력이 읽기, 쓰기 능력을 예측하

는 상위언어적 능력으로서 읽기유창성, 철자쓰기와 상관이 있다는 

것이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소인식

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루지 못하였으나 이후 연구에서는 어휘형태

소에 대해 살펴보고 어휘형태소 측면에서 어휘의 양을 살펴볼 필

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또한 초등 고학년에서 발달적 변화는 어떠

한지 살펴볼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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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형태소인식 과제 유형

과제유형 예 답

합성 결합 유리로 만든 컵을 유리컵이라고 합니다.

종이로 만든 컵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옷을 넣어두는 장을 옷장이라고 합니다.

책을 넣어두는 장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종이컵

책장

제시단어

합성 분리 새 책을 받으면 가장 먼저 (           )을 써야 한다.

(           )가 썩어서 치과에 갔다.

이름표

잇몸

파생 결합 날씨가 너무 더워서 손으로 (           )을 했다.

나는 (           )를 많이 타서 늘 부채를 갖고 다닌다.

부채

덥다

분리 나는 친구와 누가 빨리 달리는지 (           ).

지난밤에는 너무 추워서 이불을 꼭 (           ) 잤다.

겨루기

덮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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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초등 3-4학년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형태소인식능력과 읽기유창성, 철자쓰기 간의 상관관계

한효정1·김미배2

1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언어청각치료학과, 2부산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초등 3-4학년 언어학습장애 아동들의 읽기유창성, 철자쓰기 능력을 살펴보고 읽기와 쓰기를 설명하는 요인들 중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형태소인식능력이 읽기와 쓰기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방법: 초등학교 3-4학년에 재학 중인 언어

학습장애 16명, 학년과 지역을 일치시킨 일반아동 16명, 총 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형태소인식검사는 합성, 파생으로 살펴보았다. 읽

기유창성과 철자쓰기는 한국어 읽기검사(KOLRA)의 읽기유창성, 받아쓰기를 사용하였으며 읽기유창성은 속도와 정확성으로 살펴보

았고 철자쓰기는 자소-음소 일치형 쓰기, 불일치형 쓰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결과: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형태소인식능력, 읽기유창

성, 철자쓰기 능력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았다. 일반아동은 형태소인식능력과 읽기유창성, 철자쓰기에서 유의미한 상관

이 나타났고 특히 파생은 속도와 일치형 쓰기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언어학습장애는 형태소인식능력과 읽기유창성, 철자쓰기

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고 합성과 정확성, 일치형 쓰기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 3-4학년 언어

학습장애 아동의 읽기유창성, 철자쓰기 능력이 형태소인식능력과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일반아동의 경우 파생 능력

이 자동적으로 읽기와 정확하게 쓰기에 영향을 미쳤고 언어학습장애는 형태소인식능력을 아직 정확하게 읽는 데에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읽기유창성, 철자쓰기의 결함을 언어능력과 연결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중재 계획을 설정할 때 형태소인식능력을 고려한

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핵심어: 학령기, 언어학습장애, 형태소인식능력, 읽기유창성, 철자쓰기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참고문헌

김동일, 이대식, 신종호(2009). 학습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육 2판. 서울: 학지사.

김순호, 정경희(2015). 초등 저학년 읽기학습부진아동의 형태소인식과 읽기능력. 언어치료연구, 24, 35-47.

김애화(2009). 초등학교 학생의 철자 특성 연구: 철자 발달 패턴 및 오류 유형 분석. 초등교육연구, 22, 85-113.

김애화(2013). 초등학교 학생의 쓰기능력 예측변인에 관한 예비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18, 66-75.

김애화, 유현실, 황민아, 김의정, 고성룡(2010). 초등학생의 읽기이해 능력 예측 변인에 관한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15, 357-380.

김주영(2016). 하위유형별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읽기 관련 요인 특성. 학습자중심교육과학연구, 16, 339-353.

박순길(2012). 학습부진아동의 문식성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4, 27-51.

박혜원(2014). 한국 비언어지능검사 2판(K-CTONI-2). 서울: 마인드프레스.

배소영, 김미배, 윤효진, 장승민(2015). 한국어 읽기검사(KOLRA). 서울: 학지사.

신가영, 설아영, 조혜숙, 남기춘, 배소영(2015). 초등학생의 철자 발달과 오류 패턴 분석. 언어치료연구, 24, 61-72.

안성우, 허민정, 서중현(2012). 학령전기 유아의 음운인식능력에 관한 연구: 낱자지식, 자소-음소 대응지식, 연령과 작업기억과의 관련성 탐색. 언어치

료연구, 21, 365-388.

양민화, 이애진(2016). 학령기 초기 아동의 철자 기술에 미치는 언어학적 인식 능력의 영향력 변화. 학습장애연구, 13, 67-90.

이광오, 이인선(1999). 한글단어의 인지과정에서 형태소 정보처리.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11, 77-91.

이윤경, 허현숙, 장승민(2015). 학령기 아동 언어검사(LSSC). 서울: 학지사.

이일화, 김동일(2003). 읽기유창성과 독해력 수준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 1-24.



https://doi.org/10.12963/csd.18487 http://www.e-csd.org    359

초등 3-4학년 언어학습장애 아동의 형태소인식능력과 읽기유창성, 철자쓰기 간의 상관관계  •  한효정 외

이재국, 신가영, 윤효진, 배소영(2015). 쓰기부진 초등생의 형태소 및 철자지식을 활용한 문장쓰기 중재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 139-156.

정경희(2014). 1-3학년 학령기 아동의 형태소인식과 읽기능력. 언어청각장애연구, 19, 21-30.

정부자(2015). 초등 1-4학년 아동의 철자인식 발달특성과 관련 요인. 언어치료연구, 24, 63-71.

조명한, 이정모, 김정오, 신현정, 이광오, 도경수, 이양, 이현진, 김영진, 김소영, 고성룡, 정혜선(2003). 언어심리학. 서울: 학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