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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 of 
spelling ability according to the types of spelling and phonological rules of kindergarten 
children to 3rd grade children. Methods: The subjects were 148 typically developmental 
children, including 40 kindergarten, 46 1st grade, 35 2nd grade, and 37 3rd grade children. 
The research tool consisted of word spelling with four spelling types and four phonological 
rules. Results: First, as the children’s age increases, spelling performance increases accord-
ing to the spelling types or phonological rule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
ence between the second and third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but all the other group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Second, the differences of the remaining spell-
ing types, except for the letter-phoneme incongruent and single final consonant were sig-
nifican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letter-phoneme correspondence 
words in kindergarten and elementary first graders, and the letter-phoneme incongruence 
double final consonant were significant in all grade levels. Third, the performance of the 
children according to the phonological rules was high in order of nasalization, lenition, for-
tification, and aspiration. Conclusion: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can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pelling development from kindergarten through elementary school. 
Implications for spelling writing and intervention are discussed. 

Keywords: Kindergarten, School-aged children, Spelling, Types of spelling, Phonological 
rules

학령기 아동의 읽기와 쓰기는 교과과정의 기본을 이루며 학업성

취뿐 아니라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요하게 습

득해야 하는 기술이다. 읽기와 쓰기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쓰기에 문제가 있으면 읽기에

도 문제가 있다(Cho & Kim, 2000). 특히 쓰기는 말하기, 듣기, 읽기 

등의 기술이 서로 통합하면서 발달하기 때문에 읽기능력보다 배우

는데 더 어려운 기술이며, 학령기뿐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습득해

야 하는 주요한 능력이다(Kim, 2013). 쓰기는 일반적으로 글씨쓰

기, 철자쓰기, 작문으로 나누어지며 쓰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작문

이다. 이러한 작문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소리정보를 글자로 부

호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 과정에서의 핵심이 철

자쓰기 기술이다. 따라서 철자쓰기는 초기 읽기, 쓰기 발달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Kamhi & Catts, 2012). 

철자쓰기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소리정보로 표상

하고 이를 부호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통해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하고도 신뢰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술이다. 그런데 이러한 

철자쓰기의 어려움이 생기면 글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생성하거

나 계획하는 데 방해가 되고, 생각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Park & Chung, 2008). 철

자쓰기는 철자의 구조에 대한 고도의 감각을 요하는 언어기술로 

특정 단어에 대한 철자쓰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음운론, 철자법, 

형태론, 의미론에 대한 언어지식 단위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어

야 한다(Kamhi & Catts, 2012).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모든 언

어권의 표기체계에서 음운인식, 형태인식, 철자표기 인식능력이 철

자쓰기 기술을 예측하는 요인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Yang & 

Lee, 2016). 즉 철자쓰기 능력의 발달은 이러한 상위언어 능력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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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Ehri, 1985; Nagy, Berninger, & Abbott, 

2006). 이처럼 철자쓰기는 학령기 아동이 교과과정을 학습할 때 중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동들이 철자쓰기를 어떻게 습득해 나

가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 능력을 이해하고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초기 철자쓰기 기술의 발달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이러한 발달의 특성을 설명하는 관점들은 크

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즉 초기 철자쓰기 학습과정이 일련의 

단계를 거쳐 발달하게 된다는 단계이론(Gentry, 1982)과 어린 아동

들도 철자쓰기의 비음운론적 양상인 형태론적 정보나 철자패턴 

등을 알고 있다는 이론(Daffern, Mackenzie, & Hemming, 2015; 

Yang, 2014)이 그것이다. 단계이론을 주창하는 연구자들은 음운처

리, 표기처리, 형태처리 단계로 나아가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철자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Bear, Invernuzzi, Templeton, & John-

ston, 2012; Gentry, 2000). 이들은 철자오류 분석을 통해 한 단계에

서 다음 단계로의 철자쓰기 능력의 발달은 질적으로 다르지만 연

속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중재의 초점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록 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Bear et al., 2012; Gentry, 2000). 

단계론자들의 주장은 철자오류 분석을 통해 영어의 과거시제를 쓸 

때 어린 아동이 음성적으로 전사한다는 연구결과나(Read, 1986), 

6-8세 아동이 초기는 음소나 형태소 성분을 반영하지 못하다가 8

세경 음소성분을 반영하지만 불규칙 단어까지 과잉 적용하는 단계

를 거친 후 규칙단에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발달한다는 연구결과

에 근거하고 있다(Nunes, Bryant, & Bindman, 1997). 또한 Hen-

derson (1990)은 철자발달 초기에는 음운전략을 사용하다가 만 7, 

8세 이후 형태전략을 철자쓰기에 적용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반면 음운인식, 형태인식, 철자표기 인식능력이 철자쓰기 발달 

초기부터 상호작용하고 통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연구자들

은 철자 발달의 비선형모델(non-linear model)에 대한 근거를 다양

하게 제기하고 있다(Daffern et al., 2015; Rubin, 1988; Treiman, 

Cassar, & Zukowski, 1994). Rubin (1988)은 어린 아동들도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hand)에서의 끝자음 생략이 굴절접사가 

포함된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지는 단어(canned)에서보다 생략

을 더 많이 한다는 점을 들어 초기 철자쓰기부터 형태구조가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또한 5세에서 9세 아동을 대상으로 

형태소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와 두 개로 이루어진 단어쓰기 과제

(예: letter와 later)를 실시한 결과 1학년 아동들도 철자쓰기에서 형

태소 지식을 활용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Treiman et al., 1994). 

한편 겹자음 생략 오류분석을 통해 형태소가 하나인 단어(brand)

에서보다 형태소가 두 개인 단어(tuned)에서 첫 자음의 생략이 적

었다는 실험결과를 통해 초기 음운지식이 적용되는 시기에도 어린 

아동들에게 형태지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장하기도 했다

(Treiman et al., 1994). 또한 Berninger 등(2006)은 삼중 단어구성

이론(triple word-form theory)을 기반으로 음운인식, 철자표기인

식, 형태인식이 초기 쓰기 학습부터 상호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철자쓰기 발달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은 음운지

식을 활용한 쓰기가 철자발달 시작 과정에서 먼저 나타난다는 점

에서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형태지식이나 철자표기지식이 초기

부터 철자쓰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

고 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도 철자쓰기 발달 과정을 언어학적 지식과 

관련시켜 설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나타나

고 있다. 초등 저학년의 철자발달 과정을 살펴본 Yang (2014)은 철

자유형이 음운론적 유형과 형태론적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초

등 1학년부터 음운론적 유형의 철자 정확도가 높고 형태론적 유형

보다 앞섰다고 보고하고 있다. 음소인식, 형태소인식, 철자표기인식

의 영향력이 1학년 때는 비슷하다가 학년이 높아지면서 철자표기

인식의 영향력이 증가했다는 Yang과 Lee (2016)의 연구도 언어학

적 지식능력과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철자

쓰기 발달 연구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영어권 연구에서 쟁점이 되

고 있는 언어학적 지식과 초기 철자쓰기 발달과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치원 시기부터 초등 저

학년 시기 동안 음운지식과 형태지식이 철자쓰기 발달에 어떤 관

련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철자쓰기 발달에 대한 국내연구는 단어나 

문장 받아쓰기에서 나타난 아동의 철자오류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주로 연구되어 왔다. Lee (2018)는 초등 1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기

까지 일반아동의 철자쓰기 능력을 비교하였는데 5, 6학년 집단을 

제외한 모든 학년 집단의 쓰기 점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

한 학령전기 아동은 소리 나는 대로 쓰기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

으며, 소리 나는 대로 쓴 오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대치

오류가 증가하였다고 하면서 초기에 음운지식의 사용이 보편적 현

상임을 강조하였다(Jung, 2005). 또 다른 연구자는 초등학교 3학년

까지는 철자쓰기 정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발달 양상을 보이지

만 4학년 이후는 학년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며 완만한 성장을 

보인다고 하였다(Shin, Seol, Cho, Nam, & Pae, 2015). 또한 같은 연

구에서 자소-음소 일치 오류, 자소-음소 불일치 오류, 문법형태소 

오류로 나눠 분석한 결과 모든 학년에서 자소-음소 불일치 오류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3학년 시기에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 시기에 문

법형태소 오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Shi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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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5). 초등 1-4학년의 철자인식과 철자쓰기를 연구한 Chung 

(2015)은 철자인식능력은 저학년과 중학년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나 철자쓰기 과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반면 최근 철자전략 사용능력의 발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음운처리 능력뿐 아니라 형태처리 능력을 적용하는 철자쓰기 평가

방법을 제안한 몇몇 연구자들이 있다(Deacon & Bryant, 2005; Han 

& Jung, 2018; Sangster & Deacon, 2011). 이들은 규칙단어, 불규칙

단어, 한 소리를 내는 두 글자가 들어간 단어 등을 이용해 철자전략

의 특성을 살펴보았다(Masterson & Apel, 2007). 또한 철자검사를 

1형태소와 2형태소를 나누었으며, 2형태소는 다시 접사가 포함된 

굴절어와 파생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통제단어를 두 형태소 

단어 중 하나와 같은 단어-소리로 끝나도록 통제하였으며(예: cor-

ner vs. smarter), 철자검사에 사용된 단어는 난이도와 단어의 빈도

가 균형을 이루도록 고려하였다(Deacon & Bryant, 2005; Sangster 

& Deacon, 2011). 국내에서도 음운론적 유형과 형태론적 유형을 포

함한 철자쓰기 과제를 개발하여 이 두 가지 유형의 철자쓰기 발달 

특성을 다루거나(Yang, 2014), 음운지식에 기반한 쓰기능력의 발

달을 살펴본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Lee, 2018). 또한 최근 철자쓰

기에 관한 국내연구에서는 끝소리가 같으나 자소-음소 일치와 불

일치, 형태소 수 등을 조절한 네 가지 유형의 음운규칙이 적용되는 

이음절 단어쓰기 과제를 사용하여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의 철자쓰기 특성을 비교하기도 하였다(Han & Jung, 2018). 본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음운지식과 형태지식이 철자쓰기 

발달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소-음소 일치형과 형

태소가 한 개인 자소-음소 불일치형, 형태소가 두 개이면서 단자음 

받침인 자소 음소 불일치형, 형태소가 두 개이면서 겹자음 받침인 

자소-음소 불일치형 등 네 가지 철자유형으로 구성된 Han과 Jung 

(2018)의 과제를 사용하여 철자쓰기 발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한편 한국어는 글자가 음절단위로 표기되며 소리와 글자의 대응

이 비교적 투명한 언어권에 속한다(Shin et al., 2015). 초등 저학년뿐 

아니라 유치원 아동의 경우도 음운정보를 활용한 자소-음소 일치 

단어의 정확률이 좋은 편이다(Yang, 2009). 하지만 자소-음소 불일

치 단어의 경우 음운이 결합되는 특정 음운환경에서 소리의 변화

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한국어 문법체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과

정을 몇 가지 규칙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철자쓰기

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언어학적 단위에 대한 상위인식능력뿐 아니

라 소리 변동이 일어나는 음운환경의 규칙성을 이해하고 이를 적

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Kim, 2009). Shin과 Park (2015)은 초등 1

학년 국어교과 분석을 통해 연음화, 경음화, 평폐쇄음화, 장애음의 

비음화, 격음화, ㅎ탈락, 자음군 단순화, j탈락, 구개음화, 유음화 순

서로 음운규칙이 출현하며 특히 연음화, 경음화, 평폐쇄음화, 장애

음의 비음화의 누적 백분율이 89.93%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철자쓰기에서 나타난 음운규칙 적용능력을 다룬 한 연구에서 학

년별 철자오류는 일반학생의 경우 1학년은 경음화, 연음법칙, 7종

성법, 구개음화, ㄴ첨가, ㅎ탈락, 사잇소리에서 정반응률이 낮았고, 

2학년의 경우 자음군단순화, 3학년은 7종성법과 구개음화에서 낮

은 수행력을 보였다. 또한 고학년인 4, 5학년의 경우에는 구개음화

(60%)에서만 낮은 정반응을 보였으나, 6학년 아동은 모든 음운규

칙에서 높은 정반응률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Kim, 2015). 특히 

겹받침 쓰기는 고학년이 되어서야 철자수행력이 발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ee, 2015).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이 습득해야 할 

대표적인 음운규칙 유형 네 가지(격음화, 경음화, 연음화, 비음화)

를 중심으로 불일치 단어에서 음운규칙을 적용하는 철자쓰기 발

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an과 Jung (2018)에서 사용한 철자쓰기 과

제를 사용하여 초기 철자쓰기 발달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한 지금까지 철자쓰기 발달연구의 대부분이 학령기 중심으로 다루

어져 있어 유치원기 아동에서 학령기 초기에 이르는 주요한 발달과

정을 살펴보는 데 제한이 있었다. Yang (2009)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유치원 시기부터 음운학적 전략을 주로 사용하면서 철

자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령전 시기부터 초기 학령기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음운지식이나 형태지식 같은 

언어학적 지식이 철자쓰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

을 뿐 아니라 한국어에 주요 음운규칙이 포함된 철자쓰기의 발달

적 특성도 함께 고려한 과제라는 점에서 초기 철자발달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유치원 아동 및 초등학교 1-3학년 일반아동 총 148명

을 대상으로 유치원기부터 초등 저학년까지의 철자쓰기의 발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 아동에 유치원 아동을 포함한 것은 

Yang (2009)이 유치원 아동기부터 철자쓰기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

한다는 연구를 근거로 하였으며, 초등 3학년까지로 선정한 것은 

Shin 등(2015)이 초등 3학년까지 가파른 발달 곡선을 보이다 그 이

후는 완만하게 발달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선정하였

다. 아동들은 시각적, 청각적, 인지 및 정서 행동상의 문제가 없으

며,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Hong, Kim, Jang, & Lee, 2009)의 하위 항목인 수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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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연령 기준 20%ile 이상에 속하였다. 

또한 학령기 아동은 한국어읽기검사(Korea Language-based Read-

ing Assessment, KOLRA; Pae, Kim, Yoon, & Jang, 2015)에서 낱말

해독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표준점수 85점 이상인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유치원기 아동의 경우 기초학력검사(Korean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basic Academic Achievement Test, KISE-

BAAT; Park, Kim, Song, Jung, & Jung, 2008)의 읽기 선수기능검사

에서 -1 표준편차 이상인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검사도구

대상자 선정도구

수용 ·표현어휘력검사(REVT)

모든 대상아동들에게 수용 ·표현어휘력검사(REVT; Kim et al., 

2009) 중 수용어휘검사를 실시하여 언어능력 발달 지연 여부를 선

별하였고, 검사 결과 20%ile 이상에 속하는 아동을 대상자 선정 기

준으로 설정하였다.

한국어읽기검사(KOLRA)

초등 1학년에서 3학년 아동들에게는 한국어읽기검사(KOLRA; 

Pae et al., 2015) 중 해독 검사를 실시하여 단어읽기에 어려움이 없

는 아동을 선별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표준점수 85점 이상으

로 설정하였다. 

기초학력검사(KISE-BAAT)

유치원 아동의 읽기능력을 선별하기 위해 기초학력검사의 하위 

항목 중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읽기 선수기능검

사를 실시하여 -1 표준편차 이상인 아동을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본 검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철자쓰기검사 과제는 선행연구(Deacon & 

Bryant, 2005)를 기반으로 철자유형과 음운규칙을 고려하여 한국

어의 특성에 맞게 제작한 Han과 Jung (2018)의 과제를 사용하였다. 

Han과 Jung (2018)은 철자유형과 음운규칙을 고려하여 32개 문항

의 철자쓰기 과제를 개발하였는데 검사단어는 최소 3회 이상 초등

학교 1-3학년 국어과 교과서에 나올 뿐 아니라 Kim (2003)의 ‘등급

별 국어교육용 어휘’에서 주로 1, 2등급에 해당하는 단어로 선정하

였다. 

Han과 Jung (2018)의 과제에서 모든 단어는 끝소리 발음이 같은 

2음절 단어로 구성되었으며 철자유형 과제는 영어권 연구에서 사

용한 Deacon과 Bryant (2005)의 과제를 우리말의 특성에 맞게 수

정 및 보완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아동이 음운지식과 형태지식을 

적용하여 철자쓰기를 하는지를 보기 위해 자소-음소 일치 여부, 형

태소 수, 겹자음 받침 여부 등을 기준으로 네 가지 철자유형으로 나

누었다. 즉, 음운지식과 관련된 자소와 음소가 일치하는 단어(예: 

스키, 꼴찌, 과거, 망고 등)와 형태지식과 관련된 자소-음소 불일치 

단어로 크게 나누어 과제를 구성하였다. 불일치 단어의 경우 형태

지식을 반영한 철자쓰기 발달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형태소가 한 개인 단어(특히, 꼭지, 국어, 망내 등)와 두 개인 단어(좋

기, 먹지, 익어, 막는)로 나누었으며, 형태소가 두 개인 단어의 경우 

종성 자음이 홑자음인 것과 겹자음인 것(예: 많기, 밝지, 늙어, 깎는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불일치 단어의 경우 음운 변동의 규칙을 이해하고 읽기와 

쓰기에 적용하는 능력이 한국 아동의 철자쓰기 발달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음운규칙인 격음화, 경음화, 연

음화, 비음화의 네 가지 규칙이 포함되는 세트로 구성하였다(Han, 

& Jung, 2018). 이 네 가지 규칙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초등 교과서

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음운규칙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Han & 

Jung, 2018; Lee, 2007; Lee & Chung, 2002). 

이 검사 과제는 단어를 먼저 들려주고, 해당 단어가 포함된 문장

을 예문으로 제시한 다음 다시 목표단어를 들려주어 목표단어 쓰

기로 평가하는 데 이때 사용된 문장은 3-5어절의 단문으로 구성하

고 문장의 주체를 최대한 일관되게 선정하여 문장 이해의 문제가 

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절하였으며, 언어병리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2명, 특수교육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1명에게 

타당도 검증을 받은 Likert 척도 5점 만점에 4.9 이상을 받았다(Han 

& Jung, 2018). 

연구절차

본 검사는 대상 아동의 학교나 집, 대학 내 언어치료센터 등에 있

는 조용한 방에서 검사자와 대상자 간 일대일로 대면 검사의 형태

로 실시하였다. 검사자는 주 저자를 포함하여 석사학위 과정 대학

원생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검사실시 전 사전 교육을 통해 검사방

법 및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였다. 검사자는 본 문항을 평가

하기 전에 예시문항을 활용하여 검사 절차에 대해 아동이 충분히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절차는 

Deacon과 Bryant (2005)의 연구절차에 따라 목표단어를 불러주

고, 목표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들려준 후 다시 목표단어를 들려주

면서 목표단어만 제공된 기록지에 받아쓰도록 하였다. 목표단어 

및 문장은 원칙적으로 한 번 들려주었으나 아동이 요청하였을 경

우 단어, 문장, 단어 순서대로 한 번 더 들려주었다. 또한 순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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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배제하기 위해 검사 문항을 임의로 선정하여 불러주었으며 아

동당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20분이었다. 

자료분석

채점은 Han과 Jung (2018) 연구의 채점방법을 수정 및 보완하여 

실시하였다. 각 단어의 목표철자를 정확하게 철자하였을 경우 1점, 

그렇지 못한 경우 0점으로 하였고 철자유형별 점수는 일치 단어 8

점, 형태소가 1개인 불일치 단어 8점, 형태소가 2개인 불일치 단어 8

점, 겹자음이 포함된 불일치 단어 8점으로 구성하여 총 32점 만점

으로 채점하였다. 반면 음운규칙별 점수는 자소-음소 불일치 낱말 

점수로만 각 음운규칙별 총점을 산정하였는데 격음화 6점, 경음화 

6점, 연음화 6점, 비음화 6점으로 총 24점 만점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의 통계처리

본 연구의 자료 SPSS 20.0 Windows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음운규칙과 단어유형에 따른 연령집단 간 차이가 있는 

지와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re-

peated two-way ANOVA)을 실시하였고, 두 독립변인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을 경우 Scheffé 및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대

응비교 결과를 확인하였다.

신뢰도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검사 대상자의 20%에 해당하는 총 30명 

아동의 결과지를 제2채점자가 독립적으로 채점하게 하여 두 채점

자 간의 일치도를 계산하였다. 제2채점자는 언어병리전공 석사과정 

학생이며 사전에 검사 문항에 대한 채점기준을 사전 교육한 후 신

뢰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채점자 간 신뢰도는 99%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철자유형에 따른 연령집단별 철자쓰기 특성 

철자유형에 따른 연령집단별 철자쓰기 정반응 점수에 대한 결과

는 Table 1과 같다.

기술통계 결과, 철자유형별 단어의 총점은 자소-음소 일치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학년에 따라 평균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자소-음소 일치의 경우 2학년이 평균 7.34, 3학년이 

평균 7.11로 나타나 2학년의 평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반

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집단(F=1,999.08, p< .01)

과 단어유형(F=177.41, p< .01)에서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연령집단 간 차이가 어떤 집단에서 나타난 것인지 알아보기 위

해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2학년과 3학년 아동집단을 제

외한 모든 집단 간의 통계적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연령이 올라갈

수록 철자쓰기 수행력이 증가하다가 초등 2학년과 3학년 시기에는 

수행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철자

유형별 주효과가 어떤 유형에서 발생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Bonfer-

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불일치 단어의 형태소 한 개 유형과 

형태소 두 개 유형 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으나 나머지 유형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

동들은 자소-음소 일치 단어, 자소-음소 불일치 홑받침 단어, 자소-

음소 불일치 겹받침 단어 순으로 수행력이 증가하였다. 즉, 자소-음

소 일치 단어를 가장 잘 받아쓸 수 있었으며, 자소-음소 불일치 단

어중 겹받침 단어쓰기를 가장 어려워했다. 한편 자소-음소 불일치 

홑받침 단어쓰기에서 형태소 수의 차이는 수행력에 큰 영향을 미

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집단과 철자유형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F=10.88, p< .01). 상호작용효과가 어떤 요인들에서 나타났

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유형별 집단 간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

한 결과 네 가지 유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

소-음소 일치 유형의 경우 유치원 아동과 모든 학령기 아동 간의 차

이가 유의하였으나 학령기 아동 1-3학년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

다(F=27.42, p>.01). 자소-음소 불일치 유형의 경우 형태소가 한 개

인 단어(F=71.06, p>.01)와 두 개인 단어(F= 63.27, p>.01) 모두 2

학년과 3학년 아동 간의 차이만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겹받침 불일

치 유형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F=44.45, p< .01). 철자유형에 따른 연령집단별 수행력 차이는 

Figure 1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spelling score according to the types of spell-
ing (N= 148)

Type
Spelling score

Kindergarten 
(N= 30)

1 grade  
(N= 46)

2 grade  
(N= 35)

3 grade  
(N= 37)

MW 4.50 (2.49) 6.65 (1.18) 7.34 (.68) 7.11 (.77)
1NW 1.70 (1.78) 5.20 (1.81) 6.71 (1.18) 6.78 (1.48)
2NW 1.40 (1.60) 4.98 (2.10) 6.51 (1.54) 6.84 (1.63)
DNW .30 (.79) 2.26 (2.21) 4.14 (2.11) 5.51 (2.19)
Total 7.90 (5.78) 19.09 (4.26) 24.71 (4.81) 26.24 (5.7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MW= letter-sound matching word; 1NW= letter-sound non-matching word with 
one morpheme; 2NW = letter-sound non-matching word with two morphemes; 
DNW= letter-sound non-matching word with double conso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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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규칙 유형에 따른 연령집단별 철자쓰기 특성

철자유형에 따른 연령집단별 철자쓰기 정반응 점수에 대한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기술통계 결과, 음운규칙별 단어의 총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균점수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유형에서 같은 경향을 나타

냈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집단(F=1,212.09, p< .01)

과 단어유형(F=31.72, p< .01)에서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령집단 간 차이가 어떤 집단에서 나타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2학년과 3학년 아동집단을 제외

한 모든 집단 간의 통계적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연령이 올라갈수

록 음운규칙에 따른 철자쓰기 수행력이 증가하다가 초등 2학년과 

3학년 시기에는 수행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음운규칙별 주효과가 어떤 유형에서 발생했는지 알아보

기 위해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경음화와 연음화 규칙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나머지 유형은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들은 비음화, 연음화, 

경음화, 격음화 순으로 수행력이 높았으며, 연음화와 경음화 단어 

받아쓰기는 유사한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집단과 음운규칙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F=2.29, p< .01). 상호작용효과가 어떤 요인들에서 나타났

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규칙별 집단 간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

한 결과 네 가지 유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격

음화의 경우 2학년과 3학년 간을 제외한 모든 학년의 차이가 유의

하였다(F=45.29, p< .01). 경음화의 경우 유치원 아동은 모든 학령

기 아동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1학년 집단은 유치원과 3

학년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2학년 집단과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F=43.89, p>.01). 연음화의 경우 2학년과 3학

년 집단의 차이만 유의하지 않았고 모든 연령집단 간 차이가 유의

하게 나타났다(F=54.30, p< .01). 비음화의 경우도 연음화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2학년과 3학년 집단 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55.65, p< .01). 음운규칙 유형에 따른 연령집

단별 수행력 차이는 Figure 2에 제시되어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치원 아동부터 초등 1-3학년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철자유형과 음운규칙유형에 따른 철자쓰기 능력의 발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첫째, 연령이 올라갈수록 철자유형이나 음운규칙에 따른 철자

쓰기 수행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운규칙별로 보았을 

때는 모든 음운규칙 유형에서 연령이 올라갈수록 철자쓰기 수행력

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철자유형별로 볼 때 자소-음소 

일치 유형에서 초등 2학년이 3학년에 비해 평균점수가 약간 높은 

경향을 나타났다. 이는 철자유형별 분석에서는 자소-음소 일치 유

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음운규칙 유형에서는 자소-음소 불일치 

유형만 분석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또한 철자유형

별 분석에 포함된 초등 3학년의 편차(.77)가 2학년의 편차(.68)에 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pelling score according to phonological rules 
(N= 148)

Type
Spelling score

Kindergarten 
(N= 30)

1 grade  
(N= 46)

2 grade  
(N= 35)

3 grade  
(N= 37)

Aspiration .23 (.63) 2.20 (1.86) 3.74 (1.74) 4.41 (1.66)
Fortification 1.13 (1.28) 3.30 (1.53) 4.09 (1.17) 4.70 (1.24)
Lenition .67 (1.09) 3.07 (1.73) 4.63 (1.48) 4.95 (1.51)
Nasalization 1.37 (1.73) 3.87 (1.33) 4.91 (1.10) 5.08 (.98)
Total 3.40 (3.80) 12.43 (5.17) 17.37 (4.17) 19.14 (4.5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Figure 1. Spelling types according to age.
MW = letter-sound matching word; 1NW = letter-sound non-matching word 
with one morpheme; 2NW= letter-sound non-matching word with two mor-
phemes; DNW= letter-sound non-matching word with double conso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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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honological rules according to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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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소 컸던 것으로 보아 낮은 점수대에 분포된 비율이 표집된 3학

년 아동들이 2학년에 비해 높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하

지만 철자유형이나 음운규칙 유형에 따른 철자쓰기 능력에 대한 

통계검정 결과는 일치하였는데, 초등 2학년과 3학년 집단 차이를 

제외한 모든 연령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

으로 유치원기부터 초등 2학년까지는 철자쓰기 수행력 면에서 가

파른 증가를 보이다가 2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는 증가추세가 둔해

지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받아쓰기 자료를 분석한 Shin 등(2015)

의 연구에서 자소나 어절쓰기로 본 철자쓰기 정확률이 1, 2학년 간

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던 것과 유사하다. 또한 저학년(1, 2학

년)과 중학년(3, 4학년) 간 철자쓰기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한 

Chung (2015)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1-6학년 음운지식 기반 철자쓰기 발달을 살펴본 Lee (2018)의 연구

에서는 5, 6학년을 제외한 모든 연령집단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보

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

연구에서는 자소-음소 일치 유형이 제외되어 있고, 한국어에서 나

타나는 다양한 음운변동 지식에 기반한 단어를 문장쓰기 방식으

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과제와는 난이도 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겹받침의 

경우 모든 연령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난이도가 

높은 철자의 경우 초등 저학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에서 학령기뿐 아니라 유치원기

부터의 철자발달 특성을 살펴보고 유치원기에서 초등 저학년기에 

급격한 발달을 이루다 저학년에서 중학년에 이르는 시기에 완만하

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것은 초기 철자발달의 특성을 이해

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며, 초등기 입문 시기에 집중적인 

철자지도의 필요성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하지만 

초등 고학년까지 난이도 높은 철자쓰기의 발달을 모두 살펴보지 

못한 제한점이 있어 추후 연구에서 다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둘째, 음운지식이나 형태지식을 반영한 철자유형별 아동의 철자

쓰기 발달능력은 자소-음소 일치 유형을 제외한 세 가지 유형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철자쓰기 수행력이 증가하였다. 다만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2학년 집단 평균(7.34)이 3학년 집단 평균(7.11)에 비

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

자유형에 따른 연령집단별 철자쓰기 능력에 대한 반복측정 이원분

산분석 결과 연령과 철자유형의 주효과와 두 변인 간 상호작용효과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주효과는 2, 3학년 집단 

간을 제외한 모든 집단 간 차이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운지식이

나 형태지식을 반영한 철자쓰기 능력이 유치원기에서 초등 2학년

까지 꾸준히 가파른 증가를 보이다가 초등 2학년에서 3학년기 사이

는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자소-음소 일치 

유형의 단어쓰기를 모든 아동들이 가장 잘 하였고, 자소-음소 불일

치 단어 중 겹받침 단어를 가장 어려워했다. 철자유형에 따른 주효

과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자소-음소 불일치 홑받침의 두 가지 유형

(형태소 한 개와 두 개인 단어)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차이가 났

다. 철자유형과 연령집단 간 상호작용효과가 유효하여 각 유형별 집

단 간 수행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음운지식을 적용해야 하는 자

소-음소 일치형의 경우 유치원 아동과 초등 1학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1학년 이후 3학년까지는 완만한 발달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운지식을 적용한 철자쓰기 능력

이 유치원기부터 발달하여 초등 1학년에 이르면 거의 완성기에 이

른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유치원 아동 집단의 

평균점수가 8점 만점에 4.5점으로 해당 문항의 50% 이상의 쓰기 

정확도를 보여줬고 1학년은 평균 6.65로 약 83%의 정확도를 보여 

자소-일치 유형의 경우 학령기 초기에 빠른 습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Yang (2009)의 연구에서 유치원 아동들이 음운전

략을 활용하여 기본 초성 및 몇 가지 종성 자음쓰기를 정확히 수행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우리 나라 아동의 경우 유치원 시기부터 음운지식을 적용한 철자

쓰기가 가능하고 초등 입학을 전후로 한 시기에 급격한 발달을 보

이므로 이 시기의 자소-음소 일치 유형의 음운지식을 적용한 쓰기 

지원이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한편 5-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Deacon과 Bryant (2005)

는 어린 아동들도 1형태소 단어보다 2형태소 단어를 더 정확하게 

철자함으로써 초기 철자쓰기 발달단계부터 형태지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국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유형 과제에서의 수행력을 비교하여 형태지식의 사용능력

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연구결과 자소-음소 불일치 홑받침

의 경우 두 유형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초등 저학년의 

경우 음운지식을 주로 사용하며 형태지식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

이 있다고 한 Henderson (1990)의 연구를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일반아동과 언어학습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같은 과제를 적용한 연구에서 자소-음소 불일치 홑받침이 두 유형 

단어에서 형태소 수에 따른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Han과 Jung 

(201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몇몇 외국연구에서와 달리 우리 나

라 아동의 경우 유치원에서 초등 3학년까지의 이음절 자소-음소 불

일치 철자쓰기를 할 때 형태소 지식을 더 잘 활용한다고 보기 어렵

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Deacon & Bryant, 2005; Sangster & Dea-

con, 2011; Treiman et al., 1994). 그런데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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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저학년의 경우 형태지식의 적용 유무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Deacon & Bryant, 2005; Henderson, 1990; 

Sangster & Deacon, 2011; Treiman et al., 1994). 또한 Han과 Jung 

(2018)의 연구에서는 1형태소 단어에서보다 2형태소 단어에서의 

차이가 좀 더 크게 나타났고, 일반아동의 경우 통계적 차이는 없지

만 2형태소 단어의 평균이 조금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언어적 지식이 약한 아동들이 특히 형태전략의 사용이 어려울 것

을 예측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거의 차이는 없었지만 1형태

소 단어(M=5.24, SD=2.48)가 2형태소 단어(M=5.08, SD=2.67)

에 비해 평균점수가 약간 높아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경향과 일치하

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

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아동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

석해 볼 수 있지만 초기 철자쓰기 발달에서 형태지식의 영향력에 

대한 좀 더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단어유형 중 겹받침 단어의 경우 모든 아동들의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의 경우 사후검정에서 모든 연령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유치원부터 초등 3학년까지 지속적으

로 겹받침이 포함된 불일치 단어쓰기 능력이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기 아동들의 평균값이 .3 (표준편차 .79)으로 

바닥효과가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겹받침 쓰기

는 학령기에 들어서서 발달이 이루어지며 중학년기 이후에도 지속

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3

학년까지 철자쓰기 능력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철자유형에 대한 

초등 중학년 이후 고학년에 이르기까지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는 데

는 제한이 있었다. 추후연구에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초등 고학년

기까지 확장한 철자쓰기 발달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셋째, 음운규칙에 따른 아동의 철자쓰기 능력 역시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모든 음운규칙 유형에서 단어쓰기 수행력이 높아지며 

유치원에서 초등 2학년까지 유의미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초등 2

학년 이후 3학년까지는 완만한 발달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

운규칙 유형별로는 비음화, 연음화, 경음화, 격음화 순으로 수행력

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음운규

칙 유형별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연음화와 경음화 규칙 사이

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나머지 규칙들 사이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 이는 Han과 Jung (2018)의 

연구결과와 음운규칙의 평균 수행력의 순서는 유사하게 나타났으

나 이 연구에서는 격음화와 비음화, 경음화와 비음화 간의 통계적 

차이만 유의미하여 세부 규칙별로는 다소 차이 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는 Han과 Jung (2018)의 연구는 언어학습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이 포함되어 있어 대상자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쓰기과제는 아니지만 읽기과제에서 초등 저학년

이 기식음화 비음화, 된소리화 순으로 오류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

고한 Kim과 Pae (2011)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비음화와 된소

리화에서 순서의 차이가 있지만 격음화를 가장 어려워한다는 점에

서는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볼 때 음운규칙이 포

함된 철자쓰기에 대한 평가 및 중재 시 격음화의 난이도를 좀 더 고

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연령집단과 음운규칙 유형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였는데 연음화, 비음화, 격음화는 2학

년과 3학년 간에서만 차이가 나타나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경음

화의 경우 1, 2학년과 2, 3학년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연음화, 비음화 격음화는 유치원 시기에서 초등학교 2학년 시기까

지 상승하며 발달하지만 초등 2학년에서 3학년 사이는 완만한 발

달을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경음화의 경우 유치

원에서 초등 1학년까지 발달이 가파르지만 1학년 이후 완만하게 발

달하는 특성을 보여 다른 규칙들과 다른 패턴이 나타났다. 

유치원기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철자유형 및 음운규칙 유형에 따

른 철자쓰기 발달특성을 살펴본 본 연구결과는 초기 철자쓰기 발

달의 특성을 이해하고 평가 및 중재하는 데 음운지식이나 형태지

식 등의 언어학적 지식과 음운규칙 적용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

요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무엇보다 자소-음소 일치 음운지

식을 반영한 철자쓰기의 경우 초등 입문기에 습득능력이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는 초기 철자쓰기를 평가하고 중재할 때 음

운지식 적용원리에 대한 지원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

다. 자소-음소 불일치 철자쓰기의 경우 겹자음 받침이 포함된 단어

는 가장 난이도가 높고 초등 3학년의 경우도 오류가 많이 나타나므

로 초등 고학년기까지 철자쓰기 완성을 위해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홑자음 받

침의 자소-음소 불일치 단어에서 형태소 수가 철자쓰기에 크게 영

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기에서 초등 저학년 시기까

지 철자쓰기에 형태지식을 많이 적용하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

다. 하지만 대상 수나 다양한 연령집단이 포괄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어 이를 일반화해서 해석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초등 중학

년과 고학년으로 확장한 다수의 후속연구로 지속적인 규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한국어는 자소-음소 불일치 철자쓰기에

서 다양한 음운규칙의 이해 및 적용이 중요한데, 음운규칙에 따른 

발달적 특성을 살펴본 본 연구결과에 근거해 볼 때 학령기 아동의 

철자쓰기 평가 및 중재에서 음운규칙별 난이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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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유치원에서 초등 3학년 아동의 철자쓰기 발달 특성

정경희

용인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언어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유치원 아동부터 초등 1-3학년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단어유형과 음운규칙 유형에 따른 철자쓰기 능력의 발

달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대상은 유치원 40명, 초등 1학년 46명, 초등 2학년 35명, 초등 3학년 37명으로 총 148명의 일

반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네 가지 철자유형과 네 가지 음운규칙이 포함된 단어를 선정하여 받아쓰기를 실시하였다. 결

과: 첫째, 연령이 올라갈수록 단어유형이나 음운규칙에 따른 철자쓰기 수행력이 증가하였다. 초등 2학년과 3학년 집단에서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집단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 둘째, 단어유형 중 자소-음소 불일치 홑자음 두 가지 유형을 제

외한 나머지 유형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자소-음소 일치 단어는 유치원과 초등 6학년 간 유의한 차이가 났고, 자소-음소 불일치 겹자음

은 모든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다. 셋째, 음운규칙에 따른 아동의 수행력은 비음화 연음화, 경음화, 격음화 순서대로 높게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통해 유치원기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철자쓰기 발달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철자쓰기 평가 및 중재

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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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용인대학교 교내 학술지원비를 받아서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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