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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orphological awareness of school-age chil-
dren in relation to the level of vocabulary development.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4 children in the at risk group of vocabulary development delay in the 3rd 
grade of elementary school, and 14 children who matched these children in chronological 
age and vocabulary level. A total of 42 children participated in the study. This studu used 
the task of morphological awareness developed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consider-
ing the type of words (cmpound and derivative) and transparency.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otal score of morphological awarenes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hree groups.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at-risk group 
and the children’s group who were matched at the vocabulary level, but there was a signifi-
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with different vocabulary levels. Second, all three 
groups had low ability to perform tasks on derivative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vocabulary level matching group and the children in the vocabulary develop-
ment delay group in the compound language task,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rivative tasks.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according 
to the transparency. The difference between the age-matched group and the other two 
groups was significant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at-risk group and the vocabulary 
level match group was not significant. Conclusion: This result was suggested that the rela-
tionship with morphological awareness in early vocabulary evaluation and intervention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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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위한 읽기 단계로 접어드는 초등 3학년 이후 아동들은 

텍스트를 통해 수많은 어휘에 노출된다(Chall, 1983). 초등 2학년의 

경우 평균 6,000여개의 어근 단어를 이해하고, 6학년까지 10,000여

개의 어휘를 습득해야 한다(Anglin, 1993). 학령기의 어휘지식은 

읽기 쓰기 발달의 기초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 학업 성취에도 중

요하다. 어휘지식이 풍부할수록 텍스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읽

기이해능력이 우수할수록 더 많은 어휘를 배울 수 있게 된다(Sta-

novich, 2009). 학령기 아동의 어휘량에 있어서의 개인차는 상당히 

크며, 어휘지식은 새 단어 학습을 촉진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면

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렇듯 학령기 동안 매년 수천 개의 어휘를 습득하지만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이 중 약 10% 정도만 명시적으로 배우게 되고, 텍스트를 

통해 만나는 수천개의 단어 중 15%-55%는 모르는 단어이다(Nagy, 

Herman, & Anderson, 1985). 

학습에 필요한 수많은 어휘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읽기 

환경에 노출되어야 할 뿐 아니라 개별 단어를 명시적으로 지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단어에 대한 인식능력을 높이고 단어의 의미를 해

결하는 전략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Farsi, 

2008). 새로운 단어를 접한 아동들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어휘사전(mental lexicon)에 접근해야 한다. 어휘사전에 접근

하는 과정에서 형태소 단위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몇 가지 모델

이 있다(Chialant & Caramazza, 1995). 첫째 모델은 총체적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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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whole-word hypothesis)로 이 가설에 의하면 단어는 단일어

나 복합어 등과 같은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의 복잡도나, 처리과

정의 차이 없이 단어 전체가 어휘사전에 등록된다. 두 번째 가설은 

완전 분리 표상 가설(fully decomposed representation)인데 복합

어의 어근과 접사 같은 형태소 단위가 각각 독립적으로 어휘사전에 

표상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가설은 텍스트에서 만나는 단어의 

철자 정보를 처리한 후 아는 단어의 경우는 총체적으로 처리하고 

비친숙한 단어는 분리 처리하여 어휘사전에 접근한다는 확장 설명

된 형태론 모델(augmented address morphology)이다. 마지막은 계

산 모델인데(computational model), 이 모델에 의하면 텍스트에서 

만나는 단어는 먼저 전체단어를 형태소 단위로 분절한 후 각 구성

요소들이 하위 의미범주나 구문규칙에 속하는지를 체크해서 처리

된다. 이러한 모델들은 모두 복합어가 어휘사전에 접근할 때 형태

론적 구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공통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형태적으로 복잡한 어휘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형태적 지식을 이용한 분석능력은 단어 의미해

결 과정에서 어휘사전으로의 접근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어휘 성장

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

다. 본 연구는 어떤 모델이 어휘사전의 접근 방법을 더 잘 설명해주

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기보다 형태론적 분석 능력이 

어휘 습득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기본 가설에 근거하여 어

휘 습득 수준에 따른 형태소인식능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형태소 단위의 분석 및 조작 능력이 우수한 아

동이 어휘능력이 우수할 것이라는 기본 가정을 검증함으로써 어휘

지도 전략에 대한 임상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어 의미에 대한 직접 교수는 어휘학습 증진에 효과적이지만 

어휘 수준이 다른 아동들의 갭을 해결하는데는 제한점이 있어 중

재 시 좀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학년이 올라갈수록 형

태적으로 내적 구조가 복잡한 복합어의 비중은 더 늘어나게 된다

(Nagy & Anderson, 1984). 이러한 다형태소로 이루어진 복합어들

은 개별 성분의 구조를 분석하고, 개별 성분들의 의미를 통해 전체 

의미를 예측할 수 있는 형태소인식능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될 수 있다(Wolter & Green, 2013). 단어의 구성 성분을 분석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추론해 내는 메타언어적 접근법으로

서의 형태소인식능력 중재는 어휘습득에 긍적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보고해 왔다(Apel, Diehm, & Apel, 2013; 

Brimo, 2016; Ramirez, Walton, & Roberts, 2014).

형태소인식능력은 상대적으로 일찍 발달이 시작되어 초등기 이

후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한다(Berko, 1958; Carisle, 2004). 형태소

인식능력의 발달을 추적한 Berninger, Abbott, Nagy 그리고 Carl-

isle (2010)은 형태소인식능력이 1-3학년기까지 가장 가파른 성장을 

보이는데,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중학년까지 이 기술

을 습득하지 못하면 중요한 중재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하였다

(Apel, Wilson-Fowler, Brimo, & Perrin, 2012).

형태소인식능력은 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메타언어

도구로서 언어와 문해 발달의 중요한 기술이며(Carlisle, 2000; Kir-

by et al., 2012; Scott & Nagy, 2004), 형태소인식능력과 어휘 발달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Wagner, Muse, & Tannenbaum, 2007). Mc-

BRIDE-CHANG, Wagner, Muse, Chow 그리고 Shu (2005)는 음운

인식, 단어재인 능력을 통제한 후에도 형태소인식능력이 아동의 어

휘지식의 8%를 설명해준다고 밝혔다. 또한 Wysocki와 Jenkins 

(1987)는 학령기 아동에게 어근 형태소의 의미를 가르친 후 이 어

근 형태소와 관련 있는 단어 정의하기를 관련 없는 단어보다 더 잘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Ramirez 등(2013)은 유치원 아동의 어

휘수준에 따라 세 그룹(저, 중, 고)으로 나누고 세 달 동안 형태지식

기반 어휘 중재를 실시한 후 초등 1학년기에 어휘량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저수준 그룹과 고수준 그룹의 어휘 차이가 줄고, 

저수준 그룹의 경우 중재 후 또래규준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

가 관찰되지 않아 중재 효과가 발달적 성숙의 효과 이상으로 큰 것

으로 해석하였다. Sparks와 Deacon (2012)은 초등 2학년 아동을 1

년간 종단적으로 추적한 연구를 통해서 초기 형태소인식능력이 후

기 어휘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읽기는 어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휘수준이 낮

은 아동들은 읽기수준도 낮은 경우가 많다(McBRIDE-CHANG et 

al., 2005). 2학년 말경 읽기 저성취 아이들은 중간성취 아이들에 비

해서는 약 2년, 고성취 아이들에 비해서는 약 3년 이상 어휘발달이 

느리고(Biemiller & Boote, 2006), 4학년이 되면 교과서에 비친숙한 

단어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읽기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어

휘 문제와 관련된 슬럼프 시기를 겪는다고 한다(Kim, 2013). 읽기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은 다형태소가 포함된 복합어 과제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이 있다. 형태소인식능력은 단어읽기를 통해 읽

기이해에 기여하거나 언어이해과정에서 형태소의 기능을 적용함

으로써 읽기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Mackay, Levesque, & 

Deacon, 2017). 읽기이해부진 아동들은 파생복합어를 유추하는 

과제와 형태분석과제 등에서 또래에 비해 수행력이 낮다는 연구를 

통해 읽기이해부진 아동의 형태소인식 과제의 어려움이 보고되었

다(Mackay et al., 2017; Tong, Deacon, Kirby, Cain, & Parrila, 2011).

일반 아동의 낱말 읽기 및 읽기이해능력을 형태소인식능력이 주

요하게 예측해주는 변인임을 밝힌 Jung (2014)의 연구를 비롯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 읽기능력과 관련하여 형태소인식능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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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외국의 연구들과 달리 국내에

서 형태소인식능력을 읽기 및 어휘능력과 관련하여 탐구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읽기학습 부진아동이나 다문화가정아동이 형

태소인식의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Kim, E., & Jung, 2015; 

Kim, S., & Jung, 2015)가 보고 되었으나 어휘능력과 관련하여 살펴 

본 연구는 부족하다. 어휘능력과 관련해서 형태소인식능력을 살펴

본 최근 연구로는 초등 1, 2학년 아동을 어휘 수준에 따라 하위, 중

위, 상위 어휘 집단으로 나눠 형태소인식능력이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본 Chung (2017)은 하위와 상위 어휘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저학년과 중학년 모두 어

휘는 연결어미와 파생어 형태인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

며, 어휘는 저학년의 연결어미 형태인식을 4% 예측해 준다고 보고

하기도 하였다(Chung & Shim, 2019). 하지만 또래 아동에 비해 어

휘능력발달이 느린 아동들이 어휘능력이 비슷한 더 어린 아동들

과 형태소인식 능력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자

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어휘능력이 비슷하지만 더 어

린 아동과 형태소인식능력을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어휘능력과 형태소인식능력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

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파생어 접사에 대한 인식능력이 어휘 및 읽기 발달과 상관

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Carlisle, 2004; Kuo & Anderson, 2006). 

또한, 영어나 핀란드어 등에서는 굴절형태소가 중요하지만 중국어

는 상대적으로 굴절형태소가 덜 중요하며 어휘 합성이 더 일반적이

다(Bowers & Kirby, 2010). 한국어 역시 중국어의 언어문화권을 상

당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어의 영향을 받은 어휘의 수가 상

당하므로 합성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발달

지체 위험군 아동이 합성어와 파생어 유형에 따라 통제집단과 차

이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투명도는 얼마나 복합어 구

조 안에서 파생 형태소를 쉽게 분리해내거나 결합하여 새로운 단

어를 형성해 내는가와 관련이 있다. 투명도는 발달적으로 파생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고

(Carilsle, 2000; Kim, S., & Jung, 2015),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투명

도의 차이는 형태구조 지식의 적용과정에서 인지적 부담의 정도가 

다르게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발달적 차이에 기여하게 된다고 보

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투명

도에 따른 집단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초등 3학년 어휘발달지체 위험군 아동은 어휘발달수준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아동과 형태소인식능력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단어유형(합성어, 파생어)에 따라 세 집단 간 형태소인식능

력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투명도에 따라 세 집단 간 형태소인식능력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대상 아동은 초등학교 3학년 아동 중 어휘발달지체 위험군 

아동 14명, 이들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아동 14명, 어휘수준을 일

치시킨 아동 14명, 총 4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3

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선행연구에 의해 초등 3학년까지 

형태소인식능력이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그 이후로도 완만한 성장

을 보인다는 Berninger 등(2010)의 선행연구 결과와 Chall (1983)의 

읽기발달 단계 중 배우기 위해 읽는 단계로 접어드는 시기가 한국

교육과정에서 초등 3학년 시기임을 고려하였다.

어휘발달지체 위험군 아동은 수용 · 표현어휘력검사(REVT; Kim, 

Hong, Kim, Jang, & Lee, 2009)의 수용어휘 검사에서 20%ile 미만

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이다. 생활연령일치 아동은 어휘

발달지체 위험군 아동과 생활월령 ±1개월 이내의 아동을 일대일 

매칭하여 구성하였다. 어휘수준일치 아동은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중 어휘발달지체 위험군 아동과 수용·표현어휘력검사의 수용어휘 

획득 원점수 ±1점 이내로 일대일 매칭한 아동으로 구성하였다. 세 

집단 아동 모두 부모나 교사 등의 보고로 전반적 발달상의 어려움

이 없다고 보고된 아동이며, 한국어읽기검사(KOLRA; Pae, Kim, 

Yoon, & Jahng, 2015)의 하위 항목인 낱말해독 검사에서 25%ile 이

상으로 평가된 아동들로 구성하였다. 세 집단 아동의 월령, 어휘 및 

낱말해독 검사 결과에 대한 통계검정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검사도구 

대상자 선정도구

연구에 참여한 초등 3학년 아동과 어휘수준을 일치시킨 초등  

1학년 아동들에게는 단어읽기에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어읽기검사(KOLRA; Pae et al., 2015)의 하위 항목인 낱말해

독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표준점수 85점 이상인 아동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어휘발달지체 위험군 아동과 어휘발달 수준을 일

치시킨 아동 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VT; 

Kim et al., 2009)를 실시하여 수용어휘 원점수로 일대일 매칭하였다. 

본 검사도구

어휘 검사도구

아동의 수용어휘량을 측정하기 위해 수용 · 표현어휘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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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T; Kim et al., 2009)의 수용어휘 검사를 지침에 따라 실시하

여 산출된 원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형태소인식능력 검사도구

세 집단 아동의 형태소인식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Apel 등(2013)

의 연구를 바탕으로 단어의 유형(합성어, 파생어)과 투명도를 고려

하여 한국어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적용했던 Jung (2014)의 형태소

인식과제를 사용하였다. 합성어 과제는 두 개의 어근을 결합하여 

새 단어를 만들거나 보기 단어의 어근을 나눠서 그 중 하나의 어근

을 제시한 문장의 의미에 적합하게 빈칸에 삽입하도록 하였다. 문

항 수는 합성, 파생어 각 2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40개 항목 중 음운론적으로 투명한 단어와 불투명한 단어

가 각 2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검사는 연구자를 포함하여 언어병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

원생이 각 아동과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자는 저자로부터 검사 실시 전에 검사목적과 검사절차에 대한 사

전 교육을 받았으며, 실제 검사절차에 대한 시연을 통해서 검사 과

정을 충분히 익힌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자는 아동의 부모 및 

교사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은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교회, 사교육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조용한 장소에서 개별적인 검사를 진행하였

다. 검사절차는 순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휘 검사와 형태소

인식 검사 순서를 바꿔서 배치하였다. 

각 집단의 형태소인식 검사 원점수에 대한 집단적 차이를 검증하

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경우 

Scheffé 사후 검정을 실시하여 집단 간 차이가 어떤 집단에서 비롯

된 것인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단어유형(합성어, 파생어)과 투명도

에 따라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차이가 있을 경우 Scheffé 사후 검

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세 집단별 형태소인식능력의 차이

어휘발달지체 위험군 아동집단과 생활연령, 어휘수준을 일치시킨 

세 집단 아동의 형태소인식능력 검사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세 집단별 형태소인식능력 총점은 생활연령일치 아동집단, 어휘

발달지체 위험군 아동집단, 어휘수준일치 아동집단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세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

산분석 검정으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차이는 생활연령일치 집단과 어휘발달지체 위험군 집

단(p= .030)과 생활연령일치 집단과 어휘수준일치 집단 간(p= .00)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어휘발달지체 위험군 집단과 어휘수준

일치 집단 간 차이(p= .216)는 유의하지 않았다.

단어유형에 따른 형태소인식능력의 차이

단어유형에 따른 형태소인식능력의 세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단어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간 주효과(F(2,39) =  

10.536, p< .05)와 단어유형에 따른 주효과(F(2,39) =85.906, p< .05)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2,39) =  

1.684, p>.05). 사후검정 결과 생활연령일치 집단과 두 집단 간 차이

가 유의하였으며(p< .05). 어휘발달지체 위험군과 어휘수준일치 집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D (N= 14) VA (N= 14) CA (N= 14) Total (N= 42) F Scheffe’

Age 122.57 (2.17) 83.14 (23.88) 112.50 (2.53) 102.74 (19.52) 20.802* VL< VD= CA
REVT-R 92.93 (5.80) 92.93 (5.78) 124.29 (16.35) 103.38 (18.16) 41.151* VD= VL< CA
Word decoding 62.21 (8.08) 63.50 (3.40) 67.21 (4.23) 64.64 (5.91) 2.10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VD= Vocabulary developmental Delay group; CA= Chronological Age matching group; VL= Vocabulary Level matching group; REVT-R=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at-Receptive (Kim et al., 2009).
*p < .05.

Table 2. Total scores of morphological awareness by group

Group T-MA F Scheffe’

VD (N= 14) 52.64 (10.16) 10.536* VD= VL< CA
VL (N= 14) 43.71 (19.28)
CA (N= 14) 66.50 (7.11)
Total (N= 42) 54.29 (2.4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VD = Vocabulary developmental Delay group; CA = Chronological Age matching 
group; VL= Vocabulary Level matching group.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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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간 차이(p>.05)는 유의하지 않았다.

투명도에 따른 형태소인식능력의 차이

투명도에 따른 형태소인식능력의 세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기술통

계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투명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

해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주효과(F(2,39) =  

10.536, p< .05)와 단어유형에 따른 주효과(F(2,39) = 63.466, p< .05)

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과 투명도에 대한 상호작용효과

는 유의하지 않았다(F(2,39) =1.198, p>.05). 집단에 대한 사후검정 결

과 생활연령일치 집단과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며(p= .000, 

p= .030), 어휘발달지체 위험군과 어휘수준일치 집단 간 차이는 유

의하지 않았다(p= .216).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초등 3학년 어휘발달지체 위험군 아동과 생활연령, 어

휘수준을 일치시킨 아동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형태소인식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고, 단어유형(합성어, 파생어)과 투명도에 따른 집단 

간 수행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어휘발달지체 위험군 아동집단과 생활연령 및 어휘수

준을 일치시킨 세 집단 아동의 형태소인식능력이 유의한 차이가 났

다. 이 차이는 생활연령일치 아동집단과 나머지 두 집단 간 차이에

서 비롯되었으며, 어휘발달지체 위험군 아동집단과 어휘수준일치 

아동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생활

연령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해 어휘량이 유사한 두 집단 아동들

이 형태소인식과제에서 역시 유사한 수행력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

내는 것이다. 즉, 형태소인식능력이 어휘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이는 초등 1, 2학년 아동을 어휘 수준에 

따라 상위, 중위, 하위 수준으로 나눠 형태소인식능력의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본 Chung (2017)의 연구에서 상위와 하위 집단 간 유

의한 차이가 났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또한 어휘수준이 낮

은 아동에게 형태소 관련 어휘 중재를 실시한 후 사후 평가하였을 

때 하위 수준 아동들이 상위 수준 아동과 어휘량의 차이가 줄고, 

또래규준의 평균 범위 내로 향상되었음을 보고한 Ramirez 등(2013)

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형태소인식능력과 어휘능력 간의 높은 관

련성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휘발달수준

을 일치시킨 아동들은 어휘발달지체 위험군 아동들에 비해 약 2년 

정도 생활연령의 차이가 나는 아동들로 모두 초등 1학년 아동들이

었다. 이들은 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노출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아

동들이지만 어휘량이 유사한 초등 3학년이 어휘발달지체 위험군 

아동들과 형태소인식과제 수행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연구결과 

드러났다. 이는 형태소 분석 및 조작 기술의 정도와 어휘 습득량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입증해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단어유형(합성어, 파생어)에 따른 형태소인식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합성어와 파생어에 대한 형태소인식능력 간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집단과 단어유형과의 상호작용 효과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 집단 모두 합성어를 파생

어보다 더 잘 인식하고 있으며 세 집단이 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읽기학습부진 아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

으로 파생어와 합성어 과제에서의 형태소인식능력의 차이를 살펴

본 Kim, S.와 Jung (2015)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Kim, S.와 Jung 

(2015)의 연구에서 역시 파생어보다 합성어 과제의 수행력이 높았

고, 두 집단의 과제 수행 패턴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자

들은 의미가 분명한 어근과 어근을 분리 또는 합성하는 과제가 의

미가 명료하지 않은 접사가 포함된 파생어 과제보다 인지적 부담이 

더 적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는 익숙한 단어로 구성된 어근

을 결합하는 과제보다는 노출빈도가 낮은 접사에 대한 인식능력이 

발달적으로 늦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Goodwin, Lipsky, & Ahn, 2012). 합성어의 경우 익숙한 단어의 형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scores on morphological awareness accord-
ing to word type

Group CW DW

VD (N= 14) 30.04 (4.95) 22.57 (6.02)
VL (N= 14)  24.71 (10.61) 19.00 (9.32)
CA (N= 14) 35.57 (3.11) 30.93 (4.34)
Total (N= 42) 30.12 (8.16) 24.17 (8.4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VD = Vocabulary developmental Delay group; CA = Chronological Age matching 
group; VL= Vocabulary Level matching group; CW= Compound Word; DW= Deri-
vative Word.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scores on morphological awareness accord-
ing to transparency

Group Trans Non-trans

VD (N= 14) 28.79 (4.32) 23.86 (6.47)
VL (N= 14) 24.93 (9.38)  18.79 (10.53)
CA (N= 14) 35.14 (3.44) 31.36 (4.01)
Total (N= 42) 29.62 (7.46) 24.67 (9.0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VD= Vocabulary developmental Delay group; CA= Chronological Age matching group; 
VL= Vocabulary Level matching group; Trans= Transparency; Non-Trans= Non-Trans-
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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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어근 단위로 분절하고 결합하는 과제이고, 파생어는 익숙한 

어근과 ‘헛-’과 같이 상대적으로 비친숙한 접사를 조작하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들이 텍스트에서 복합어를 만났을 때 형태소 

단위로 분절하고 익숙한 형태소는 총체적으로 처리하여 어휘사전

에 빠르게 접근하여 처리하고 비친숙한 형태소는 분리 처리하여 어

휘사전에 접근한다는 확장 설명된 형태론 모델(augmented address 

morphology)에 근거하여 해석해 볼 때 비친숙한 접사 처리가 더 어

려운 과제임을 본 연구결과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명도에 따른 형태소인식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 투명도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집단과 투명도 간 상호작

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 집단 모두 투명한 

과제를 불투명한 과제보다 더 잘 인식하고 있으며 세 집단이 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부진 아동집단, 

다문화가정 아동집단이 불투명한 다형태소 단어 과제를 더 어려워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Kim, E., & Jung, 

2015; Kim, S., & Jung, 2015). 투명도가 높은 과제는 형태소의 분절 

경계가 음운적으로나 표기적으로도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형

태소가 좀더 쉽게 분절되고 결합되는 조작과정이 용이하여 인지적 

처리 과정의 부담이 적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부모나 교사 보고에 의해 발달상의 문제가 없거

나 낱말 해독 능력의 제한이 없는 아동으로 통제하기는 하였으나 

어휘 및 형태소인식능력에 관련이 높은 인지 기능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추후 지능 및 생

태환경적 환경 요인을 통제하여 어휘와 형태소인식능력 간의 관계

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어휘와 형태소인식능력 간의 상호

적 인과관계를 밝혀줄 수 있는 연구 설계에 근거하여 두 변인 간 상

호 인과관계를 규명해줄 수 있는 후속연구도 필요하며, 형태소인식

능력이 어휘사전에 접근하는 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모델에 대한 검증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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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초등 3학년 어휘발달지체 위험군 아동의 형태소인식능력

정경희

용인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언어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형태소인식능력은 텍스트에서 접하는 새로운 어휘의 의미에 접근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단어를 사용하게 하는 메타언어

능력으로 언어, 읽기 및 쓰기 습득과정에 주요한 기술이다.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형태소인식능력을 어휘발달 수준과 관련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방법: 연구대상은 초등하교 3학년 어휘발달지체 위험군 아동 14명, 이 아동과 생활연령 및 어휘수준을 일치시킨 아동 각 

14명으로 총 42명의 아동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과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단어의 유형(합성어, 파생어)과 투명도를 고려하여 

개발된 형태소인식능력 과제를 사용하였다. 결과: 연구결과는 첫째, 형태소인식능력의 총점은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어

휘발달지체 위험군과 어휘수준을 일치시킨 아동 집단 사이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어휘수준이 다른 집단들 사이에서는 유의하게 차

이가 나타났다. 둘째, 세 집단 모두 파생어에 대한 과제 수행력이 낮았다. 합성어 과제에서는 어휘수준일치집단과 어휘발달지체 위험군 

아동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파생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투명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와 투명도 여부에 따른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두 가지 과제 모두 어휘발달지체 위험군 아동과 어휘수준일치 아동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생

활연령일치 아동과 두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 어휘발달 수준과 형태소인식능력 사이의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학령 초기 어휘평가 및 중재에서 형태소인식능력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주었다. 

핵심어: 형태소인식능력, 어휘, 합성어, 파생어, 투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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